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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 해외의 산업 디자인상

연구논단 : 제품의 개념 설계와 시장 평가

디자인정보 : 우수 디자인 상품 선정제 -GD마크제

“Made in Germany”와 독일의 산업 디자인(I) 
지 상 중 계 : 제37회 대한산업미술가협회 회원전 一

제2회 KOGDA 회원전



③제幻회 

데힌민宅선임디弔인점 

개최안내
THE 幻曲 KOREA INDUSTRIAL DE이GN EXHIBm이M

1•개최기관
주최: 상공부
주관: 한국디자인포장센터
후원: 한국방송공사

2•전시기간
서 울:1985년 9월 10일〜 9월24일（15일간）
대 구:1985년10월 4일〜10월 8일（ 5일간）
대 전 : 1985년 10월 18일〜10월 22일（ 5일간）
창 원: 1985년 10월 30일〜 11월 3일（ 5일간）

부 산: 1985년 11월 12일〜 11월 16일（ 5일간）
광 주:1985년11월25일〜11월29일（ 5일간）
전 주:1985년12월 6일〜12월 10일（ 5일간）

3•전시장소
서 울 :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전시관
지 방: 각 시•도 상공회의소전시장

（단, 창원은 창원기계공업공단 전시장）

4•출품자격
제한없음（단, 합작인 경우 2 인 이내의 공동출품만 인정）

5 출프『무
3. 제1부齢각디자인 부문

（1） 선전디자인: 포스타, 구매시점 （POP） 광고, 신문, 잡지, 

광고등
⑵출판디자인 : 일러스트레이션, 카다로그, 팜프렛 서적

등의 장정 및 레이아웃
⑶포장디자인: 포장용기 포장지, 포장상자 등의 싱업포장
（4）디자인 이미지 통합계획（QP）: 심볼마크, 싸인, 

타이포그래피 등

나•제2부: 공예부문

⑴산업공예품
（가） 기계생산, 조립생산이 가능한 양산공예품 및 

반수공예품
（나） 실용성이 높은 가정용품, 사무용품, 완구 장신구 

기념품 등

다. 제3부 : 제품 및 환경디자인 부문
⑴소비자제품디자인: 가전제품, 주방용품, 레저용품, 

완구, 가구등
⑵공공용, 상업용 제품디자인 : 사무기기 의료기기 

통신기기, 계측기기, 상업용 서비스기기등
⑶산업장비디자인 : 공작기계 농업기계 광산기계 수산기계 

섬유기계 등
（4）수송 교통설비디자인 : 자동차, 철도차량, 선박 항공기 등

（5）환경설비디자인 : 교통부대설비물, 옥내외 

공공환경설비물 등

라. 초대 • 추천작가부문 : 초대 및 추천작가에 한함.

6• 작품규격 및 제작요령
가. 제1부.:시각디자인 부문

1） 작품규격

（가） 평면작품인 경우 규격 73cm X 103cm, 두께 3cm의 
판넬 또는 규격 73cmX 73cm, 두께 3cm의 판넬 

2매 이내
（나） 입체작품（CIP,POP,포장디자인）인 경우, 작품진열 

면적은 90cmX 100cm 이내로 하고, 작품과 별도로 
2매 이내의 설명 판넬（규격 73cmX 73cm, 두께 

3cm） 을 동시에 출품

2） 제작요령

（ 가） 공공의 시 각전달 매체로서 다양한 분야의 
시각디자인작품을 제작

（나） 실용화를 위하여 가급적 실존하는 업체 및 제품을 

대상으로 작품을 제작
（다） 가능한 한 인쇄처리된 작품을 제작

（라）내용상의 유의사항
• 독창성 （아이디어）
• 표현내용（의미, 문안）
• 표현기술（형, 색, 질감, 레터 링 레이아웃）

• 실용성（용도가격인쇄방법）

나. 제2부 : 공예부문

1） 작품규격

（가） 작품진열 면적은 가로 세로 높이 각각 18am 이내
（나） 훼손, 망실의 우려가 큰 작품은 별도의 보조장치를 

설치

（다） 디자인 의도 제작방법, 기타 특기사항을 기술한 
연구서 제줄（16절 2매 이내 전면만 사용하여 타자）

2） 제 작요령

（가） 양산이 가능하고 상품성이 높은 대상을 선정
（나） 제작기법의 합리성 및 난이도를충분히 검토하여 

작품을 제작
（다） 가급적 다양한 소재, 재료 및 아이디어를 혼합， 

응용하여 새로운 상품으로 유도 가능한 작품

（라）내용상의 유의사항
• 독창성（아이디어）
• 심미성 （형, 색 질감
• 실용성 （용도, 기능）
• 생산성 저】작기술, 제작방법 ）
• 경제성 （가격, 제작비용）
• 상품성 （구매선호도）

다. 제3부 : 제품 및 환경디자인 부문

1） 작품규격

（가） 작품진열 면적은 가로, 세로, 높이 각각 180cm 이내
（나） 실물 또는 모형과 별도로 2매 이내의 설계도 판넬 

（규격 73cm X 73cm, 두께 3cm, 설계도는 반드시 

흰색 바탕에 검정색 제도）을 동시에 출품
（다） 디자인 발의 기초조사 및 연구분석 등에 관한 

내용을 기술한 연구서 제출（ 연구서 규격은 8절지 
10매정도, 전면만 사용하여 타자）

2） 제작요령

（가） 현실적인 여건에 충분히 부합되는 디자인 대상을 
선정

（나）京제해결의 주안점을 명확히 제시

（다） 합리적인 디자인 전개과정을 통하셔 작품을 제작

（라） 기술상의 문제에 각별히 유의
（마）내용상의 유의사항

• 테마선정 및 방향설정
• 기초조사 및 연구분석
• 종합 및 제시

— 형태（조형상의 심미성. 독창성）
— 기능（용도의 합목적성 편리성 안정성） 
구조 및 재료（제작, 가고 조립상의 기술 및 과학성）

— 가격（생산, 시장성）

7•출품제한
가. 국내외에 이미 공개 발표한 작품

나.모방성이 인정되는 작품
다. 공공질서, 미풍양속에 해롭다고 인정되는 작품
라.요강에 명시된 제작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작품

8•출품절차
가•출품원서 배포처: 한국디자인포장센터，각 시 •도 

상공회의소
나. 謎기간: 1985년 4월 25일부터

다. 작품접수
⑴제3부 제품 및 환경디자인 부문: 1985년 8월 6일
（2） 제 2부 공예부문 : 1985년 8월 7일
（3）제 1부 시각디자인 부문 : 1985년 8월 8일

라. 작품접수처 :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전시관

마 출 품 료 :작품1점당 5,000원

9•작품심사
가. 심사기구: 관계기관과 사계 권위자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나• 심사기준: 부문별 제작요령의 내용에 엄격히 준함• 
다. 심사발표 : 1985년 9월 2일（한국디자인포장센터 전시실）

10•전시작품
가•입•특선 및 입상작품
나. 심사위원 및 초대•추천작가 작품
다. 기타 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작품 및 제품

11•시 상
가. 일 시 : 1985년 9월 10일
나. 장 소 : 한국디자인포장센터

다내 용:

구 분 시상 내용 점 부 상

일반작품 

부 문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상공부장관상 
한국디자寸포장센터 이사장상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상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상 

한국무역협회 희장상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상 

대한무역진흥공사 사장상 

중소기업 진흥공단 이 사장상 

한국방송공사 사장상 

특선 및 입선

1
1
1
3
1
1
1
1
1
1
1

3,000,000원 

2,000,000원 

1,500,000원
（각） 500,000원 

500,000원
500,000 원 

500,000 원
500,000원 

500,000원 

500,000원 

500,000원
특선•입선상

초대작가 

추천작가 

부 문

초대작가상 

추천작가상

1

1

1,000,000원

1,000,000원

[2. 작품반출
출■작은 藁 기간내에 반줄하여야 하며, 기간내 

미반출품은 주관측이 임의처분

가. 반출기간
⑴ 낙선작품 : 1985년 9월 11일 〜9월 16일
（2）초대•추천작가작품 : 1985년 10월 2일 〜 10월 7일
（3）전시작품 : 1985년 12월 16일〜 12월 21일）

（단, 반출기간 중 공휴일은 제외 ）

나. 반출장소 :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전시관

13•문 의 처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산업 디자인 개발부

（전화: 762-9130,9462）

⑥ 한국디자인포장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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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당 센터에서 실시하는 GD 마크제는 산업 

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여 상품 디자인 수준 향상을 

기함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국민 생활의 질적인 

향상을 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영문자의 이니셜인 G와 D를 조합한 GD 마크는 

원안에 대각으로 위치되게 하여 가벼운 운동감과 함께 

강렬한 문자의 효과 및 이념의 의지를 주게 하였다.

出版委員：李大成•李在國•金善行

企 劃：金勉•金宰弘

編 輯：李敦圭

디자인:李相元

寫 眞：李權熙

• 隔月刊『산업 디자인』通巻 第80號, V이.16
• 發行겸 編輯人 李 光 魯

• 發行 編輯 한국디자인포장센터

• 發行日：1985年6月30日

本 社 서울特別市 鍾路區 蓮建洞 128〜8
T이.(762)9461 〜5

示範工場 서울特別市 九老區 加里峯洞 第2工團

T이 .(856)61 이〜4

釜山支社 釜山直轄市釜山鎭區鶴章洞261〜8 
T 이.(92)8485〜7

• 登緑 番號 바-599號
• 登緑 日字: 19기年 1月 14日

• 印刷• 製本 : 한진인쇄공사

• 寫眞植字：大通

본지는 한국 도서 윤리위원회의 잡지 윤리 실천 강령을 

준수한다.



특집

해외의 산업 디자인상

당 센터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산업 

디자인 전람회가 올해로서 성년 20회를 

맞게 된다. 이에 해외의 산업 디자인상 

수상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며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의 그것과 비교

검토해 보는 기회로 삼기 위해 

남아프리카, 일본, 자유중국 등지의 

1984년도 산업 디자인상 수상 작품을 

지상을 통해 살펴 본다.

이번 호에 七"하는 3개국 이외의

나라에 대해서도 자료가 입수되는 대로 

본지를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편집자 주

1984년 셸 디자인상

올해로서 설립 16주년을 맞는 

남아프리카의 디자인 인스티튜트 주최로 

열리는 쉘 디자인상 공모전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공모전 중의 하나이다. 

산업계에서 연구 개발해 낸 우수 제품을 

출품받아 굿 디자인 상으로 선정,

시상함으로써 산업 디자인 진흥에 일익을 

도모케 하려는 목표로 제정되었다.

아쿠아노트 (Aquanaut)
제작 : Aguanaut (pty) Ltd

디자인 ： J.N.Lawheimer

A. P. Wessels

H.Schlitzer

아쿠아노트는 자동식 수영장 청소기인데, 

멈추지 않고 전체 지역의 청소를 편리하게 

해주도록 미리 정해진 패턴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것은, 흡입 펌프에 의해 생기는 물의 

흐름이 제공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프리一플로우 터빈 시스템 (free-flow turbine 

system)을 그 동력원으로 하고 있다. 그 터빈은 

캠들을 작동시키는데, 캠은 풀의 바닥이나 

벽면들과 접하게 되는 발판들을 차례로 

작동시킨다. 이러한 발판들은 스프링이 

설치되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해준다.

오물은 주입구를 통하여 흡입됨으로써 

제거된다. 또한 이러한 흡입 작용은 바닥을 

따라서 그리고 벽면에 이르기까지 청소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마찰적인 접촉을 

가능케 해준다.

조종 매커니즘 그 자체는 물로 작동되는 

터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호스 끝의 

원추체를 호스 주위로 회전시켜서 직선적 

운동 외에 좌우의 주기적 회전을 가능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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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준다. 이러한 동작으로 인해 이 기계는 

모서리 부분의 청소도 가능하다.

이 제품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유지 및 

보수가 손쉬우며 아주 빠르고 조용히 

작동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아구아노트는 현재 남아프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미국에서 판매가 

확대되고 있다.

피쉬 주화 검사기(Fisch Coin Gauge) 
제작 ： Fisch Instruments 
디자인 : G.Rutherford

K.Gillibrand

국제 금시장들에서 위조 주화의 제조가 

급속히 증가되었기 때문에, 피쉬 주화 검사기가 

개발되고 또한 세계적으로 선호를 받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기구들은 25개국에서 위조 주화를 

가려 내기 위해서 주요•은행들, 거래자들 

그리고 투자가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

과거엔 위조품의 질이 형편없었기 때문에, 

오직 한정된 경험밖에 없는 상인들에게 진품 

주화들 중에서 위조 주화를 골라내도록 

부탁할 수 있었다.

오늘날에는 금화의 진품 여부를 단지 

그 외관만으로 판별한다는 것은 더 이상은 

가능치 못하게 되었다. 상당히 많은 수의 

주화들을 다루는 상인조차도 정교한 

위조품들은 식별하지 못한다고 한다.

피쉬 주화 검사기를 사용함으로써

2차적으로 주화의 진품 여부를 식별할 수 

있다. 세 가지의 기준들에 따라 판별되는데, 

그것들은 곧 중량 부피 그리고 모양이다. 

이러한 기준들의 어느 것이라도 진품과 

차이가 있다면, 그러한 주화들은 검사에서 

드러나게 된다.

이러한 제품 개발 전의 검증 시스템은 오직

질량에만 의존하였다. 그것은 비용과 시간 

소모가 큰 저울 세트를 필요로 하였으며 

유척(遊尺)으로 길이를 검사하여야만 했다.

이 장치는 전문적인 취급자뿐만 초보적인 

수집가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다. 게이지의 

플라스틱제 몸체에 있는 음각은 주화의 모양을 

검증해 준다. 이 기구에 있는 가는 구멍은 

두께와 직경을 검증해 준다. 끝으로, 중량은 

주화를 이 장치 위에 올려 놓음으로써 

검사된다. 진짜 주화는 설치되어 있는 

지레받침 위의 평형추를 움직여 이 기구를 

기울어지게 할 것이다.

게이지들은 크루게란드(Krugerrand)들을 

포함하여 10종의 가장 인기있는 순금 주화들과 

금판들에 사용할 수 있다.

마이크로제트 (Microjet)
제작 : Micro Mouldings (Pty) Ltd

디자인 : A.S.Jooste,J.Monsen

마이크로제트 스프링클러 (Microjet

Sprinkler)는 농업 부문에서 야기된 기본적인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즉 제한된 이용 

，가능한 수원(水源)들로 관개할 수 있는 

지 역을 효과적으로 증가시 킴으로써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인구를 위해 필요한 수량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해 디자인된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물은 

식물이 가장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산업디자인 80, 1985短

/♦A



토양HI 관개되어야 했다• 물의 국부적인 

사용(point application)의 원칙은 전적으로 

관개되는 토양의 물리적 성질에 의존하고, 

또한 모든 필요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토양들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을 때까지는 적하식 관개가 그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생각되었었다.

사용되는 물의 양을 급속히 증가시키지 않고 

또한 물의 분배에 필요한 에너지를 상당히 

증가시키지도 아니하면서 물을 넓은 지역에 

걸쳐서 사용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였다. 

마이크로제트 스프링클러는 이러한 모든 

요구들을 충족시키며 관개되는 지역에 대해 

균등하게 물을 분배시켜 준다

이것을 제작하는 데는 분출기의 물리적인 

크기 때문에 예외적인 디자인이 필요했으며, 

주형들의 디자인과 제조에 극도의 정밀화가 

요구되었다. 마이크로 제트는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관개를 위한 이상적기구임이

Sp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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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x 12

Spray 
pattern 

300° x 10

Spray 
pattern 
280°

Sp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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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Sp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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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180°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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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2 x 20)
C-series

*'Go-go''-J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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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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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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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ating 

sprinkler

fl

판명되었는데, 이것의 물의 사용은 엄청나게 주었다. 

줄인 반면에 산출고는 상당히 증가시켜

0
B

D

I骂

H

엔지니어링 제품 부문 수상작

트랙 (Track)
제작 : Electromatic (Pty) Ltd 

디자인 ： DAButtemer
M.GIynne-Jones 
P.N.Moss 
R.Fridenthal

트랙(Track)의 개발로 인해, 철도원들은 

화차들의 수를 세고 모니터하며 또 화차들의 

위치를 찾아낼 수 있게 될 것이며, 화차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엄청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트랙 시스템은 화차Sack)들 밑에 보울트로 

부착되어 있는 트랜스폰더 (transponder)들을 

감지하며 트랜스폰더가 없는 화차의 수를 

세게 된다. 위치, 시간, 날짜 그리고 운행 

방향들이 모두 철로변에 있는 판독기들에 

압력된다. 이러한 모든 자료들은 신청이 있는 

대로 곧 주콤퓨터로 전송된다.

에너지를 주는 고리가 철도 사이에 설치되며 

이것은 트랜스폰더가 지나갈 때 전자기적 

결합에 의해 트랜스폰더에 동력을 주는 데 

사용된다.

트랜스폰더는 동력을 받으면 미리 

프로그램되어 있는 화차의 번호를 역시 선로 

사이에 위치한 안테나로 전송한다. 판독 

안테나들은 이러한 화차 번호와 그 후의 

것들을 저장한다. 축 계산기는 트랜스폰더가 

설치되지 않는 그러한 화차들을 감지하여 그 

수를 세는 데 사용된다.

이 회사는 리챠즈 만 (Richards Bay) 

해안선에 관한 주 계약에서 6,000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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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gram to show basic operating principles

트랜스폰더와 13개의 판독 안테나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개념은 최근에 

모든 SATS 180,000개의 차량들까지 확대될 수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1。0개 이상의 판독 

정거장들에서 자료가 수집된다.

수출 시장은 현재 투자중이다. 그 회사는 

이미 전세계 20개국 이상의 나라들에 전자식 

교통 모니터 장비류를 수출하고 있다.

Z66 트랜시버(Transceiver)
제작 : Barcom Electronics (Pty) Ltd 

디자인 : D.L.Keightley
D.Hotchkiss 
M.B.Parnaby

Z66은 소형이고 견고한 다채널 

트랜시버로서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제어를 

받는다. 그것은 마네트(Marne。, 시빌디펜스 

(Civil Defence) 그리고 프라이비트(Private) 

채널들에게 372 MHZ 주파수대에서 다양한 

작용을 제공한다.

Z66은 2중 회로와 신속한 채널 스위치 

작용을 갖고 있어서, 사용하는 상이한 수준의 

커뮤니케이션들을 신속히 그리고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안전 작동 디자인 개념과 

일치하는 마네트 채널은 확실히 커뮤니케이 션을 

위해서 최우선 기능을 갖고 있다. 즉, 청각적 

그리고 시각적 경고 장치가 시설되어 있는 

것이다.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 

라디오는 선택된 프라이비트 시빌 디펜스 

그리고 마네트 채널들을 모니터할 수 있다. 

이러한 탄력성으로 인해 다기능적인 

커뮤니케이션 작용이 향상된다. 원격 조정은 

1,000m 가량 떨어져 설치된 원격 조정기에 

의해 가능한데, 여기엔 복선 연결이 사용된다. 

또한 경보 단추들이 있어서 라디오와 차단되어 

있는 여러 포인트들로부터의 조정이 가능하다 

모듈러(modular ： 교체 가능한) 구조로 인해, 

신속한 수리 보수가 가능한 반면에, 라디오가 

한 지역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될 때, 

마이크로프로세서는 프라이 비트와 마네트 

채널 변화를 촉진시켜 준다.

교체가가능한 MBX 마이크로프로세서 

익스체인지(Microprocessor Based 
Exchange)

제작 : Phillips Telecomm니Qcalion(Pty)Ltd 

디자인 : G.B.Glover
M.Rodrigues-Ferreira
D.L. Lockwood
C.Thomas
B.Gordon
Brian Harmen I.D.As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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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스 MBX는 벽에 달도록 되어 있으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양자 모두가 교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규모 사업의 

확장, 유지 그리고 변화하는 수요에 대한 

적응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해준다.

내부 회로들에 대한 외부 회로들의 비율은 

사용자의 특정 요구에 맞추어 조정될 수 있다. 

하나에서 여덟 개까지 가능한 외선들과 

여덟에서 스무개까지 가능한 내선들로 인해,

MBX는 소규모 사업의 범주내에서 소형이며 

값싼 포장 속에 설치된 시스템으로 광범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해준다

MBX는 필요한 사람을 호출하는 공공 안내 

시스템에 연결시킬 수 있다. 그리고 

사용자가 빌딩 안에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지정된 번호를 돌리면 된다.

MBX의 앞판에는 디지틀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사용중인 선들과 호출되고 있는

교환선들을 지시해 준다. 이로 인해 누구든지 

교환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화 교환수가 

될 수 있다.

MBX 시스템은 15A 220V의 교류를 

동력원으로 하며 교환 전화들과 우체국 

교환선들에 연결되어 있다.

세게테크 54 에어컨디셔닝 유니트 

(Segetech 54 Air Conditioning Unit) 
제작 : Segetech (Pty) Ltd 

디자인 : HLSh니d

I.B.Theron
P. 이 ivier 

FJ.Rabe

세게테크 54 에어컨디셔닝 유니트는 

콘솔형의 캐비넷으로 되어 있는데, 주위에 

안락감을 제공하는 동시에 중앙. 제어식 통합 

시스템의 한 부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다.

이전에는 오직 중앙 에어컨디셔닝 공장에서만 

사용되던 몇 가지의 독특한 요소들이 이 

시스템에 통합되었다• 난방은 열 펌프 

사이클로 행해진다.

경제적 사이클economizer cycle)은 환기를 

위해서 신선한 공기를 100퍼센트까지 사용하며

6 산업디자인 80, 1985/6



유니트의 “현명한(inte山gent)”전자 제어 

모듀울 회로는 전기 소비량을 감소시킴으로써 

상당히 비용을 절감시키도록 해주는 

중앙 마이크로프로세서와 연결되어 있다.

이 시스템은 품질 교체 가능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손쉽게 보수를 할 수 있다. 

커버를 단일 주형으로 하기 위해서 고밀도의 

폴리우레탄을 사용하였다. 커버의 전면에 문이

있어서, 커버 자체를 떼지 않고도 필터를 

제거할 수 있다. 이것은 단지 정규적으로 

필요한 보수이므로, 일단 필터나 커버가 

제거되면 제한 스위치는 전력원을 차단시킨다.

프레미어 사무용 가구(Premiere 
Office Furniture)

제작 : Sankey (Pty) Ltd

디자인 : De Nikoi its Design Team

프레미어 사무용 가구는 조립된 가공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공간에도 잘 맞도록 하기 위해 조립식 

시스템을 채용하여 단단한 재목과 황동제 

연결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 시스템은 소수의 기본적 요소들을 

사용하여 책상, 다리가 한 개인 탁자, 책장, 

찬장, 선반, 커피 탁자, 장식용 화분 그리고 

편지함들을 만들 수 있다. 이 유니트들을 조림 

혹은 분해하기 위해서는 6mm의 열쇠가 

필요하다. 부속품들은 가구를 놓을 공간에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자르고 또 다듬을 수 

있다. 연결 부품들과 경첩들 그리고 잠금쇠들은 

품질이 놓고 확실한 부품들이다.

Codling or heating cycle with 
minimum fresh air

cooling required and TO > tr.)
Ventilation cycle 100 % fresh air 
(Eg. cooling required and TO < tr.)

1984년 일본 굿 디자인상

일본 내에서 판매되는 일반 가정용품 

및 사무용품을 대상으로 1948년 일본 

통산성에서 제정, 일본 산업 디자인

진흥회에 위탁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서 수준 향상을 위해 실시하고 있다

소비자, 생산 유통 관계자의 디자인에 대한

이해 및 관심을 고취시키고 상품 디자인의

최우수상 수상작

컴팩트 카 혼다 시빅 3-도어 해치백251(Honda Civic 3-Door, Hatch Back25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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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Honda Motor Co. Ltd

디자인 : Honda Research & Development

Co., Ltd

“사람은 최대, 기계 장치는 최소”라는 기본 

개념에 따라 크기는 최소화되고 공간은 

극대화 되었다. 지붕 디자인이 고도의 

공기역학적 관점에서 높이 평가되었다.

선정 부문

A. 레저, 취미, 자율 활동 부문

B. 시청각 부문

C. 생활필수품 부문

D. 주방용품 및 가사용품 부문

E. 가구 및 인테리어 부문

F. 주택 장비 및 외부 장식 부문

G. 사무실 및 상점 부문

H. 교육 부문

J. 의료, 건강, 복지 부문

K. 정보 장비 부문

L. 산업 기계 부문

M. 운송 장비 부문

N. 공공 스페이스 부문

선정기준

1. 외양 : 형태, 색, 패턴 등의 모든것이 전체적으로 

결합되어 아름다워야만 하며, 그것은 

독창적이어야 한다.

2. 기능성 : 기능적이고 편리해서 쉽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3. 품질 : 적합한 재료의 사용을 통해 효율성을 

제공해야 하고, 일상 제품으로부터 기대 

되는 품질 수준에 있어 적합한 만족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

4. 안전성 : 제품의 안전성에 가능한 모든 배려가 

주어져야 한다.

5. 기타 : 생산에 있어 적합성, 적정 가격.

레저, 취미, 자율 활동 부문 수상작

키보드 포테이톤 키보디시모(Portatone 
Keyboardissimo) PS-6100
제작 : Nippon Gakki Co., Ltd 

디자인 ： Mano Bellini

창조하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매우 쉽게 

작동될 수 있게 제작되었다. 그것은 하이파이 

원음 충실도에 있어 어떠한 음악적 표현도 

재생할 수 있다. 손쉬운 제작, 소형 디자인 

그리고 아름다운 외형과 함께 뛰어난 기능이 

대단히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8 산업 디 자인 80, 1985 6



컬러 TV수신기 “C-더5"
(Color TV Receiver "C・F15'')
제작 : Sanyo 티ectnc Co., Ltd

디자인 : Gif니 TV Design Div., Industrial 

Design Center

오늘날 일반적 형태의 텔레비젼은 매우 

대중적이며 현재 일본의 거의 모든 가정에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이 TV 수신기는 일본식 

스타일을 부여하기 위해 디자인 되었다. 매우 

단순하고 분명한 개념이 디자인속에 구체화 

되어 이 점이 매우 높게 평가되었다.

접혀지는 안전가위 cX-70(Fold Back 
Scissors Protect CX-70)
제작 : ANN Craft Co.,Ltd 

디자인 : Takaaki Aoki

현재 시장에는 수많은 주머니칼(pocket 

knives)들이 있지만 주머니 가위(pocket 

scissors)는 어디에고 없다. 이 개념은 시장에서 

큰 반응을 얻었는데, 왜냐하면 여행중이거나 

외출중에 때때로 가위가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기능과 안전성이라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되었다.

전기세탁기 “시어스 WX-32c4” 
(Sears WX-32C4)

제작 : Seiyu.Co., Ltd

디자인 ： Merchandise Planning & Development Dept.

산업디자인 80, 19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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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거실 또는 부엌에 설치된 

가정용품의 디자인은 현재 재검토되고 있다. 

즉, 생활 환경의 한 요소로서의 개념이 

강조되고 이런 유형의 것과는 매우 다르다. 

단순한 형태와 색채가 그 실용성과 함께 

평가되었다.

태양열 온수 공급 장치 “US-300 SA” 
제작 : Matsushita Electric Industrial Co. 
디자인 : Matsushita Housing Product Co.

Ltd의 제품 개발 센터

오늘날 거의 모든 사람들은 에너지 절약 

문제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다. 이 온수 

공급 장치의 주요 부분들은 유지상 신경을 쓸 

필요가 없으며, 가스 순환 유니트 (gas 

circulation unit)로부터 밀폐되도록 되어 있다. 

그것은 태양열의 불규칙적인 공급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는 그것이 전적으로 변화하는 

날씨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몸체의 

디자인은 입방체이며 가옥의 외관과 조화된다.

사무실 및 상점 부문 수상작

팩시밀리 “NEFAX-22”
제작 : NEC Co
디자인 : NEC Design Center Ltd• 팩시밀리 

파트

점차 일반의 관심이 커뮤니케이션 장비에 

주목됨에 따라 디자인이 매우 다양해졌다. 

그러나 그러한 디자인이 인간적인 

관점으로부터 무시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팩시밀리는 다양한 기능을.갖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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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일지라도 쉽게 작동시킬 수 있다. 이 디자인은 주로 오피스 걸들을 위해 개발된 것이다

열차단 블라인드 DAN35(Heat 
Insulating Blind DAN35) 
제작나Cajima Co.+Tachikawa Co 

디자인 : Kajima Co•의 건축 디자인 부서와

Tachikawa Co.의 기술 개발 부서의 합작

이 열차단 블라인드는 빛을 차단하여 

그늘을 만드는 단순한 인테리어 장식적 

성격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실내 온도를 

조절하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게 해준다. 

바로 이러한 블라인드의 다기능이 높이 

평가되었다.

의료, 건강, 복지 부문 수상작

단층촬영기(CT Scanner) “TCT-8Q4” 
제작 : To아'iiba Cq.
디자인 : 동사 디자인파트

이것은 사람 몸 전체를 진단하기 위한 

엑스레이 단층 촬영기 (X-ray Scanner)로서, 

작은 규모 또는 보통 규모의 병원에서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작동이 간편하며,디자인과 색 채는 환자의 심 리 

샹태를 신중히 고려해 계획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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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유 부문 수상작

책상 “A3・D3W”
제작 ： Kurogane Kosakusho Ltd.
디자인 : 동사 제품 개발 파트

책상의 높이는 부착된 핸들을 조절함으로써 

사용자의 높이에 맞춰 쉽게 조절될 수 있다. 

대부분 아동을 위한 이런 종류의 책상에는 

많은 부착물이 장치된다. 이런 유형의 책상 

가운데 단순성이 높이 평가되었다.

퍼스널 컴퓨터 “팰콤(Palcom)PX-7“
제작 : Pioneer Electronic Co.
디자인 : 동사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실

이것은 가정에서 오락용으로도 쓸 수 

있도록 옵티컬 비디오 디스크(optical video 

discs)와 연결된 새로이 개발된 가정용 

컴퓨터이다. 컴퓨터와 AV 장치가 연결되었으며, 

키(key)의 색채가 높이 평가된다.

산업 기계 부문 수상작

기체역학적 밸브 “셀렉스 밸브

(Selex Valve)"
제작 ： CKD Co.
디자인 : Design Team,Creative Promotion 

Head Quate「

이 기체 역학적 밸브는 가능한 한 최근의 

전자 장비의 경향에 따라서, 시급한 전기 

소비를 줄이기 위해 형태와 크기를 최소화할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외관과 구조적 

디자인이 높이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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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장비 부문 수상작

자전거 “스팰딩(Spalding) LA 26” 
제작 : Miyata Indurtrial Co., Ltd 

디자인 : International Industrial Design, Inc.

이 자전거는 “당신 스스로

완성시키십시오”라는 모토 하에 제작되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절대 필요한 부분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디자인은 매우 

단순하며 소비자는 조립 부분을 마음대로 

보수하고 선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용자 

자신에 의한 자유로운 선택권은 새로운 

시장을 형성시킬 것이다. 바로 이런 새 

아이디어가 높이 평가되었다.

연결의자 “밍고시리즈(Mingo Series)" 
제작: Aichi Co., Ltd 
디자인 : 동사 제품개발 파트

이 연결의쟈(coupling chair)는 회사의 

방침에 따라 공공 장소에서 돋보이게 할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각기의 분리된 

의자들은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는데, 이 

일군의 의자들이 오픈된 공공 장소를 

점유하게 된다.

외국제품을 위한 굿 디자인상

레저•취미•자율 활동 부문 수상작

운동 기구 “아령 (Heavyhands) 866 ”
제작 : AMF Tyrolia-Freizeitgerate.

mb H&Co./오스트리아

디자인 : AMF Amercan Athletic의 장비파트

이 아령은 색상과 형태를 바꿈으로써, 

이러한 종류의 운동 용구의 경직성을 

제거하는 데 성공하였다. 디자인이 매우 

뛰어나서 여성들에게 조차 환영을 받을 

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이것을 사용해 보고 

싶도록 자극할 것이다. 무게의 균형은 일반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쉽게 조절될 수 있으며 

특히 손잡이 부분이 잘 디자인되어 있다. 이 

디자인은 매우 기능적이며 다양한 사용자의 욕구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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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용품 부문 수상작 ■

여행용 가방 “TGV28-765” 
제작 : Superior SA/프랑스 

디자인:동사의 디자인 파트

이 여행용 가방은 대량 생산과 경량을 

목적으로 새로이 개발된 것이다. 부식과 녹을 

방지하기 위해 이 제품에서 금속 부착물은 

어느 곳에도 사용되지 않았다. 손잡이의 

디자인은 가방 몸체와 좋은 조화를 이룬다. 

전체적인 색깔과 디자인이 세련되고 독특한 

것이어서 높이 평가되었다.

주방 및 가사용품 부문 수상작 ■

저울 “Syro LE-50, 100, 250, 
PA-500”
제작 : Syro AG/스위스 

디자인 ： Rudolf Laber

단순하고 둥그스름한 전체 윤곽은 실내 

장식의 현대적 경향과 아주 잘 조화를 이룬다. 

알루미늄몸체는 경량이며 강하고,눈금은 

쉽게 읽을 수 있다. 독특한 디자인이 높이 

평가되었다.

14 산업디자인 80, 1985/6



주택 장비 및 외부 장식 부문 수상작

냉온수 혼합 조절 장치 “B0rmix 
Kitchen 80”
제작 : CN B知ma Armatur A/S/덴마크 

디자인 ： Bo Anderson

냉온수를 혼합하는 수도 꼭지에는 많은 

종류들이 있으나, 이 혼합 장치는 찬 물과 

더운 물을 혼합하기 위해 밸브를 여닫을 때 

한 손으로 매우 용이하게 조절될 수 있다. 

냉온수의 혼합 비율은 쉽게 조절되며 소음 

조절 장치가 매우 잘 처리되어 있다.

승용차 “Citroen BX16 TRS 
EXBB2”
제작 : Automobiles Citroen/프랑스 

디자인 : 동사 스타일링 센터

전통적으로 독창적이며 예술적인 

시트로엥의 공기역학적 윤곽선이 이 자동차의 

몸체에 잘 처리되어져 있다. 계기판의 

디자인은 매우 세련된 것으로 내부 실내 

장치도 역시 독특하다. 이것에는 

시트로엥사에 의해 개발되는 전통 유럽식

패턴의 디자인이 돋보인다.

CRT디스플레이 터미널 “VT240" 
제작 ： Dgital Equipment Co./미국 

디자인 : DEC으| VT시리즈 디자인팀

이는 매우 유용한 터미널로서 터미널과 

그래픽 기능을 모두 갖고 있다. 그 몸체와 

CRT는 특히 측면 각도가 변화하는 매우 

독특한 방법으로 통합되어져 있다. 작동자는 

단순성과 간단한 디자인으로 인해 CRT를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 이러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산업디자인 80, 1985/6 15



교육 부문 수상작

콤파스 "Lotter 652”
제작 : Johann Chr. Lotter/F.R.G. 

디자인 ： Johann Christian Lotter

이 콤파스는 전문 직업인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다리의 실제 사용에 있어서 

舌파스가 고도의 정확성을 가지기 위해 

추직으로 설 수 있게 고안되었다. 중앙 

부위에서 다리는 개폐를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돌출 부위를 갖고 있다. 디자인의 

독창성, 정확성 그리고 도구로서의 기능이 

높이 평가되었다.

전자식저울 “Sartorius 1 702 MP8”
제작 ： Sartorius GmbH/F.R.G.

디자인 : Erich Knothe

이것은 전자식 저울로서 고도의 정확성을 

갖고 매우 작은 양의 무게도 달 수 있다. 

모든 버튼들은 작동에 용이하도록 앞쪽에 

집중되어 있다노란색이 기본색이며 기계적 

정확성이 디자인 내에 잘 처리돠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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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및 인테리어 부문 수상작

석탄난로 “Mors。3227”
제작 : NAChhstensen & Co/덴마크 

디자인 ： Design Section N.A. Christensen

& Co. +Satoshi Kuratomi, Finland

Japan Design House Corp.

소형임에도 불구하고 이 난로는 충분한 

공간의 연소실을 갖고 있다. 형태는 대단히 

단순하며 세련된 것이다. 모든 부분이 잘 

마무리되어 있으며, 재질은 효과적으로 가공 

처리되어 있다. 이 디자인은 실내의 인테리어 

효과에 잘 조화된다.

사무실 및 상점 부문 수상작

전화기 “ETA 8234 Ko23" 
제작 : Iskra Commerce/'유고슬라비아 

디자인 : Davom Savnik

이 전화기는 전통적인 다이얼식의 

제품으로서, 형태가 납작하여 안정감을 준다. 

전화기는 오늘날 통신 수단인 동시에 실내 

장식물로서의 역할도 해낼 수 있어야만 

하는데, 이러한 두 요소가 본 디자인 속에 잘 

조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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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자유중국 수출 상품 우량 설계 선발전

자유중국산 제품 중 대량 생산되는 있는 우량설계전（우수 디자인전）은 수출 시장에서의 이미지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수출 상품을 대상으로 1981년부터 상품의 디자인 및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중화민국 대외무역 발전협회에서 실시하고 격려하여, 자유중국산 제품의 국제

1984년도「수출 상품 우량 설계 선발전에 

출품된 가구 및 가정용품류에서 10건의 우수 

디자인 작품이 선정되었는데, 그 중 최우수 

디자인상을 획득한 작품과 우수 디자인상으로 

선정된 2점에 대한 특징, 사용 방법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와 아울러 새로운 

디자인의 운동화와 스쿠터 등의 개발 실례를 

함께 소개한다.

최우수 디자인상 수상작

자동으로 펴고 접는 우산

1•사용방법 （그림2）

①우산을 펼 때 : 우산을 지면을 향하게 

하고 아래 쪽으로 4g의 압력을 가하면,우산이 

즉시 자동으로 펴진다.

②우산을 접을 때 : 우산 손잡이 윗 부분의 

단추를 누르면, 우산이 즉시 자동으로 원래 

상태로 접힌다.

2. 설계의 특징

이 우산은 일반적인 우산의 펴고 접는 구조 

장치를 개선하여, 전자동으로 펴고 접을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고, 자유중국에서 

10년간 독점 권리를 얻었다. 조작이 간편하기 

때문에 한 손만으로도 우산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 외국 소비자들의 사랑을•받았다.

그러나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이 우산이 

현재 외국에 수출하려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이 이 새로운 성능의 전자동 

우산을 써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3• 개선을 위한 건의 （개선점）

현재 상품의 성능이나 구조에 대한 

국내외의 개발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으나 공업 제품의 디자인 역량은 완벽하게 

운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것 때문에 

두 배의 일을 하고도 그 효과는 반감되어 ' 

고도의 상품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이 우산에 조형, 색채, 제조 기술, 

인체 공학상의 연구 개선이 첨가된다면, 

제품의 수명을 연장하여 상품의 부가 가치를 

증가시키고 보다 높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우수 디자인상 수상작

반으로 접는 안전 자동 우산

1•설계의 특징

①끝부분을 축소시켜 자동으로 반으로 

접히는 방식을 채택하여 휴대와 사용이 

편리하다.

②비를 막아주는 면적이 크며, 남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③우산 손잡이의 추진식을 채용하였고 

쉽게 떨어지지 않으며, 생산 원가가 절약된다. 

이 장치는 이미 국내에서 신제품 독점권을 

획득했고, 일본♦미국•프랑스에도 독점권을 

신청 중이다.

④자동으로 우산을 필 때의 안전 장치 

설계는 단추를 눌러 우산이 펴졌을 때 폐쇄 

상태를 유지시켜 사용자가 의외의 상처를 

입는 것을 막아준다. 이 설계도 역시 이미 

국내에서 독점권을 획득했고 일본•영국・ 

프랑스에도 독점권을 신청중이다.

⑤방풍식 우산살（傘骨）과 탄력있는 설계를 

채용하여 풍속 40km 이하에서는 우산면이 

뒤집혀 살이 꺾이지 않고（보통 우산은 순간 

풍속 20km에서 뒤집히고 꺾어진다）, 풍속이 

이 한계를 초과하더라도 우산살이 꺾이면 

원상 회복이 쉽고 우산살은 손상을 입지 

않는다. 이러한 설계 또한 국내에서 독점권을 

획득했고 나아가 독일•미국•프랑스에 

독점권을 신청하고 있는 중이다.

⑥우산 주위에 반사광대를 설치하여 

밤이나 안개 속에서 사용해도 반사광은 경보 

작용을 하여 차량 행렬에서 보호함과 동시에 

우산을 가진 사람을 안전하게 한다.

2. 개선점

이 우산은 각 특징을 결합하면 항상 수출을 

확대시킬 수 있는 가치가 있다. 그러나 만약 

자동으로 우산을 펼치는 단추 장치를 

개선하고 사용하는 사람의 인체 공학적

고려를 더할 수 있다면 능히 소福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공간용 간막이

1• 사용 방법

두 조각의 대응되는 간막이를 기둥에 

해당하는 부분품에 서로 긴밀히 의지시켜 

접합하면 두 조각의 간막이는 서로 연결되게 

된다.

2. 설계의 특징

①간막이 설치는 자모를 연결 접합시키는 

방식을 채용하여 다른 공구가 필요 없고 어떤 

사람도 혼자 설치할 수 있어 전통적인 연결 

방법과 금속기둥의 결합 방식을 개선하였다.

②간막이의 속부분은 고밀도의 유리섬유를 

사용하여 80%의 소음 흡수 효과를 낸다.

③날카로운 모서리가 없고 외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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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갈하고 아름다우며 전체가 면포로 싸여 

있어 가장 자리에 금속 재료의 틀모양이 

나타나지 않는다.

④제조가 간편하고 생산 원가가 절약된다.

⑤구조가 견고하고 물에 강하다.

⑥전선이나 코드선이 통과할 수 있는 관이 

설치되어 있어 사무실의 정갈한 모습을 

유지시켜 준다.

⑦다리 부분이 신축성 있고, 모퉁이가 

매끄러워 고르지 못한 지면에서도 조정이 

가능하다.

⑧투명 간막이와 굴곡이 있는 부분의 

간막이로도 만들 수 있다.

디자인 개발 실례

어떤 운동장에서도 신을 수 있는 

운동화의 개발 실례

1984년도 수출 상품과 포장 우량 설계 

선발전에서 신발류 최우수 상품 디자인상을 

수상한 광남기업(주)의 '어떤 운동장에서도 

신을 수 있는 운동화'는 다음과 같은 6개항의 

특징을 갖추고 있다.

①다리 부분이 운동시 상처를 받는 것을 

방지하도록 설계에 고려하였다.

②각종 운동장에서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에 적합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③유연하고 편하며, 통풍이 좋다.

④배색과 조형이 아름답다.

⑤조직 구조가 쉽게 변형 마모되지 않는다.

⑥설계시 재료 원가의 생산 효율의 증대를 

고려하였다.

그 설계 과정과 특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1• 설계 과정

우측도표 참조.

2. 상표를 응용한 신발 측면부의 설계 

상표로서 신발 측면부를 장식하여, 

소비자에게 상품 심볼 마크에 대한 인상을 

강하게 심어 주었다. 또 신발 전체의 색채 

배합의 계획을 통해 신발 측면부의 색 를 

다시금 변화시킬 수 있게 하여 소비자의 

선택성을 증가시켰다. 동시에 측면 장식 

재료의 강도에 의해 간접적으로 뒤쪽 

신발면의 통풍 구멍을 보강시킬 수 있게 

하였다.

丄
 

제

조

 
효

율

 
연

구

설계가정

1.뒷부분 디자인

2.통풍성

3. 윗부분 디자인

4.기 타

二匚

| 시작會제작

| 착 용시 험

완 제 품

정

王

「
I 상

 
표
 
응
 
용
 

I，

신
발
재
료
구
상

」
」

생
 산
 효
 율
 분
 석

丄 

재

료

성

분

분

석

 

II

신

발

면

 디

자

인

악
락
성
과
 
토
유B
연

一

丄 

바
닥
부
분
디
자
인

시장수요조사

3. 상품의 해부도와 각종 재질의 응용

3m/m 통풍구멍 

l.Om/m PVC ]
1.6m/m

순면 신발끈 

반가죽 망사포 [

나일론선

戸 EVA

경질 EVA 2.5m/m 고밀도 

PU 발포

15m/m 발포섬유

2m/m 고밀도 PU 발포
1고탄성발포 

섬유

4. 재질의 응용 설계

(l)VISA 망사포 : 신발의 앞부분과 신발 안 

덮개에 사용

신발 앞부분의 재질 설계의 중요점은 

마모에 강하고, 물의 방수에도 강력하고 

변형이 되지 않으며 통풍이 좋아야 하는 

것이다.

VISA는 일종의 화학 처리를 거친 

PE섬유로 이루어진 망사포이다.VISA는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①청결한 광택이 영구히 보존된다.

②재질이 강인하여 오래 신을 수 있고 

변형되지 않는다.

③통풍이 잘 되며, 착용감이 편하다.

④손으로 째거나, 파손되거나 잡아 당겼을 

때의 성능이 일반적인 망사포보다 비교적 

우수하다.

(2)고밀도 PU 발포재 : 활동적인 신발깔판가 

뒤축 안 쪽에 사용

그 조직은 통풍과 탄력성이 좋고 땀을 잘 

흡수하며, 쉽게 노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변형되지 않는 특징을 갖추고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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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측면 및 그 상세도운동중 발 뒤꿈치에 대한 유연성이 적합하여 

진동의 흡수와 고정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 

서로 상통하고 있는 무수히 많은 작은 

구멍들은 운동시 발생하는 발의 습기와 

열기의 분산시킬 수 있고, 발의 건조함을 

유지시켜 준다.

5•통풍 구멍의 설계 : 전체적으로 고려

VISA 망사포를 신발 앞부분과 신발 안 

덮개에 응용하여 통풍성이 더욱 우수하다. 

신발 양쪽 측면의 직 경 3mm의 통풍 구멍과 

여러 개의 PU 발포재 구멍은 활동적인 밑 

깔개와 뒤축 안 부분의 재료로 사용되어, 

전체성을 고려한 통풍 구멍 설계를 하였다.

EVA는 는 운동시 진동을 흡수하고 고밀도

측면도 및 상세도

지면과 직접 마찰되는 것을 피해주며 

신발면을 고정시키고 변형을 방지했다.
강력한 신발 뒷부분은 다리와 뒷꿈치의 

고정을 보강시켜 주고 운동시 상해를

줄일 수 있도록 되었다.

바닥 설계도

6. 신발 앞 부분의 불변형 설계

신발 앞 부분은 반모피와 VISA 망사포를 

사용하여, 앞 부분을 감싸고 있는 넓은 

바닥을 강하게 고정시켰고 장시간에 걸친 

굴절 운동을 해도 표면이 변형 되지 않고 

주름이 생기지 않는다 동시에 VISA 망사포의 

특징은 신발 앞 부분이 새 것 같은 광택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신발의 앞 부분은 천연 가죽을 

사용하여 몇 차례 발의 굴절 운동으로 쉽게 

가죽에 주름이 생기고, 신발 바닥을 끌어 

당기기 때문에 신발의 앞 부분이 변형되어 

아름다움을 실추시킨다.

7. 재료 원가 및 제조 효율

©STROBBEL 加州식의 구조를 응용하여, 

신발면에 전혀 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신발면 사용료의 15% 전후를 감소시킬 수 

있다.

②양쪽 마디의 끝부분의 모양은 접어서 

합치는 방식을 응용하여 생산 효율이 칼로 

잡아당기는 방법에 비해 높고 많이 생산할 

수 있다.

넓은 바닥이 쉽게 접히고 전후좌우 

정지효과가 좋다.

회전운동의 축심

서구풍을 융합한 스쿠터 개발 실례

스쿠터는 가볍고 편리하고 연료를 절약할 

수 있어 사회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근래에 와서 스쿠터 업계가 우후죽순 

격으로 많아져서, 각자 독특한 디자인 특징을 

가지고 치열한 시장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번 전국 우수 디자인 선발전에서 최우수 

상품으로 선발된 작품 중의 하나인

「Victor 스쿠터」는 자유중국의

태양기계공업회사에서 출품한 것이다. 이 회사 

자체에서 차형을 설계 개발한 것 외에엔진 

설계를 위해 일본 기술자를 초빙 고용했고 

또한 도입된 부분은 가장 최근에 외국에서 

개발된 기술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현재 

자체 생산력은 95% 이상이며, 상품 디자인의 

독특한 면모가 높이 평가되어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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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 개발 과정

「Victor lOOcc 스쿠터」는 시장 조사를 

하고 시장에 제품을 출고할 때까지 모두 2년 

6개월의 시간이 소비되었고,40명의 설계사가 

동원되었다. 그 구성원은 공업 설계 9명, 차체 

설계 3명, 동력 전달 계통 2명, 엔진 계통 

설계 2명, 계기판 공정 설계 1명, 모형 설계 

6명, 도구 모형 설계 3명, 제도사 12명, 시험사 

2명으로 되어 있다. 개발 비용은 자유중국 

화폐로 650만원에 달했고, 그 중 공업 설계 

부분은 160만원이었다.

2. 인체 공학적 요소

한 기계의 계통 중에서 조작 순서와 기계 

부분품의 조작은 사람에 근거해야 하고, 그 

연구는 정확한 조작 방법을 나타내도록 해야 

한다.

(1)인체와 기계의 관계

1•시동 스위치의 위치는 마땅히 시야 범위 

속에 있어야 한다.

2•시동을 걸 때의 최초 끄는 힘과 밀치는 

힘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다. 앞 손과 뒷 

손에 미치는 합성된 힘(팔에서 나누어지는 

수직력)이 반드시 지탱하는 반발력보다 커야 

차체가 움직일 수 있다.

3• 섰을 때, 다리에 발생하는 힘의 지속력은 

약해진다. 충격력은 평균 4670N이다.

4.연료 절약 밸브의 회전 상한선은 손목이 

위로 향해 활동할 수 있는 극한선을 초과하지 

못한다.

5・(1)가장 좋은 시각 범위(내려다 볼 때 

30°)는 머리를 아래 쪽으로 내리기 쉬운 

각도(30° 이하)로 하고 계기판의 가장 좋은 

배치 각도는 수평면에서 사방 

30°이다. (계기판과 시선이 수직으로 만날 때, 

오차를 면할 수 있다.)

(2)좌석의 폭은 반드시 좌골의 폭보다 커야 

한다.

(3)발 받침판의 폭과 양 무릎의 최소 활동 

공간을 배합해야 한다.

6 엄지 손가락의 반동력 : 남 142N 

여 71N 

손바닥의 쥐는 힘 : 남 422N

여 211N

7•.양 손으로 계속해서 쥐는 힘 : 평균 470N, 

MAX 627N, MIN 382N

끄는 힘의 높이 : 약 800mm

[지장 반응분섹

I---------1---------ir [ । 7 1| 경쟁기업조사| |사용환경조사| 卜卜욛자조새 |소비성 조새

|为 료 분 섹

|설계문*I의 범웨

[설 계 규 범 책 젱

------- 匚—— ] >1 I 1 I 二] ] 

동력전달설계 계기판설계 엔진설계 차체설계 공업설계

।------L----- ] ] [ [ — 1 , , ------ 1
| 법可분석 | 환경분丁 | |표시분세 |제조분闻 [가亨분셰 [재료분셰 叵性학분석 |

. 계 |

「목《제작 |

| 모형:제작 | 

작♦제지 

: I :
시 험 I

: I :
시장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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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쿠터 조직 과정

스위치 on

시 동

점화가동

예 열

정 지

시동스위치의 

개 폐

치

口 이
침받

 

받
 잡

리
 

뒷
손
 다

단추를누름 

발판 막대

연료절약밸브

이
 브
 석
판

밸

잡
 
書

손
 연
좌
 발

단추를누름 

시 동

정지브레이크

키 작동

뒷받침대와 손잡이 추진

손으로 변속과 단추조정 

발판막대를 밟음

손바닥으로 연료밸브조정］

손으로 연료밸브와 

손잡이 조정

손가락으로 조작

손가락으로 죔

스위치 off —— 시 동스위 치 一 열쇠를 잠근다

3• 상품 특색

(1)외관 조형과 색채(그림1)

간결한 조형은 귀빈들이 타는 오픈 카와 

같은 특징을 융합하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스쿠터를 개선하였고, 아름답고 중후함을 

나타내어 오래 보아도 신선한 외형을 지니고 

있다.

(2)새롭고 우수한 독점 설계

차의 냉각을 촉진시키는 장치로 자연적인 

바람을 이용하였고 소형의 강력 제동 공냉 

장치를 사용하였지만 오히려 엔진 회전과 

서로 알맞는 냉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림 2)

(3) 특징

그림3 : 일반 도로에서 진동을 줄여 주는 

장치는 항상 평온함을 유지시킨다.

그림4 : 오픈 카 형식의 계기판은 

일목요연하다.

그림5,6 ： 독특한 좌석및 차량 후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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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컴퓨터 응용 디자인 (CAD)에 의한 

조형 표현

1.CAD에 의한 조형 표현의 범위

디자이너는 디자인 워크의 실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나 지금이나 도면을 그리고 

스케치나 투시도를 그리며, 계산을 하고 모델을 

만들어 오고 있다. 그円고 이것들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달되는 정보 자료로 취급되어 왔다. 

이러한 정보 자료란 대개 제도(製図)에 의해 

만들어지고 도형이 정보전달의 매개체로 주로 

이용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인간과 컴퓨터 

사이에서도 프로젝트의 형상에 관한 정보를 

전달할 때에는 도형을 매개물로 삼고 행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형상으로 되어 있다.

(그림 4참조)

컴퓨터는 그 내부에서 모든 정보를 수치 

표현으로 축적 처리하게 되므로, 선분의 

연결로서 그려지는 도형은 간단하게 수치 

표현으로 교환될 수가 있다.

CAD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조형적 표현 

방법은 인가과 컴퓨터가 대화적으로 정보 

처리를 하는 것이 기본이 되고 있으며, CAD 

시스템에 의해 표현될 수 있는 조형 표현의 

범위를 디자인 요소별 분류에 따라 연결하면 

다음과 같다.

① 개념 요소로서의、점, 선, 면, 양.

②시각 요소로서의 형태, 크기, 색채,질감.

③상관 요소로서의 방향, 위치,공간.

이러한 개개의 요소들은 디자이너의 디자인 

워크의 실행 내용에 따라,투시도,3면도, 

입체 모델의 표현,렌더링 등의 그림이나 

도형에 결부되어 표현된다.CAD에 있어서 

조형 표현의 기본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직선, 

원호 원추곡선, 곡면, 평면 등의 정의는, 

직각 삼각자나 컴퍼스, 분도기 등 소위 제도 

용구로서 이뤄지는 각도를 위해 준비된 

서브루틴 프로그램 (Subroutine Program)이라는 

것에 의해 필요에 따라 위치, 길이,크기 등을 

지정함으로써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㉗

CAD에 의한 조형 표현의 범위를 다시 

3차원 물체의 표현 방법에 기준하여 분류하면, 

그것은①선 표현,②면 표현, ③농담(濃淡) 

표현,④질감과 색채 표현의 4가지 범위로 

대별할 수가 있으며，그 각각의 구체적 표현 

범위는 다음 항(2)에서 기술할 조형 표현의 

방식속에서 함께 기술 되도록 한다.

2. CAD에 의한 조형 표현의 방식

컴퓨터 그래픽스에 의해 3차원 물체를 

표현하는 방식은 그 흐름이 최초의 선(線) 

표현에서 면(面) 표현으로, 그리고 그 면에 

부드러운 그늘을 붙인 농담 표현으로, 다시 

질감을 가지게 하거나 색상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产 컴퓨터가 

그리는 컬러 렌더링은 최종 단계의 것이라 생각 

된다 CAD에 의한 조형 표현의 방식을 앞의 

4가지를 기본으로 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⑴선 표현(Wire Frame)

이것은 선묘형의 하드웨어를 사용하여 

평면상에 두 점의 위치를 결정하고 그 사이를 

직선으로 연결하는 방법에 의해 그려진다. 

따라서 3차원 물체를 표현하려 할 때는 색상을 

칠한 면이 표현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물체의 

표현을 작은 평면으로 분할하고 그 평면의 

능선으로 표현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때문에 

면에 숨겨져 있어 사실상은 보이지 않을 

능선이 보이게 됨으로써 그림으로서는 결점이 

있는 셈이다.

이 보여져서는 안될 선분의 제거는 

ttHidden Line Removaf 즉 은선 제거의 

문제로 불리워지는데, 이것은 알고리즘 

(Algorithm)® 으로 해결되고 있다. 그러나 이 

처리를 실시했다 하더라도 복잡한 입체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이해가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인상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특히 곡면(曲面)을 포함한 입체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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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CAD에 있어서 인긴一컴퓨터의 인터페이스 (Interface) 개념도

＜사진14〉3차원 물체의 회전가 응용(VMre FrameOil 의한 표현의 예) ＜사진15〉회전하는 다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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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6〉선 표현(Wire Frame)에 의한 구

〈사진17〉스페이스 셔틀의 모델도

〈사진 18〉

〈사진19〉삼면도로 二려진 입체 도형

< 사진 20〉

<사진21〉VWe Frame에 의한 스케치

더욱 그러하다. 이에 따라 선 표현의 

그림에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익숙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⑵면 표현

선 표현 방식의 능선 표시에 대하여, 

능선으로 둘러싼 면을 하나의 농담(濃淡) 

레벨 또는 색상으로 칠하여 표현하는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완성된 그림은 “칠한 모양의 

그림”과 같다• 그러나 이것은 얼핏 보기에는 

단순한 그림으로 보일지라도 “Hidden Line”의 

제거와 같은 “Hidden Surface"의 제거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 면 표현 방식은 선 표현에 비교하면 

표현된 형상을 이해하기 쉬운 면에서는 훨씬 

우수하지만,묘화에 시간이 걸리고 

리얼리티에도 결함이 있어 컴퓨터의 기억 용량, 

계산 시간과 겹쳐지는 문제로 물체 표면은 

보통 평면만으로 표현되는 데 이용되고 있다. 

〈사진 21〉은 와이어 프래임 모델 (wire frame 

model)로서 그린 스케치이며,〈사진 22〉는 

〈사진 21〉에서 Hidden Suface를 제거한 후에 

완성된(채색에 의해) 면 표현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사진",22, 23)

(3)농담표현(Smooth Shaded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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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스터(raster)型의 디스플레이 화면은 

바둑판 눈모양으로 배열된 미소면으로 

성립되어 있는데, 이 미소면 한 개를 화소 

(pixel; 畫素)라고 한다 면 표현의 경우는 

화소가 모두 같은 농담 레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곡면을 표현하려고 하면 

〈사진24〉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이것에 

대하여 이 농담 레벨에 의한 표현 방식을 

이용하면 화소의 농담 레벨을 바꾸어 옆의 

면과 부드럽게 연결되도록 나타낸다• 따라서 면 

표현 방식의 경우보다도 많은 농담 레벨을 

표시할 수 있는 고가(高価의 디스플레이 

장치가 필요하며,또한 계산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그림을 매개체로 하여 컴퓨터와 

'대화'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다.그러나 

곡면을 곡면답게 표현하려면 이 방법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

(4)질감가 색상 표현(Texture & Cotor)

동일 형의 문체라도 재질과 표현 완성 

상태가 다르게 되면 서로 다르게 보인다.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이 이와 같은 구별이 

이루어질 정도의 표현 능력을 갖추었다면 

디자이너는 그야말로 그림그릴 일이 없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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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7-1,2〉입체물의 그림자 처리의 예

싸진 30〉

〈사진29〉재질감가 음영의 관계

＜사진31〉

것이다.

⑶의 표현 방식에 의하면 어떤 것을 

표현해도 모두 같은 재질로 보이게 된다. 

색상의 차이가 없다면 더욱 구별은 어렵게 

된다・ (3)의 표현 방식에 질감을 가미하여 

보다 리얼한 컴퓨터 그래픽을 만드는 문제는 

현재 직면해 있는 과제이나, 컬러 그래픽 

디스플레이를 동등한 표현 능력을 가진 

가정용 TV 화면에서 그만큼 표현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머지 않아 해결되리라 본다.

불투명한 도장 표면, 금속면, 유리 등의

투명체, 천과 같은 부드러운 재질 그리고 

목재와 같이 무늬가 있는 것 등 디자인에 

있어서는 참으로 여러 가지의 재질물을 

취급하고 있지만, 컴퓨터 기술로 현재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일부분뿐이다.

IV ・ 디자인 워크의 메커 니즘"분석과 컴퓨터화

지금까지 기술한 내용은 디자인 프로세스상에 

CAD라는 기계적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디자인 

워크를 자동화하고자 할 때, 즉 “디자인 워크의 

컴퓨터화”을 꾀하고자 할 때, 자동화의 필수적 

도구인 컴퓨터에 관해 디자이너가 먼저 어떤 

사항을 파악하고 이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기술하는 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실제로 어떤 측면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프로우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본 장에서는 이에 관한 문제에

어프로우치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삼았으며, 

그 방법으로서는 디자인 워크 그 자체를 

분석하는 일이 실제로 컴퓨터화하는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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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디자인 워크의 제요소의 추출

I

in

a • 무엇을（작업명） 

b・ 어떤 순서로 

c •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d•언제까지

e • 어느 정도의 공수로서 

f • 어느 정도의 설비로

g •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작업하며

i • 무엇을 평가하고 

i • 무엇을 결정하는가

k・ 누가, 누구에게（책임자）

1 • 무엇을 위해서（기능） 

m・ 무엇을 목표로 하여 

n • 어떻게 생각하여（의미）

〈그림 5〉사물의 제가치에 대응하는 3가지 측면의 요건

대한 어프로우치가 된다는 전제하에서, 디자인 

워크의 메커니즘을 디자인 프로세스 중의 

기술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했다. 

분석된 내용들을 기호화와 도형화로써 다시 

구성하고 그것들을 각 부문으로 표준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디자인 프로세스에 숨어 

있는 원리가 컴퓨터 활용에 적합한 객관화된 

양식으로서의 정식화가 이루어지도록 

어 프로우치하였다.

1•분석을 위한 어프로우치 방법

디자인 워크의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시간적（디자인 프로세스로서）,공간적 

（한 제품에서 계열 전체의 제품으로서）으로 

분석하고,그 결과에 의해 다시 구성하며,또 

그것들을 각 부문으로서 표준화해 두지 

않으면 안된다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 대상으로서의 프로젝트에 관련한 모든 

실적으로부터 디자인 워크의 제요소를 추출해 

낸 다음, 그것들을 반대로 하나의

실적에 의해서 정량적으로 분석

■ SOFT 요건

〔제가치를 보다 낫게 통합하는 아이디어로서一〕

•본다 •소유한다

•느낀다 •손질한다

•만진다 •사용한다

•구매한다 •그것의 매력

■ HARD 요건

〔설계적 뒷받침에 의해서〕

• 만들기 쉽다 •견고하다 •콤팩트하다

• 사용하기 쉽다 •안전하다 •값이싸다

•쓸모가 있다 •가볍다

■ HARD-SOFT 요건

〔입체로서의 표현에 의해서〕

• 아름답다 •적당한 크기

•좋은 밸런스다 •색•택스츄어가 좋다

•무리•낭비가 없다…

시스템으로서 다시 구성한다는 방식을 

취하였다.

구체적으로는,먼저 디자인 워크의 제요소를 

〈표2〉에 나타낸 바와 같이「프로젝트의 

실적에 의해 정량적（定量的）으로 분석할 수 

있는 요소（ I ）」,「프로젝트의 실적에 의해 

정성적（定性的）으로 분석할 수 있는 

요소（II）」,그리고「시스템을 성립시키는 

의미 기능 목표라는 요소（III）」의 3가지로 

분류한다 그 다음「요소（I ）」에 대해서는 수 

년간에 걸친 프로젝트의 실적 데이터들의 

많은 예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즉 유사한 디자인 작업의 그루핑（grouping）이라 

이름짓고 그것들을 기호화하여 기호에 의해 

표시된,프로젝트의 실적 다수예（多数例）를 

겹쳐 모아서 해석-프로세스 기준을 빼내고, 

설정-기준의 새로운 프로젝트에의 적용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을 

반복한다는 방법으로 기준화하여 추출한다. 

「요소（II）」에 대해서는 앞의 프로젝트 실적의 

기호 표시를 토대로 하여 프로젝트 각각의 

내용을 디자이너에게 시행,교정토록 함으로써 

분석.추출한 결과로 기준화 한다.「요소（出）」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디자이너의 경험적 법칙에 

상기 기준류를 첨가시킨 것으로서 가설을 

설정하고? 그것을 반대로 현실의 모든 

상（相）에 비추면서 확인하고,필요한 경우에는 

수정하는 것을 반복하여 기준화 한다는 

방법으로 어 프로우치하였다.

2• 디자인 워크의 메커니즘 분석

（1）디자인 워크의 3가지 요건 

일반적으로, 디자인 워크란 시간적, 

공간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디자인 대상이 

지녀야 할 모든 가치에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서,그것들의 대응이 디자인 프로세스 

단계별 목표®에 대하여 가장 플러스적으로 

서로 작용할 수 있는 상호 관계（통합성）를 

창출해 내는 일이라고 정의된다户 이 때 

디자인 대상에는〈그림 »에 나타낸 바와 같이 

3가지 측면에서 대응해야 할 요건이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①디자인 대상물의 제가치를 통합하는 

아이디어 요건 : 이것은 제품（제품 시스템을 

포함한 디자인 대상）을 “사용하고 

소유한다”라고 할 때 모든 가치나 매력을 

어떻게 분배하고 통합하는가의 목표를 

떠받치는 요건으로서, 그 내용은 개발의 

진전과 더불어 목표에 대하여 보다 좋은 

통합을 지향함으로써 변화할 수도 있는 

소프트（soft）요건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아이디어가 좋다”, 또는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설계적 뒷받침의 요건 : 이것은 제품에 

대해 “만들기 쉽다”, “사용하기 쉽다”등으로 

말하는 물리적 성질에 의해 유지되는 모든 

가치이며, 설계에 의하여 아이디어 요건을 

뒷받침하는 하드（hard）요건으로서, 일반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다”, “잘 되었다” 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 입체로서의 표현 요건 : 이것은 제품이 

“아름답다”, “좋은 밸런스를 지니고 

있다” 등으로말하는 조형적 성질에 의해 

유지되는 모든 가치를 의미한다. 또한 

실체로서의 입체 그 자체와 감촉 등의 

촉각적인 면도 포함시킨 표현에 관계되는 

모든 가치이며,소프트와 하드의 양면을 가진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외관•형태가 

좋다” 또는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2）디자인 워크 기능의 이면성

디자인 워크의 기능이란, 디자인 프로젝트를 

프로세스에 따라 구체화해 가는 가운데 

전기한 3가지 요건을 눈에 보이는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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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디자인 워크의 3가지 요건
구체적인 것으로 '명확화숭］■고, 요건 상호간의 

'관계조정'을 하여 목표에 합치되는 통합성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두가지 

기능은 일반적으로 동시에 성립되기 어려운 

모순성 즉 모순의 이면성（二面性）을 가진 

관계에 있다고 생각된다. （그림 7참조）

⑶요건 상호의 관계와 대응 순서

디자인 워크의 기능을 일종의 연산（operation） 

이라고 본다면,그것은 수치 데이터를 

명확화하는 것과 관계 조정을 위한 관계식을 

찾는 것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다 

⑴항에서 설명한 각 요건의 특성을 

적용시키면, 다음과 같은 요건 상호의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 즉, 디자인 워크의 전반부는 

목표하는 바의 수치 데이터（설계•입체•요건）를 

동시에 성립시키는 것과 같은 관계식（아이디어 

요건）을 찾는 것이 되고, 디자인 워크의 

후반부에서는 전반부에서 얻어낸 관계식에 

별도의 수정을 수차 행한 수식 데이터（설계♦ 

요건）를 적용시키고, 보다 목표에 가까운 해답 

（입체 요건）을 유도（具現化）해 내는 것이 

된다. 각 요건으로의 대응 순서와 순서에 따른 

의미를 도식화하면〈그림8〉과 같이 된다.

⑷디자인 워크의 구성

⑵항에서 설명한, '명확화' 와 '관계 조정' 

이란 이면성을 가진 기능을 함께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국면•위상（phase）에 범위를 

한정하고, 그것들의 대응이 동시적으로 상호 

교대로 행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디자인 워크의 국면•위상의 작은 

단위나 큰 단위에 있어서도 대응이 동시적으로 

교대로 행해지는 것과, 결과로서 단계적으로 

행해져야 할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경우에 

작은 단위를 개개의 디자인 작업으로서, 큰 

단위는 디자인 작업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가는 디자인 프로세스（또는 디자인 프로세스의 

단계）로서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디자인 

워크를 하나의 '문장' 이라고 생각한다면, 

디자인 작업은 개개의 ' 언어 •낱말 이 되卫 

그 경우의 프로세스는 '문법 '이 될 수 있는 

관계가 성립된다. 디자인 워크는 바로 이와 

같은 관계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5）디자인 작업의 기법

디자인 워크의 가장 작은 단위라 할 수 

있는 디자인 작업이란 디자인 워크의 3가지 

요건을 요건 상호의 관계와 대응 순서〔전기 

（3）항 참조〕에 따라 구체화해 나가는 작업을 

말하는데, 이것은〈그림 9〉에 나타낸 바와 

같이 3가지 형태의 표현 기법에 의해 

구체화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아이디어 요건에 

대응하는 기법으로서의 ' 퍼스펙티브 스케치

1 . 목표를 정한다

〈그림 8 > 디자인 워크 요건에의 대응 순서

〈그림 9> 디자인 작업의 3가지 기법

• 이성적 요소에 대응

• 해석적이고 계측 가능하게

•간편•정밀한 방법으로

퍼스펙티브 스케치

•입체적인 요소에 대응
•실감적이고 계측 가능하게

•工数大이나 통합적인 방법으로

•감성적 요소에 대응 ,
• 감각적이지만 통합적 표현'으로

• 라프하지만 빠르 방屯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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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디자인 작업의 3가지 작용

기 획단 계 전체계획 부분설계

주요목표
이미지의 결정

（실현 가능성이 있는

Character Line의 정착 

（이미지에 치수를 주어서）

Surface의 설정 

（실물 치수의 입체로 

구조도 기초로하여 

세부규격까지）

③시행착오（3가지절차）

I • 전체를 보면서 
라프하게

II. 부분적으로 
리지드하게

HI• 전체를 정리한것 
중에서 리지드하게 

다시본다.

주요요건

（아이디어）——（입체）

입 체

（아이디어）--- （설계）（설계）一（입체）

주요형태 

와 모양

| 파스 스케치

（삼면도）——（입체모델）

삼면도

（파스 스케치） （입체모델）

입체모델

（파스스케치） （（3면도）

'丿

것이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는 변환 전의 

양태에 있어서의 디자인상 가치에 대해 변환 

후의 양태가 된 경우를 체크하는 것이 된다.

③시행 착오 작용 : 이것은 말 그대로 어떤 

목표를 향하여 시행해 본 결과를 다시 잘 

관찰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서는〈그림10〉에 나타낸 바와 같은 

일정한 절차를 밟게 되고 마私se I , phase 口 … 

라고 쌓아 가고 반복해 나간다.

⑹디자인 프로세스 단계의 형성

전기한 （3）항과 （4） 항의 토대 위에서 보면, 

디자인 프로세스는 '아이디어'요건에 주로 

대응하는 단계, '설계' 요건에 주로 대응하는 

단계, 그리고 '입체' 요건에 주로 대응하는 

단계의 3가지 단계로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각각의 요건을 그 단계의 '주요 요건 

이라 부르기로 하며, 한편으로는 디자인 

작업의 3가지 기법에는 그 특성상（5항 참조） 

각각이 가장 대응하기 쉬운 요건이 존재하는

（perspective sketch/, 설계 요건에 대응하는 

기법으로서의 ' 삼면도（三面図）'，그리고 입체 

요건에 대응하는 기법으로서의 ' 입체 모델 의 

표현 기법이 그것들이다.

이와 같은 3가지의 기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디자인 작업의 작용은 ' 명확화' 와 ' 관계 조정' 

의 이면성을 갖는 디자인 워크의 기능을 

수행하는 일이며, 디자인 워크의 기능은 

〈그림 10〉에 나타낸 바와 같은 디자인 작업이 

갖는 3가지 작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수행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디자인 작업의 

3가지 작용과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①시각화〜 선택 작용 : 이것은 디자인 

워크의 초기 단계에서 개념적이고 불확실한 

디자인 대상에 대한 목표를 디자인 조건면에서 

추출하고 그 목표를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 

현실적이며 적확（適確）하고 유일한 대상으로 

' 명확화，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작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선택하기 쉬운 요건에서 

적절한 표현 기법에 따라 시각화를 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②등가（等価） 변환 작용 : 이것은〈그림 9〉의 

디자인 작업의 3가지 기법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실선의 화살표（「►） 방향으로 

성과가 나타난 디자인상의 가치를 다 같이 

유지하면서 그 기법의 양태㉖만을 변환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작용에는 실선의 화살표 

방향으로 향하는 크리에이트（create） 그 자체와 

그 반대의 점선의 화살표（*）방향으로 향하는 

체크라는 뜻의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즉, 기법의 

양태를 바꾸는 것은 어떤 요건에 대해서는 

구체화의 가능성을 체크하는 작용이 된다는 

것으로 보기로 한다. 이 경우의 3가지 기법을 

그 요건에 대해서의 '주요 기능'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즉, '아이디어' 요건에 대한 

퍼스펙티브 스케치 '설계'요건에 대한 3면도 

그리고 입체 요건에 대한 입체 모델이 각각 

그것이다.

그리고 디자인 워크의 기능의 2면성（2항참조） 

에서 보아, 각 단계의 '주요 요건'은 

주요 기능' 에 따라 '명확화' 와 동시에 다른 두 

가지 양태에 의한 '관계 조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보기로 한다. 이상과 같이 되었을 때, 

그 각각의 단계에서의 주요한 개발 묙표는 

〈표3〉에 나타난 것과 같은 내용이 되고 

그것들의 내용을 포함한 각 단계의 이름은 

'기획 단계','전체 계획 단계; '부분 설계 단계' 

라는 3가지 단계로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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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DESIGN PROCESS의 3가지 단계와 주요 개발 목표（기계화 적용 범위）

전체계획 부분설계

9

/ /： 파스스케치

□:

/\ : 입체모델

크리에이트

— — 첵 크

® : Image I, II, HI : 절차의 등급

⑧ : Line @ :설계의 뒷받침

© ： Surface ® : 입체로 표현

〈표4〉아이디어 요건에 대한「주요개발목표」와 설계 및 

입체 요건에 대한 check의 작업목표

설계 요건 아이디어 입 체 설 계

기 획 Image Proportion Hard Point

전체계획
Character 

Line
Balance 치수조건

부분설계 Surface Volume 구 조

〈표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이상의 내용을 

〈그림10〉의 디자인 작업의 작용 기호에 따라 

디자인 프로세스로 표시하면〈그림11〉과 같은 

양식으로 될 수 있다. 또한 전기의 '아이디어' 

요건에 대한 '주요 개발 목표'와 더불어 

'설계'및 '입체' 요건에 대한 체크의 '작업 

목표'를 정리하면〈표4〉와 같이 될 수 있다.

3• 컴퓨터화를 위한 어프로우치

전항（2• 디자인 워크의 메커니즘 분석어】서 

기술한 내용을 토대로 디자인 워크를 

컴퓨터화하는 단계까지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디자인 프로세스상에서 사람（디자이너）과 

기계（컴퓨터）의 관계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해야 한다. 

사람과 기계의 역할을 구분짓기 위해서는 

과거의 특성을 고려한 어떤 대비적 분석이 

있어야 하며, 분석한 내용을 디자인 

프로세스상에서 기계화（컴퓨터 활용을 의미）를 

적용 할 수 있는 부분과, 해서는 안될 부분을 

추출하는 선택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전제하에서 디자인 워크를 

실제의 컴퓨터 활용으로 연결시키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검토와 절차가

〈표5〉인간적 특성과 기계적 특성의 대비

인간적 특성

현실에서의 법칙화

（귀납적） 

구체적 대웅

（현실 그 자체로） 

사실간의 연상망을 기억

（불안정）

특수적인 관념을 취급 

（범위선택 가능）

전체적

（종합판단으로） 

정동적

（심미적선택） 

직관적

（반복에 의한 연상） 

가치에 민감 

（목적적.인간의 생존）

창조를 잘한다 

（열의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1）디자인 프로세스의 기계화 적용 범위의 

추출

디자인 프로세스 중 컴퓨터의 활용이 

가능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추출해 

내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위한 선택 기준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는 그 선택 기준으로서 

“인간적 특성과 기계적 특성의 대비”를

기계적 특성

이론에 따른 활동 ' 

（연역적）

추상적 대응

（수치화를 경유하여） 

개개의 사실을 기억 

（정확

일반적인 관념을 취급

（범위한정）

분석적

（논리 계산으로）

인식적

（종류별로 구분）

이성적

（일의적）

지식에 강하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반복을 잘한다

（빠르고 싫중을 안낸다）

문헌㉖에서 발췌하여 적용하였으며 그 내용은 

〈표5〉에 정리한 바와 같다.

〈표5〉에 정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그림6〉과（그림 9〉에 대하여 인간만이 

대응할 수 있는 요건과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디자인 작업의 기법 및 작용을 끄집어 내어 

제거하게 되면〈그림 11〉의 굵은 실선으로 

나타낸 부분이 남게 된다. 이것이 기계가 

인간을 도울 수 있는 부분, 즉 기계화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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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디자인 작업의 유형과 문장화

1.시각화 

xL 

〔시 각화 수단〕 

2•등가변환

ex. £_，• t—"I •

으로

■Image 

Line

• Surface -
를 一

만든다.

결정한다.

•완성한다.

〔주요개발목표〕

ex / / ------- > I 】

U二7 I 

바
에 따라서 

에 따라서 

에 따라서 O

만든다 

결정한다. 

완성한다.

〈표8〉기계적 특성으로의 적성 평가를 위한 기준 조항

1• 대상은 일반적인 관념에서 범위를 한정할 것.

2・ 더우기 추상적으로（수치화하여） 취급할 수 있을 것.

3- 인간이 결정한 프로그램에 따르는 종류별 구분과 

개개 사실의 정확한 기억 및 분석적 논리 계산일 것.

4. 그 경우에 기계 능력은 소위「인간적 한계」를 넘 

어서 강하고 빠르게, （인간처럼） 반복을 싫어하지 

않는다.

5.그 결과. 인간 본래의（생존을 위한） 가치, 

의미에 대한 전체적 창조적인 핑가, 선택의 기회를 

많이 제공하여 인간의 감정을 매개로 하는 연상망 

（連想綱）에 의존하는 직관적, 정동적（情動的）인 

판단에 의한 불안정함을 보충할 수 있다.

（선행 성과） （평가대상）

3. 평가선택 ex. / /《--- I I

적 요건을 체크한다.

〔성 과
입 체

〈표7〉이미지 단계의 디자인 작업과 기대되는 기계적 기능

디자인 작업 기 법 기대되는 기계적 기능

①Perspective Sketch로서 Image (® I ) 를 

만든다.
—

②① I 에 따라 3면도의 Character Line을 

만든다.
Of 口 ■—

③3면도의 Character Line에 대하여 Hard 
Point를 체크한다.

/二7《-L 1
A. 입체 구성 기능

・ — 별도로 표시한다

©Character Line 의 3면도(0 I )를 만든다.
□

A.

⑤0 I 에 따라서 Character Line의 입체 

모델을 만든다

B・ 공간표시기능 — 시점, 

시각, 시거리, 축적, 확대

⑥입체 모델에 대하여 Proportion을 체크한다. B.

⑦입체 모델로서 Image（① H）를 결정한다. △ A.B.

⑧① I 에 따라 ① II 를 체크한다.
△스—27 —

〈표9〉기계에 의한 대응의 제약과 유효성一디자인 워크 면에서의 고찰

능 력 제 약 유효성

전
자
계
산
기
(
그
래
픽
디
스
플
레
이

8.)

전자계산기와 그 

프로그램에 의한一 

。연산능력

Light Pen 및 Console 
Operation에 의한一 

。작도•변환능력

CRT（Cathode Ray
Tube）희—

。표시능력

0 Design Work 에 대해 

사전의 해석 （Needs의 

정식화）이 필요

。프로그램에 걸리는 

시간^ 많다.

。조작의 이화감과 

시간이 많이 걸린다.

• 손으로 그리는 

것과의 실감 유사

。실감과의 거리가크다

• 빛의 선（線質）

• 표시 면적이 적다.

0표시량（線量）의 제한

。빠른대응

• 재빨리 전체상이 보인다（가능성 연구•빠른 결단）

• Check기능이 create 기능에 한없이 접근

。반복을 잘한다

• 궤적이 보인다（동적 시행착오 가능, 미조정가）

• 시행착오 도수의 증가（모든 안을 시도한다.

감각수련의 기회）

。정확한 연산（논리에 강함•수치화）

• 공간입체 구성

• 2D〜3D변환（modeling의 대체•정확한 등가 

변환의 도입）

• 보이는 방식의 변환（시점•시각•시거리）

• 색상•그늘 표시의 가능성

• Zooming
• 수식곡선화•곡면화

。정확한 기억

• 비교•검토의 다용

一
 
주
변
N
C
기
계

Tablet•측정기에 의한一 

。측정과 시스템으로의 

입력 제도기•모델 

절삭기로서一

。시스템에서의 출력

0측정 시간이 많이 

걸린다.

OON-LINE 출력

• Hardcopy화 J 현치수의 크기•해석가능한 정밀도
• 모델 절삭 f 시각상의 실감•매스프로 가능

범위가 되는 것이다.

（2）개별적 디자인 작업의 정식화

디자인 프로세스에 기계화를 적용키 

위해서는 （1）에 의해 추출된 적용 범위에서 

개별의 '디자인 작업을 컴퓨터가 판독할 수 

있는 기호나 수치 정보의 자료로 정식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서는 '개별의 디자인 

작업'을 정식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을 취했다.

먼저,〈그림 6〉〜〈그림 11〉에 사용된 

'디자인 작업의 작용'기호 표시에 의해 디자인 

작업을 ‘3가지의 유형으로 만들고 그것을 

문장의 형식으로 양식화하여〈표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정리하였다.

다음으로는,〈그림 11〉에서 개별적인 

디자인 작업이 행해지는 순서에 따라 일련 

번호를 붙이고 그 각각에 대하여는〈표6〉에 

따라 문장 형식으로 정식화하여〈표7〉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정리하였다.

（3） 기계적 요소의 기능 분석

기계화 적용 범위를 추출할 때, 보다 

중요시되는 것은 기계적 요소의 추출 

문제라고 생각되어, 여기서는 岩田 大包의 

연구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계적 

특성으로서의 적성평가를 위한 기준조항” 

（표8）을 채택,/〈표3〉과 관계시켜 분석하는 

한편, “기계에 대한 대응의 제약과 유효성”에 

대하여는 디자인 워크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그 부대 조건을〈표 9〉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7〉의 개개의 디자인 작업에 대한 것을 

〈표8〉,〈표9〉에 비추어 검토한 후 그 기능을 

분석하고，〈표7〉의 우측란에서와 같은 “거기서 

기대되는 기계적 기능”을 얻어 냈다. 

즉 입체 구성, 공간 표시, 하드 커피화, 모델 

가공, 측정 제도 등의 제기능（諸機能）이 

그것이다.

그 중의 입체 구성 기능'에 대한 기능 

분석의 실제적인 예를 자동차 외형 디자인과 

관련하여 분석, 발표한 岩田 大 씨의 자료를 

이용, 제시하면〈그림 12〉와 같은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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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입체 구성 기능

V.결론

지금까지 기술한 내용에 의하면, 디자인 

워크에 컴퓨터를 활용한다는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컴퓨터 기술 자체가 아직은 우리들 산업 

디자이너에게는 거리가 있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고, 또한 우리가 행하고 있는 디자인 워크 

그 자체도 그리 단순한 업무만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디자인 워크를 실제의 컴퓨화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조형 

표현의 범위나 방식 등의 컴퓨터 기술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디자인 

프로세스의 원리를 분석하고 그것을 일종의 

표준화된 양식으로 정식화하는 일이 디자인 

워크의 컴퓨터화를 위해서는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본 논문에서는 강조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디자인 워크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컴퓨터라는 기계적 특성에의 적용을 위해 

정식화로 접근해 가는 과정과 방법 면에서 

더욱 절실히 나타났다고 본다.

디자인 워크를 하나의 양식이나 방식으로 

정리한다는 자체가 어려운 작업이며, 많은 

자료의 축적과 분석이 뒤따라야만 그 

어프로우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볼 때, 본 

논문에서 연구된 어프로우치 방법은 하나의 

예에 불과한 것이라 생각되므로 이 분야에 

관심있는 많은 사람들의 연구가 있어야 

하겠고, 그래서 디자인 워크의 컴퓨터화에 

어프로우치하는 좋은 방법론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여하튼 컴퓨터의 활용에 의해 

디자인 워크를 처리한다는 문제는, 컴퓨터 

그래픽스에 대한 개념의 이해로부터 시작하여 

그 응용 기술로서의 CAD를 이해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디자인 워크의 메커니즘을 

컴퓨터가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언어나 

기호 등의 사용에 의한 정식화가 이루어 지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디자인 워크의 정식화란, 곧 디자인 

프로세스의 원리를 이해하고 디자인 프로세스 

중의 기술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의 

메커니즘을 정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디자인 워크의 메커니즘을 명백히 분석하고, 

그것을 컴퓨터와 대화하면서 처리할 수 있는 

정보 자료로서의 가치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치 데이텨나 형상 데이터로 

변환시킬 수 있는 양식을 만들고 표준화해야 

한다.

이와 같이 디자인 워크의 메커니즘이 

정의되고, 그것이 기계화의 적용에 가능한 

형상 데이터적 자료로 정리가 된다면, 

CAD를 도입한 디자인 워크의 자동화를 

도모하는 문제는 이제 디자이너가 문제 

해결과 형태 창조를 위해 하드웨어를 어떻게 

조작하며,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마 배우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컴퓨터에;의한 디자인을 위해 

디자이너가 컴퓨터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으며, 컴퓨터의 기본적인 논리를 이해할 

수 있는 바탕 속에서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줄 

아는 방법만을 배우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디자인 워크의 

컴퓨터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은 

디자이너가 컴퓨터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깊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 워크를 어떻게 정식화해야 

컴퓨터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디자인 프로세스의 원리와 디자인 

워크의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적 어프로우치 

능력을 키워가야 한다는 것이다. ■

註

©Ibid., p. 194
®JIDA ： d 卜'J 丹">110, 1981, p.7〜8 
㉙ Ibid.
㉚아라비아식 기수법

©Ibid., p.10
砂가설을 설정할 때는 명확한 부분, 알기 쉬운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으로 추리를 해나가는 것과 

거기에 관련된 광범위한 사실과 형상을 가장 

단순, 간소한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는 생각이 

추출되도록 노력함.

㉚〔사진 18] 참조 

©Ibid.
颂표현의 형태 또는 양식을 말하며 perspective

sketch, 삼면도, 입체 모델의 3가지로 되어 있음. 

㉖渡辺慧의「認識2'汐 乙 岩波書店, 1979 
㉗ 日本 도요따 자동차공업（주） 디자이너. 논문으로

「디자인 워크의 메커니즘의 해석과 기계화」가 

있음

산업디자인 80, 1985/6 33



제품의 개념 설계와시장 평가

유 석 순 （주） 금성사 디자인종합연구소 2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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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맺는말

I •머리말

오늘날 산업 사회를 둘러싼 조건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산업 구조와 소비 구조도 

각각의 좌표축을 구하는 질의 추구 시대에 

들어섰으며, 진정한 생활의 풍부함을 구하는 

소비자들의 생활 욕구도 고차원화하고 다양화 

개성화되고 있다• 제품 계획에 있어서도 획일적 

대량화 시장（Mass Market）의 시대가 

끝나가면서 개별화를 찾는 소집단의 

프라이베티즘（Privatism） 색을 강조한 새로운 

제품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기업은 생활자의 

개발 필요성에 대옹해서 정한 상세한 제품 

계획을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제품을 소재의 

계열이나 체계로 위치해 둔 상태로 두고 그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신제품 개발올 

시도하려는 것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 

되어버렸다•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영 자원의 

주요 부문은 소재 조달 시스템이나 가공 기술 

체계에 따라 이루어졌다•그러나 그러한 

기술들이 폐쇄된 회로로 작동하고 외부 

회로①를 단절하고 있다면 단절된 상태에서 

생겨난 신제품은 불행한 것이 될 컷이다.

사람들의 생활 체계나 욕구의 여러 형태에 

대하여 자사의 경영 자원을 어떻게 조합해 

가는가가 문제이다.

또는 사람들의 생활 체계나 욕구의 여러 

형태에 맞추어 새로운 경영 자원을 어떻게개발 

하는가가 과제로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고객의 요구 방향의 시대적 호름의 추세는 

양적 충족에서 질적 추구로 기능 추구에서 

의마 추구로 변화해 가고 있는 것이 명확하다. 

제품의 의미적 가치는 제품을 매개로 한 

생활자들이 느끼는 정신적 충족감이라고 해도 

좋올 것이다.의미적 가치의 충족으로 

소비자들의 의지가 편중해 가고 있는 것과 

더불어 디자이너들이 직면해 있는 현상은 제품 

디자인 컨셉트 개발 체계의 혼란이다.

디자인 컨셉트는 기능적 가치의 표현이라는 

일원적（一元的）인 이해가 상식화된 

가운데서는 목표 설정의 중요성이 인식되지 

않는다. 제품의 가치를 의미적 가치 측면에서 

취급한다면 그 가치의 목표（소비자들의 정신적 

욕구라는 목표）는 양의 척도로서는 계측할 수 

없다. 더구나 이 목표는 생활 장면의 변화에 

대응해서 변화하는 유동적인 것이다.그러나 

이와같이 어렵게 취해지는 목표를 확정해서 

계측하지 않으면 우수한 디자인 컨셉트의 

개발이 불가능하고 수요량의 파악도 

불가능하게 된다• 생활자들의 생활 욕구의 

근본을 생활의 장면 그 자체의 것으로 

정리하卫 그 크기 및 변화의 방향을 측정하는 

계량을 개발해야 한다. 이 계량이 없이는 

디자인 컨셉트의 조직적인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디자인 개념 설계 

과정에서 수반되는 요구 분석과 생활 환경 

분석에 대한 계량화에 있다. 소비자가 제품을 

어떠한 척도에 의해서 평가하고 있는가를 

발견해 내는 것이 새로운 제품 

디자인의 사양 책정에 도움이 된다면 새로운 

디자인의 출발점은 소비 대중이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평가 구조를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될 것이다.

n・ 디자인 개념의 실체화

인간은 머리 속에서 생각한 것을 현실의 

것으로 실현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예술에 

있어서는 작품,문학에 있어서는 창작 등 그 

대상이나 과정은 여러 가지이지만 모두 그 

능력의 결과이다• 그것들은 모두 개념의 

실체라고 불리운다•그러나 예술과 문학에 

있어서 작품의 경우는 제작과 개념의 형성이 

동시에 진행한 결과로서 작품은 작자의 개념을 

초월하는 독립적 존재물로 된다.

그러나 공학 기술의 경우는 “만든다”라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 개념의 선행성은뚜렷하다. 

제품이나 기술 시스템으로 불리는 것은 그것에 

대해 선행하는 명확한 개념이 있다•그것들은 

'요구 사양이라고 불리우며 제품이나 시스템은 

그 사양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만 용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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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신상품 개발 파정에 있어서 사고의 전개와 효가 측정 L

□ □ 口
사고의전개 효과측정 다른작업

것으로서 사양이 없는 공업 제품은 존재할 수 

없다•공업 기술에 있어서 '물건 만듦을 

특징지우는 것은 개념의 선행성에 있으며, 이 

경우는 만드는 것을 개념의 실체화로 할 때 

예술이나 문학에 비유함으로써 명확한 정의가 

가능하다.

이를테면 자동차는 명확한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속도나 조작성 등의-성능 

그리고 제작이나 보수 등이 기존의 마차보다도 

훌륭한 것으로서 당시에 실현된 엔진이라는 

인공 동력을 응용해 만들어졌을 것이다.

“만들고 싶다”라는 요구가 우선 발생하고 그 

기능,특성,방식에 관해서 “만들고 싶다”의 

실체로 개념이 형성된다•그리고 실체로서의 

자동차가 탄생된다• 그것은 조각가가 돌이라는 

소재를 전제로 해서 특정의 개념에 

유도되어짐이 없이 제작해 가는 것과는 달리, 

만들고 싶은 것, 바라고 싶은 것은 ri것이 

어떠한 형의 것으로 될 것인가 하는 결과가 

불명확한 경우에 있어서도 완전히 명확한 표현 

가능한 요구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표현 가능한 요구가 선행되어지는 개념이다. 

우선 요구가 명확히 개념으로 형성되고 표현된 

다음 단계에 그 요구를 만족시키는 실체가 

형성된다• 그것이 바로 디자인인 것이다9 

우리들을 둘러싼 범람하는 공업 제품은 모두 

그 선행하는 개념의 결과이다• 실제로 기술의 

역사는 그 증식하는 개념 역사의 단순한 

반영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디자인이란 무엇인가라는 기본적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그 개념의 발전을 지지하는 

몇 개인가의 글을 해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1•개념의 정의

인간이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것, 논리적 조작이 가능한 것 등이 필요 

조건이었다• 그에 따라 개념에 대한 정의를 

부여한다면 '실체 개념'이라는 것은 인간이 

실체를 체험한 것에 의해 성립된 개념으로서 

그 실체의 속성이나 기능처럼 추상화의 결과로 

얻어진 추상 개념과는 전혀 독립된다•그러나 

추상 개념은 그 실체 개념에서 발생한다. 

그것은 이미지라는 표현이 당연할지도 모른다. 

실체에 대해서 어떠한 추상적 분석적 지식이 

없어도 체험한 것은 역력히 기억해 뱉 수 있게 

된다. 그 경우, 총체로서 그 실체를 알고 있는 

것이 된다.

'추상 개념'은 인간이 의미없이 가치에 

이끌리어 실체 개념을 류(類)로 분류해 갈 때 

그 각 류에 관한 개념을 말한다. 개념의 문제는 

심리학이나 패턴 인식론 또는 인공 지능 등의 

분야에서 취급되고 있지만 여기서는 일단 

그것들에 모순하지 않을 정도로 느슨한 

정의에서 출발하기로 해보자.

'속성 개념'은 추상 개념의 한 가지이다. 

실체하는 것의 속성은 인간이 인식 가능하고 

따라서 속성을 아는 것에 따라 실체를 상정할 

수 있다. 그것은 특히 가치라는 측면은 쉽게 

의식되지 않는다.

'형태 개념'이라는 것은 속성 개념의 한 

가지이다•속성의 가운데 특히 형태에 주목하는 

형태 개념이 성립된다.

'기능 개념'이 기능적 가치에 주목해 성립된 

것이라는 것은 실제에 실체가 어느 쪽인가의 

경우에 따라 어떤 특정의 기능을 실현하는 

것이 가능한 때 그 실체가 그 특정의 기능명과 

더불어 만들어지는 류에 분류된다고 하는 

것이다③

개념도 집합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체 개념 

집합 & 추상 개념 집합 T 등이 얻어진다• 또 

속성 개념 집합 %,형태 개념 집합 T2 

등으로도 기능개념 집합「으로 생각된다 

설계라는 것은 추상 개념 공간상에 표시된 

영역에 대응하는 속성 개념 공간상의 영역을 

지정하는 것이다.

2•디자인 컨셉트의 통념

컨셉트(concept)를 사전에서 보면 '개념'이라 

하고 또한 컨셉션(conception)의 항에서는 

'상상력, 개념(형성, 작용), 착상,

기도(企圖)'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그 시대의 

가치 개념의 형성과 작용, 디자인의 '기획 

의도'라는 생각이며, 넓은 의미로는 디자인의 

'시대적 가치관의 명확한 제시'로도 

해석되어진다.

디자인의 컨셉트는 단순히 추이 (transe)의 

견해로 보지 않고 제품을 다루고 취급하는 

환경 변화 요인과 생활자의 생활 가치, 의식 

변화, 소비 행동 등의 라이프 시스템과 라이프 

스타일 변화, 마케트 트랜스(market transe) 등 

여러 가지 요소를 파악하여 디자이너의 명확한 

의지와 함께 디자인의 가치,디자이너의 의도를 

유통 단계와 생활자에게 주장해 가는 '가치 

개념'이다. 또한 오늘날의 생활자들에게 생활 

혁신을 위한 새로운 생활 제안을 하여 

수요 활성화를 위해 상품을 제공해 나가는 

적극적인 파급 작용이 디자인 컨셉트 워어크 

(concept work)이다. (그림1참조)

디자인 컨셉트는 디자이너가 소비자에게 

권유하는 언어에 있어서 디자인 사상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디자인 컨셉트는 

생활 시스템과 욕구 구조 속에서 추출되는 

필요로부터 창출되는 것이다.

3• 개념 설계의 목표

제품 디자인은 인간과 환경(자연과 사회)에 

있어서 상호 관계의 질서화를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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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생활이나 생산 유통을 위해 어떠한 

공업 제품이 필요로 되고 있는가를 생각해서 

개념 설계를 행하고, 나아가 제품으로서의 

실체화를 목표로 기능 설계와 형태 설계에 

이르는 모든 계획과 창조 행위를 말한다.

종래 디자인이라는 언어는 도안, 의장 

등으로 해석되어 왔지만 지금에 이르러서는 

조형상의 의장으로 오해되고 있는 점이 많다. 

공업 제품의 디자인은 공업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요구에 적합한가 아닌가에 따라 

평가되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조형상의 

아름다움만에 의해서는 평가할 수 없다.

다음에 열거한 4가지 조건은 제품 디자인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이다.

①기능성一인간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적합해 있는가?

②취급의 용이성一인간의 행동적 특성에 

대해서 적합한가?

③이해하기 쉬움一인간의 지적 수준에 

적합해 있는가?

④심미성一사람에 대해서 감성적으로 

적합해 있는가?

제품디자인이라는 것은 이 4가지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행해지는 계획（기도）, 설계 

행위（형태 창조 표현）인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설계 행위는 기계공학에서의 공학적 

설계와는 다른 것이다. 공학적 설계에서는 

“인간이 개념으로서 상정한 기능을 그것과 

등가（等価） 기능을 가진 실체로서 존재화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다시 말해서 기능의 

실체화 기술이며 성능효율상의 최적 해결 ， 

（optimal solution）을 창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거기에 비해서 제품 디자인에 

있어서의 설계 행위는 인간의 기능적 대응, 

행동적 대응, 지적 대응, 감성적 대응을 

만족시키는 총합적 적합화를 목적으로 한 

창조 행위인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생활 환경에 대해서 

무엇인가 부적합을 느끼고 있다. 그것들의 

부적합을 적합화하는 것에 따라서 인간과 

환경과의 사이에 질서라는 조직화를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디자인의 복합성에 대한 인식의 증대와 

대규모의 문제에 일련의 체계적 접근 방법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의 발견에 의해 제프리 

브로드벤트（Geoffrey Broadbent）는 "디자인의 

새로운 접근 방법은 인간의 요구에 대한 

강렬한 관심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것은 

철학에 관한 자료와 이러한 요구를 정의내릴 

수 있는 지각의 측면에서 이끌어져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⑤

in •디자인 평가의 기준

1 •평가선정

제품 디자인의 컨셉트가 얻어졌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제품 디자인의 원안이 형성되고 

목업이 제작된다. 제품 디자인 원안 작성 및 

목업의 제작은 디자인 담당자의 책임 

범위이지만 그 종류의 창조 작업은 본래 

예술이라고 불리는 것이고 디자인 담당자의 

주관적인 미 의식과 표현 방법이 강하게 

나타나는 영역이다. 따라서 제품 디자인의 

최종 결정 전에 후보로 되어 있는 디자인에 

관해서 객관적인 평가 조사를 실시하여 

최적의 디자인을 선정하는 과정이 필요로 

된다.

미국의 마케팅 학자인 트웨트（D・W・ 

Twedt）는 제품 포장을 평가하는 시점（視点） 

으로서 ①눈에 들기 쉬움 （visible）, ②정보를 

정확히 전달함 （informative）, ③정감에 호소함 

（emotionally appealing）, ④사용하기 쉬움 

（workable）의 4가지를 들어 제품 포장을 

평가하는 시점이라고 말하고 있다•⑥ 제품 

디자인耳 포장 디자인과의 관계는 디자인을 

하는 대상이 제품 본체와 그 포장이라는 것이 

다를 뿐 양자（兩者）는 매우 유사한 창조 

활동이고 평가의 방법도 그다지 다르지 ' 

않아서 여기서는 중요도의 시점에 기초해 

제품 디자인을 평가하는 방법에 관해서 

고찰해 본다.

기준1 •눈에 들기 쉬움

눈에 들기 쉬운 것이란, 기본적으로 많은 

제품이 전시되어 있으므로 그 제품이 어느 

정도 쉽게 발견될 것인가 하는 척도이다. 

따라서 제품의 형태, 색채 등의 물리적인 

측면에서의 평가이다.

기준 2• 정보 전달의 정확함

제품은 그것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곧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제품의 디자인은 그 제품이 무엇이라는 

것을 정확히 고객에게 전해야 하고 만약 

특이한 디자인에 의해서 고객의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하려면 그러한 정보를 충분히 

상대방에 전하는 노력을 행해야 한다.

정보 전달의 정확함을 조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 순간노출기를 이용해 짧은 

시간 제품을 보인 후에 “귀하가 본 것은 어떤 

제품이었읍니까?”라는 질문을 하거나 그룹 

인터뷰로 대상자에게 제품을 제시하여 자유로이 

의견을 서술하게 하면서 디자이너가 의도한 

정보가 정확히 상대방에 전해지고 있는가 

아닌가를 관찰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림2 참조）

기준3•정감에의 호소

인간과 마찬가지로 제품에도 분명한 성격이 

있다. 이러한 제품의 성격이 주로 그 제품의 

형태, 색채, 재질 등의 디자인 요소에 의해 

형성되어진다. 제품은 생활자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 편리성을 갖추지 않으면 

안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생활자의 

생활공간이라든가 또한 나타나는 분위기에도 

합치해야 한다. 젊은 사람 지향의 제품에 나이 

많이 든 고령자의 이미지를 갖게 했다면 그 

제품의 성격 설정에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 각각의 제품이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 잘 이용되는 방법으로서는 의미 

미분（Semantic Differential） 법이 있다. 

SD법은 오스굿（C.E. Osgood）의 매개 

가설이라는 이론에서 발전해 온 것으로 

우리들은 우리들을 둘러싼 환경 가운데 

타인이나 물체를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 

인식하고 있는데, 자신이 본 사람 혹은 물체를 

어떤 의미 공간（semantic space）에 위치시켜서 

취급하려는 기법이다. 오스굿은 다수의 

형용사를 인자 분석한 결과, 의미 공간을 

형성하는 요인으로서 평가（아름다운—추한）, 

역량（큰-작은）, 활동（날카로운~둔한 등）의 

3요인을 찾아내고 있다. ⑦

기준 4•사용하기 쉬움

기능이 중시되는 제품은 생활자가 일상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야 한다.

공업 디자인은 본래부터 설계 조건이 

결정되어 있는 제품（기능이나 기구가 

결정되어져 있는 제품）에 대한 조형상의 

변경（개량 등^서 시작해 오늘날에는 

한 걸음 더 진전되어 제품의 기술적인 

가능성과 인간 공학적으로 사용이 쉬운 

디자인을 제품 디자인 개발에 대한 기본적인 

요청으로 고려되기에 이르렀다. 시작품이 입수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의 용이성에 대한 

검토가• 비교적 쉬워진다. 시작품이 입수되면 

그 제품의 잠재 고객 세분화로 생각되는 

사람들을 모아 그룹 인터뷰의 형식으로 실제 

제품을 손으로 조작시키면서 사용의 용이성을 

평가받는 동시에 개선점을 청취한다.

또 제품 개발 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시작품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 이용 가능한 

경우에는 Home-Use-Test?）- 적절하다. 이것은 

상정된 타케트（고객 세분화）를 대표로 한 

개인 또는 세대를 선택해 어느 정도 관리된 

상황 아래 가정내에서 시험 제품을 사용시켜 

본 후에 표준화된 조사 용지를 이용해 

그 제품에 대한 반응이나 의견을 

조사한다（그림 2-1 참조）. Home-Use-Test의 

목적은 상정된 제품 컨셉트가 상정된 대로 

제품화되어 있는가, 상정한 목표는 틀림이 

없는가란 점을 확인하고 특히 디자인면에서는 

테스트 제품의 어느 부분이 개선점으로 

남아 있는가를 찾아 내는 것이다.

36 산업디자인 80, 1985/6



INPUT

INPUT DATA측정법

〈그림 2-1〉컴퓨터를 이용한 상품 평가 시스템

〈그림2-2〉嗜好 실험에 의한 측정 가정 : 嗜好尺度（hedonic scale）로 가장 유명한 것은 Peryam에 의해 

개발된 9단계의 기호척도이다. 기호 척도는 기호에 관한 평정척도법（rating scale）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이다.

I 반응 I
언어에 의해 표현 

행 동 

표 정

지각

지각•감정 

감정

성능이 좋은 겅

만들기 쉽게 잘 연구된 것'、

예산에 맞는 것 ‘ 

형이나 크기가 설치 장소에 알맞는 것

안전성이 높은 것

/
、/ 여러가지 사용이 가능한 것

소음, 진동이 적은 것 

유지비가 싼 것

현재 갖고 있는 것과 . 

조화시킬 수 있는 것

〈그림 3〉평가척도의 구성

（소비자및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가운데 양쪽에 꽁통하는 12개의 조사 항목을 추출하여 다변량 해석한 

결가를 나타낸 것 이 분석에서 얻어진 평가척도를 편의상 ①실리성 ②안전성 ③조작성 ④심미성 ⑤환경성으로 

명칭하고 있다）

〈그림4〉5가지 기본 척도에 의한 소비자와 생산자 측의 평가 차이一냉장고

*자료 : 일본산업디자인진흥회,「소비자를 위한 디자인 평가기준 조사보고」1980.

2•평가기준

하나의 제품을 평가하는 실제에 있어서 

어디까지를 디자인의 범주로 생각할 것인가는 

어려운 일이다. 디자인을 상품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서, 이를테면 스타일링만으로 

한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별도지만 오늘의 

디자인 활동은 제품이 사용되는 차원에 

있어서 제품의 합목적성을 묻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제품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를 생활 환경을 목표로

취급이 간단한 것

청소하기 쉬운 것

• 색과 형상이

T 자신의 기호에 맞는 것

해서 통합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디자인 평가 결정에 있어서는 단순히 제품의 

형태에 대한 평가 결정만이 아닌 해당 제품을 

둘러싼 일반적인 환경, 그 제품과 경영과의 

관계, 생산 기구, 판매 기구, 제품 기능, 생산 

계획, 판매 계획, 재무•예산 분석, 위험 부담 등 

기업측 입장의 검토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평가 기준은 기업에 따라 일정치 

않은데, 기업측의 문제로서만 행하여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용자측 입장의 평가 

기준은 만들어져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제품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사용자가 시장에 

나타난 제품의 가치를 인식해서 구입하고 

사용하는 것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에 

따라 자연적으로 평가 결과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제품 디자이너는 디자인 활동에 있어서 생활 

창조라는 역할을 짊어지고 있다. 이러한 

제품에 대한 디자인에 있어서 디자이너는 

사용자측의 입장에서 기업측의 평가와 

사용자측 평가의 차이를 줄이는 역할이 

필요로 된다. 일본 산업 디자인 진홍회 

（JIDPO）가 1980년부터 1982년까지 실시한 

「소비자를 위한 디자인 평가 기준 조사」보고를 

참고로 그, 평가 기준에 대해 파악해 보면 

제품 평가에는 2가지 측면이 있다. 한 가지는 

제품의 물리적 측면으로서의 안정성, 성능, 

기능, 사용의 용이성이며, 또 한 가지는 심리적, 

정신적 측면으로서의 사람들의 욕구, 가치관, 

사용 가치 등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에 대한 

만족감 등이다. 제품 디자인 평가에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3,4）.

3•평가 가치의 2면성

기업의 정책으로서 평가 기준을 추구할 때, 

특히 제품 디자인에 있어서 그 자체가 인식 

수단의 2중 구조를 가지며 제품 목적의 중복성 

등의 복잡함을 갖지만 “기업으로서 안정, 또는 

혁신의 2면성이 정상이다”라는 드럭커（P.F. 

Drucker）의 말과 같이 안정과 혁신의 2면성이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문제가 된다. 

혁신=안정이라는 이상적 현실에서, 혁신에 

따라 위험 부담이 증대하고, 그 결과 제품 

가치가 상승하지 않는다거나 안정=보수가 

되어서 심하게 눈에 거슬리는 결과가 

일어난다. 따라서 평가할 때, A.보다 전진적인 

가치（혁신, 향상의욕에 적합한 것）인 동적 가치, 

B.보다 위험 부담이 적은 가치（안정성, 

보수성에 적합한 것）인 정적 가치의 2면성 

검토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상호 반발해 내부 모순이 된다. 기업이 대량 

생산에 의해 대중의 문화에 봉사하는 이상, 이 

양면의 평가 기준에 따라 검토를 하지 않으면 

영속성을 바랄 수 없다. 따라서 이것은 

디자이너 개인에게도 당연한 말이다.

평가 기준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이것은 스타일, 품질, 코스트의 각 가치 요소를 

동적 가치 및 정적 가치의 2면성으로부터 

다각적으로 검토해, 그 종합에 따라 최종적인 

평가를 내리게 되는 것이다®

1）조형（조형물로서 문화적 수준에 대한 정신적 

만족의 가치）-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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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문화적 수준이란 적어도 

디자이너라고 하는 전문가인 이상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할 감각 지식에 의해 정신적 

만족을 꾀하고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가치 기준을 의미하고 있다. 그것은 

간단하면서도 좋은 방법을 취하면, 조형물로서 

인간에게 부여하는 정서적 쾌감의 가치이며 

그런 까닭에 전문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는 

중요한 테마이다. 검토 기준으로서 A.선명한 

이미지（동적 가치）와 B.전체의 통합（정적 

가치）을 들 수 있다.

디자이너는 많은 경험에 의해 단순히 눈 

앞의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아니라, 서로 

모순된 디자인 조건 속에서 조형 계획의 

일체화에 다다르는 제품이 감각에 의해 현상 

제품의 수준을 넘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가 

어떤가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것은 

다수의 많고 좋은 디자인이라 불리우는 

것으로 공통된 정신적 인식의 공약수이다. 

선명한 이미지는 문화적 향상에 대한 적극적인 

가치 기준이지만 때때로 전체의 총합이라는 

것에 서로 모순이 된다. 총합은 문화적 타락의 

적극적인 가치 기준이며 현재 제품군의 

상식적 수준에서 판단하여 전체 조화를 

기준한다. 전술한 것같이 전체의 감각에 의한 

판단에서부터 디자인에 따라 다소 판단이 

다르며 후술한 주체성의 확인과 조정, 반복, 

그룹 훈련에 따라 보다 그룹의 객관적 평가 

기준의 인식에 가까울 필요가 있다.

2）소유욕제품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 만족의 

가치）一스타일

제품은 동시에 상품으로서의 욕구 대상이며 

개인 또는 사회 생활 속에 정신적인 만족을 

부여하는 역할을 갖는다. 검토 기준은 A•사회적 

우월감（동적 가치）, B•소유 충족감（정적 가치） 

이다.

소유를 함으로써 집단 속에 우위성을 느껴 

기쁨과 자신감을 가져다 주어 개인은 

만족감에 가득 찬다. 전자는 사회적으로 

적극적인 표현을 하는 감정이고 후자는 

내측에서 사회적 동화 또는 안심감에 의한 

소극적 성질을 나타낸다.

3）기능（제품의 물리적 동기에 의한 효용의 정도） 

一품질

제품의 문제 해결에 대한 정도이고 검토 

기준은 A•목적에의 적옹성（동적 가치）, 

B기구의 안정성（정적 가치）이다.

기구를 포함한 품질로서 목적에 대한 적응의 

도합과 안정의 도합으로 원래 논리적 

수치적으로 나타나는 가능성이다.

4） 유통（일반화의 가치）一품질

문화적으로 뛰어난 기능과 뛰어난 욕구의 

도합이 커져도 일반화의 가능성이 없는 

제품은 일부 특권 계급이나 특수한 취미가의 

물건에 지나지 않는다. 제품 디자인은 불특정 

다수를 중심으로 한 문화이며 또는 전문 

기기에 있어서도 그 문화적 일반화에의 

적응성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일반화의 

가치는 일반인의 공통 감정 속에 전문 기계로 

처리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유통으로서 수량으로 표현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검토 기준은 A. 시장의 장래성 

（동적 가치）, B. 매상의 실적（정적 가치） 이다.

시장의 장래성은 조사와 함께 예측에 의한 

것이다. 매상 실적은 결과적인 자료에 의한 

것이지만 사전에 유사 제품 또는 과거의 

실적에 의한 예측이 세워지는 것도 있다.

5） 생산 판매의 합리성一코스트

생산 판매의 합리성은 결과로서 가격에 

의한 판정이다.

A. 판매 가치 : 소비자에 주체를 둔 

기준으로서 판매를 위한 내용을 포함한다.

B. 생산 가격 : 생산의 합리성을 중심으로 한 

제조 경비.

이상의 항목은 서로 모순된 많은 가치 검토 

기준이며 이러한 것의 종합적인 판단이 제품 

디자인 평가 기준으로 된다•⑨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채점하고 종합점에 의해 디자인 

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IV. 제품의 시장 평가 방법

제품 디자인의 오늘날 역할은 생산의 

논리와 생활의 논리를 연결시킴에 의해 

새로운 생활 방법을 제안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디자인 개발에 

있어서는 개발된 제품이 생활 속에 어떠한 

역할을 부과하면 좋을까라는 '물건의 가치'를 

검토하고 그 내용을 사용자에게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러한 생활의 창조, 물건의 가치 창조라는 

디자인 행위는 디자이너 개인 혹은 기업의 

독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소비자와의 합의에 따라 

유도되어져야 할 성격이지만 이 합의 형성의 

기회 방법이 지금까지 충분히 개발되어 

왔다고는 확언할 수 없을 것이다. 디자인의 

평가는 디자인에 부여된 새로운 역할을 

전제로 해서 디자인 개발을 어떻게 추진하면 

좋을까라는 합의 형성을 하나의 과제로 하여 

조형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척도를 만들어, 

만드는 측 논리와 사용하는 측 논리를 

연결해서 상호 이해를 유도하기 위한 '차이를 

이해하는 정보'라고 말할 수 있다•⑩

디자인 평가는 제품 개발에 관계되는 

디자인 활동의 실태와 제품 개발 방향을 

탐색하는 것,또는 제품 디자인에 대한 

사용자의 적극적인 관심을 높여 제품을 

만드는 측과 사용하는 측의 접점을 찾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디자인 평가라고 하면 디자인하는 

측의 스스로의 평가, 바꿔 말하면 전문가에 

의한 평가라는 의미에서 포착되어 왔다. 

그러나 디자인을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디자인된 결과인 제품을 구입해 그것을 

사용하는 소비자 자신임에 틀림없다. 

전문가만이 평가를 한다고 해도 디자인의 

사회적인 확대는 얻어질 수 없다.

현 시점에서 소비자의 평가능력을 운운하기는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왜냐하면 

디자인 평가가 생산자 측이 움직여 가는 

도중의 소비자 측 회답이라는 형태로 항상 

획득해 가는 것으로도 생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확한 평가를 확립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소비자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여 가는가라는 넓은 의미의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로서 제기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I960년대부터 구미 선진국에서는 제품의 

설계 및 디자인에 대한 그 출발점을 소비자의 

필요성과 기호의 파악, 사용 제품의 불만점 

파악과 개선에 두고 있었으며 이들에 대한 

체계적 연구에 역점을 두어 왔다. 최근에 

와서는 상이한 시장의 욕구 및 특성에 따라 

시장 세분화（Market Segmentation） 하여 각 

시장 욕구에 따른 제품 개발 정책을 채용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판매된 제품이 일상 

생활에서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지를 

연구하여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즉, 제품을 단순히 물건으로 보지 않고 

'소비자에게 만족을 주는 것'으로 규정하여 

이를 제품 디자인의 출발점으로 삼아 판매 후 

그 만족과 불만의 수준 및 내용을 체크하여 

다시 반영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에 있어서 소비자 정보를 

수집하는 기본적인 조사 모델은 그림 5와 

같다.

기업인들은 보다 많은 제품을 소비 

대중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구매 행동의 

유형이나 구매 상황에 대한 접근 방법을 

기반으로 소비자의 분류 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를 끊임없이 실행해 왔고 소비자 

형태를 파악하려고 진력해 왔다•⑪ 이러한 

상황에서 디자이너는 엔지니어링과 생산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제반 문제점과 

마케팅 및 소비 대중의 취향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이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게 

된다.

1• 제품 테스트에 의한 평가

미국의 실증적 연구에 의하면 선별된 제품 

디자인의 착상 가운데 양산 시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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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디자인 개발을 위한 소비자 정보 수집의 기본적인 조사 모델

〈표1〉제품 테스트의 분류

제품의 Type

후보제품이 정해져 있음 속성의 조합에 따라 새롭게 개발

평
가
방
법
 

대
상
자
의

비 皿
비교 테스트 

연속 테스트
Conjoint 분석

非비교 Monadic Test
현재는 거의 사용되는 수법이 

없음

이루어지는 테스트 단계에까지 이끌어지는 

것은 1/30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제품 디자인의 착상은 대부분 그 도중에서 

소멸해 버리고 만다는 것이다.

제품 기획에서부터 시작해서 양산 시작까지 

살아 남는 제품에 관해서는 그때까지 쏟은 

최종적인 노력을 허사로 하지 않기 위해서도 

시장 도입을 전제로 한 신중한 테스트가 

행하여진다.

제품 테스트는 단순히 사내（社内） 사람들을 

대상으로 행하는 것도 있고 또는 앞서 말한 

Home-Use-Test에 따라 고객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리차드 B.뱃셀（Richard B.Batsell）에 의하면 

제품 테스트의 수법은 다음의 4가지로 

분류된다고 한다•⑫

1）모나딕 테스트（Monadic Test）

이것은 가장 단순한 테스트 수법으로서 

한가지 제품을 몇 개의 대상자군（群^ 

제시해 그것을 평가받는 방법이다. 그리고 각 

대상군마다 측정된 평가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정하고 그 제품의 목표층으로서 가장 

유력한 세그멘트 （segment）를 찾아내 그것에 

맞추어 개량 개발을 추진한다.

2）비교 테스트

한 사람의 대상자가 2가지 이상의 제품을 

비교•평가해 그 가운데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 

방법을 취한다. 평정의 측정치는 모나딕 

테스트와 같으나 신제품과 기존 제품이란

--- -f

2가지 제품을 나열해서 비교시키는 점이 이 

방법의 특색이다.

3）연속 테스트

이것은 시퀀셜 모나딕 테스트（Sequential 

Monadic Test） 라고 하는 방법으로 모나딕 

테스트와 비교 테스트의 중간적인 성격을 

갖는다. 우선 하나의 제품을 사용하여 일정 

기간을 경과한 후에 별도의 제품을 

시험적으로 사용해 최종적으로 2가지 제품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 그 테스트는 생활자의 

제품 사용 실태에 맞춘 테스트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 특징이며 앞의 Home-Use-Test와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4）콘죠인트（conjoint） 분석

이 방법은 앞의 3가지 방법과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고 방법에 근거하고 있다. 앞의 

테스트는 2가지 이상의 후보 제품이 있고 그 

가운데서 가장 유망한 것을 선택한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콘죠인트 분석에서는 최종적인 결론은 유망한 

제품의 선정에도 다분히 있지만 본래의 

목적은 제품이 가진 속성（특징, 기능 등）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명확하게 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조합시키면 호감이 가는 제품으로 

되는가라는 문제에 적응시킨 방법이다. 

위에서 말한 이들의 제품 테스트는 제품의 

타이프, 대상자의 평가 방법에 기인하여 

표1과 같이 분류된다•⑬

2• 테스트 마케팅에 의한 평가

테스트 마케팅（Test Markeiing）은 주의깊게 

선택되고 비교적 좁게 한정된 시장에 대해서 

일정 기간 광고와 캠페인을 실시하고 동시에 

통상 유통 경로를 통해서 제품을 판매해 

보는 것에 의해 ①해당 제품의 판매 예측, 

②해당 제품에 대한 마케팅 전략이나 마케팅 

믹스⑭의 효과를 측정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하여진다. 그•때 판매 경로나 

최종 사용자의 제품에 대한 평가를 얻어 해당 

제품 디자인의 개량•개선에 활용해 차기 

제품의 제품 기획에 반영한다. 테스트 

마케팅을 실시하는 것은 많은 경비가 

소모되므로 미국에서는 좀 더 적은 경비로 

테스트 마케팅을 대신하는 세일즈 웨이브 

테스트（Sales Wave Test）를 행하는 

방법도 사용한다. 이 테스트는 대상 제품의 

고객 세분화로부터 100〜200명의 대상자를 

선정해 그들 대상자의 가정에 해당 제품을 

사용시킨 후에 그 제품을 구입할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를 물어 만약 구입 의사가 

있으면 실제로 제품을 판매한다. 이 경우에 

해당 제품에 대한 평가도 함께 청취함으로써 

테스트 마케팅의 경우와 같이 제품 디자인의 

개량 개선에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3. 시장 도입 후의 제품 디자인 평가

제품이 시장 도입된 후 판매점이나 

사용자로부터 제품 디자인의 평가를 득하는 

조사는 자주 행하여지고 있으나 이러한 

정보는 해당 제품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차기 

제품（해당 제품의 개량도 포함해서）을 위한 

피드백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시장 도입 후의 조사는 경쟁 시장에서 

실제 판매를 통해 다수의 사용자에 의해 

사용된 후의 평가이므로 질 높은 정보가 

얻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시장 도입 후의 

제품 디자인 평가 조사는 대상 제품의 사용자 

조사와 거의 같은 내용이다.

1） 대상 제품의 사용자 조사

대상으로 하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을 선정하여 직접 제품에 대해서 평가를 

얻는다. 통상 사용자 조사의 항목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①구입 경위（구입 동기,구입처 등） 

②사용 실태（사용 장소, 시기, 시간, 사용자, 

사용 빈도, 사용 회수 등）

③제품 평가（제품 특성이나 제품 

bene命의 평가, 불만점 등）

④디자인 평가（디자인 특성의 평가, 불만점 

등）

그밖에 사용자 특성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고려된다.

①인구 통계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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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개인 특성（성•연령•직업•학력 등）

b）세대 특성（가족수.주거 형태.소득•소유 

제품 등）

②라이프 스타일 특성⑮（AIO나사회 경향 

등의 라이프 스타일 변수에서 선택해 

이용한다.）

사용자 조사 결과는 제품 평가, 디자인 

평가를 단순하게 집계해서 해당 제품의 

사용자가 어떠한 제품 디자인 특성에 호의를 

갖고 있는가를 보는 것 외에 인구 통계학적 

특성이나 라이프 스타일 특성과 크로스 

집계를 해서 보다 선명한 사용자 속성을 

얻어낼 수가 있다. 그것에는 우선 해당 제품의 

제품 디자인 특성에 대한 싫고 나쁨 등에 

따라 대상자를 미리 그룹으로 나누어서 

그들 그룹마다 인구 통계학적 특성이나 

라이프 스타일 특성을 크로스 집계해 

그룹간의 차이를 찾아낸다. 이렇게 함에 따라 

제품 디자인 특성의 좋고 나쁨 등에 대한 

선호도가 사용자 특성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알고 이에 따라 특정 세그멘트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품이 

필요한가를 알게 된다.

2） 베니피트（Benefit） 구조 분석

제품 디자인 특성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기존 제품을 개량하거나 기존 제품의 

연장선상의 제품을 탐색해 내는 방법의 

하나로 베니피트Benefit） 구조 분석이 있다•⑯ 

이 방법은 해당 제품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행한다.

①대상으로 하는 제품의 특성을 적어낸다.

대상으로 하는 제품의 특성 및 베니피트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얻어지는 편익）를 

50항목 정도 열거한다. 예를 들면 칼라 TV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된다.

a. 제품특성

• 14 인치

• push식, dial식 채널 선국 방식

• 음성다중

• 박형

b. 제품 베니피트

• 들고 운반할 수 있다.

• 색상이 잘 어울린다.

• 실내에 조화하는 형상 등.

②대상제품의 사용자에 그 제품을 사용한 

시기, 장소를 묻는다. 사용 빈도가 많은 

제품에서는 전 날의 사용에 관해서 질문한다・

③대상 제품을 사용한 경우, 앞에 열거한 

제품 특성, 제품 베니피트는 필요했던 것인가 

또는 만족한 상태였던 것인가를 질문한다. 

제품 특성이나 제품 베니피트의 필요도는 

「꼭 필요（4점）」,「조금 필요（3점）」,「그다지 

필요없다（2점）」,「전혀 필요없다（1점）」의 

4단계 평정 척도만 이용해 측정한다. 또

〈표2〉D득점을 구하기 위한 평가 매트릭스（예）

•제품특성（또는 Benefit）: 들고 운반할 수 있다.

필요도 만족도 아주불만（1） 조금불만（2） 어느정도만족（3） 매우만족⑷ 합 계

꾝 필요 ⑷ 34 26 27 109 196

조금 필요 （3） 23 30 25 20 98

그다지 필요없다 （2） 22 15 • 13 6 56

전혀필요없다 （1） 108 13 10 12 143

합 계 187 84 75 147 493

평균 :필요도 2.70, 만족도 2.36

필요도 마이너스 만족도* （a） —3 -2 -1 0 +1 +2 +3
대상자수 （b） 12 16 46 257 79 49 34

*여기에서의 수치는 이를테면「필요도 마이너스 만족도」가 一3으로 되는 것은「전혀 필요없다（1점）」마이너스 

「매우만족（4점）」의 경우이고 이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매트릭스에서 12인으로 된다. 마찬가지로 0으로 되는 

것은 위의 매트릭스 대각선상의 우측상에서부터 좌측하로 더한 사람 수로 된다. 이 예에서 D득점의 평균은 다음과 

갈다 2 ab
芭 匕 「丄）득점의 평균—느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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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에 있어서도「매우 만족（4점）」,「조금 

만족（3점）」,「조금 불만（2점）」,「아주 

불만（1점）」의 4단계 평정 척도를 이용해 

측정한다.

④D득점을 계산한다（Deficiency Score）.

제품 특성, 제품 베니피트의 필요도와 

만족도를 단일 수치로서 나타내기 위해 

D득점을 계산한다. D득점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개개의 제품 특성, 제품 

베니피트마다에 표 2처럼 평가 매트릭스를 

만든다.

여기에서 필요도에 관계없이 만족도가 낮은 

제품 특성과 베니피트는 이러한 면에 대한 

대상자로부터의 요청이 강한 것으로 생각한다・ 

실제의 연산작업은 표2의 매트릭스에서 각 

대 상자마다에 D득점 = 필요도 一 만족도를 

구해 그것을 전 대상자에 관해서 평균한다• 

얻어진 D득점의 차가 높을 경우 그 제품 

특성과 베니피트는 대상자로부터 강하게 

요청되어지고 있는 것이 된다.

⑤필요를 충족하는 제품의 탐구

각 제품 특성과 베니피트마다의 D득점의 

평균치는 그림 6의 그래프로 정리할 수 있다.

이 그래프에서 D득점의 평균치가 높고 

더우기 필요도 득점이 높은 제품 특성과 

베니피트는 대상자의 필요가 만족되어 있지 

않다고 보여지므로 이 영역의 필요를 

충족하는 제품을 기술면과 디자인면에서 

탐구해 간다•⑰

베니피트 구조 분석의 대상자는 통상 

사용자 조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제품의 사용자가 200명 정도는 필요하다. 

3）베니피트 세그멘테이숀（Benefit

Segmentation）®! 필요

베니피트 구조 분석에 의해서 고객의 

필요를 만족시켜 제품을 개발하는 방법을 

통해 어느 영역을 목표로 하면 좋은가를 알게 

된 다음에는 그 영역의 제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특성을 가진 고객인가를 명확히 

해 두지 않으면 안된다. 이같은 목적을 

위해서는 베니피트 세그멘트의 방법이 

유효하다•⑱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된다.

①해당 제품의 제품 베니피트를 수집한다.

해당 제품 또는 그 부분에 속하는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얻어지는 편익을 80항목 정도 

수집한다. 베니피트 항목은 앞의 베니피트 

구조 분석에서 이용한 것과 거의 같은 내용의 

것도 좋지만 항목 수는 좀 더 증가시키는 

편이 효과적이다.

②베니피트 항목의 평정

수집된 베니피트 항목을 태도 항목에 

연결한다. 칼라 TV를 예로 든다면 다음과 

같다.

• 들고 운반할 수 있는 것은 편리하다고 

생각한다.

• 칼라 TV는 색으로 선택되어야 한다.

• TV도 가구의 일종이다.

이러한 태도 항목에「완전히 그렇다」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5단계의 선택 가지를 

붙여 대상자에게 제시하여 스스로의 태도를 

표명해 받는다.

③베니피트 항목을 정리한다.

대상자의 평정이 끝난 베니피트 항목은 

통상 항목 정리를 위해 인자분석（Facror 

Analysis）을 행하는데, 대체로 10〜20개 정도의 

인자로 정리된다.

④대상자를 그래프로 나눈다.

대상자의 태도 항목에 대한 회답을 

바탕으로 해서 각각의 대상자가 어느 인자를 

어느 정도 나누어 갖고 있는가를 본다 （인자 

득점의 산출）. 그리고 같은 인자 득점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그래프에 나눈다. （그림 7）

⑤그래프에 포함되어진 대상자의 특성을 

찾아낸다.

각 그래프에 포함된 대상자들이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이들 

대상자들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이나 라이프 

스타일 특성을 조사 항목에 포함해 이들 

대상자 특성이 그래프 마다에 어떻게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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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라이프 스타일은 활동(Activities), 관심(Interest), 
의견(Opinion) 및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서 

성립하고 있는 것이고, 그 머리 영문자를 따서 

시。라 이름 붙이고 있다. 시。는 W.D.Wells, 
D.J.Tigert에 의해 제창된 기법으로서, 라이프 

스타일의 파악에는 시。의 변수를 7단계 척도에 

의해 평정해 받아 결과를 인자 분석 수법을 

이용해 라이프 스타일의 기본 인자를 득한다. 

다시 첨가하면 시。변수의 개인의 성격 

(Personality) 가운데 특성을 포함해•분석하는 

수법은 싸이코그라픽스(Psycqgraphics) 
어프로치라 한다.

16. 상게서, p. 214
17. 상게서, p. 216
18. 상게서, p.2i7

있는가를 본다.

여가까지 설명으로도 알 수 있듯이 

베니피트 세그멘테이션과 베니피트 구조 

분석과는 불가분의 관련이 있다. 베니피트 

세그멘테이션을 위해서는 대상자를 몇 가지 

세분화로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비교적 

다수의 조사 대상자(최저 500명)가 필요하다.

V. 맺는 말

디자인의 역할은 사용성의 향상은 

물론이거니와 상징적, 심리적 측면을 포함하여 

생활 속에 있는 인공물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체계화시켜 가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제품 평가로서는 제품이 갖는 물리적 

조건과 심리적 조건에 대한 종합 평가로서 

포착되어야 하는 것이다. 더우기 제품의 

조형은 제품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적 가치 

구조의 매개 변수로 생각할 수 있다. 디자인의 

창조 활동을 구체적으로 추진시킴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혁신(innovation)의 

방향성 파악이라 할 수 있다. 이 방향성은 

개인, 개인 감성, 생활 경험 등에 따르며 또한 

사회 환경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사용자의 생활 감각은 디자이너의 

오리 엔테 이 션 (orientation)하는 방향으로 

판단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디자이너의 

오리엔테이션 기능은, 다시 말하면 생활 감각 

이노베이션 (innovation)을 제공하는 방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이노베이션을 환기하는 것 

(방향과 양을 갖는 vector)을，매력，이라는 

말로 정해 놓고 소비자가 갖는 '매력'이라는 

것을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실험을 한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다변량 해석 수법을 

이용해 분석해서 의미성, 이미지성, 경제성, 

기능성의 각 차원에 있어서 평가 구조 및 각 

차원을 통합한 평가 구조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조사에서 얻어진 평가 척도의 

제안은 각 기업에 있어서 상품의 기초적인 

조형 컨셉트 확립을 위한 자료 및 제품 

개발시 커뮤니케이션의 한 방편으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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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정보

굿 디자인 심볼 마크의 작성 배경

문수 근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주임연구원

배 경

한국 디자인 포장 센터에서는 산업계나 일반 

소비자들의 디자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산업 디자인의 개발과 

제품의 부가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금년부터 일부 상품에 한하여 우수 디자인 

상품 선정제(GD마크제)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우수 디자인으로 선정된 상품에 

대해서는 “굿 디자인(Good Design) 마크를 

부여한다.

GD 마크제는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이익을 줄 뿐 아니라 상품을 신뢰하는 사회적 

풍토 및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 그 의미를 찾아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제도를 이미 일본(굿 디자인 

선정제)이나 자유중국(우량 설계전), 

이탈리아〈Quality Award), 호주(Australian 

Award), 및 영국(Desiqu Council Award) 

등지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디자인 개념

굿 디자인의 일반적 개념은 시각적

1985
G(OD DE이 GN

디자인 : 문 수근.이 재원

측면에서의 그 주제나 목적 이념을 상징하는 

집약된 하나의 이미지 표출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쉽게 인식되어질 요소와 가벼운 

충격과 국제적인 지각 효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굿 디자인의 이미지는 복합적이고 추상적 

개념으로서 그 개념을 그림으로 

압축시키기에는 곤란하다.

객관적으로 문자는 그 자체가 목적을 

분명하게 전달, 표현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3것을 좀 더 조형적으로 강화해 

줌으로써 그 전달이 훨씬 용이하게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독성, 인식도, 국제적인 지각 효과 

등을 고려할 때 문자로서 굿 디자인의 

이미지를 표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영문자의 이니셜(Initial)인 G와 D를 

조합한 GD마크는 원안에 대각으로 위치되게 

하여 가벼운 운동감과 함께 강렬한 문자의 

효과 및 이념의 의지를 주게 하였다.

연도별 굿디자인 심볼마크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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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디자인 관련단체 및 굿디자인 심볼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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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정보

우수 디자인 상품 선정제 - GD 마크제

조 영 상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연구원

한국 디자인 포장 센터에서는 금년부터 

우리 나라의 공산품중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품을 대상으로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을 선정 장려하는 

「우수 디자인 상품 선정제（약칭 GD 

마크제」를 실시한다.

관련업계와 소비자의 이해를 돕고자 

GD 마크제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

실시 배경

우리 나라 상품의 디자인 수준이 선진국에 

비하여 크게 뒤떨어져 있음은 한국 무역 협회가 

1983년 6월 우리 나라 상품을 수입하는

각국의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우리 나라 상품의 디자인이 타국의 상품보다 

우수하여 구매한다”고 한 답은 불과 

2.4%뿐으로, 우리 나라의 상품을 구매함에 

있어 디자인 측면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구매가 절대적이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이 낙후된 상품의 디자인 수준은 

과거 값싼 제품을 대량으로 수출하여 수출의 

신장을 꾀하던 때와는 달리 수출 타산성이 

맞는 고급품을 수출하는 데에는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선진 제국의 각종 수입 규제 조치와 

신흥 공업국들로부터의 강력한 도전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출을 통한 경제 

발전을 이룩해야만 하는 우리의 실정과 금년 

하반기부터 확대되는 수입 자율화 정책을 

감안할 때 우리 나라 상품의，디자인 수준， 

향상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국내 

유일의 디자인 및 포장 분야의 진흥 정책 

기관인 당 센터에서는 디자인 진흥 정책의 

일환으로 선진국의 예를 참고하여 GD 

마크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GD 마크제란?

GD 마크제는 국내 공산품 중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을 선정하여, 그 우수성을 

인정하는 GD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로 1년에 

1회 실시하며, 그 실시 목적과 추진 방법은 

다음과 같다.

1•실시 목적

일반 소비자 및 생산 유통 관계자로 하여금 

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진작시키고, 

산업 전반에 걸쳐 산업 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여 상품의 디자인 수준 향상을 기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국민 생활의 질적인 향상을 

기하는 데 있다.

2. 선정 대상

국내 공산품 중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품을 전기•전자부문, 주택 •설비 부문, 

사무 기기（문구류 포함） 부문, 완구 부문, 

아동용구 부문, 일용품 부문, 레저 •스포츠 

부문, 운송 장비 부문 기타 잡화 부문 등 

9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각 부문별 

세부 품목은 매년 GD 마크제 운영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심사 기준

1）외관 : 외관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종합적으로 아름답게 구성되어 있으며 

독창성이 있을 것.

2）기능 :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성, 

사용상의 편리성•및 유지 관리상의 용이성 

등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을 것. •

3）품질 : 적절한 재료를 유효하게 사용하여 

해당 상품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품질 

수준을 충분히 충족 시킬 것.

4）안전성 : 사용시 사용자에게 위해가 없을 

것.

5）기타 : 대량 생산에 적합하며 가격이 

합리적일 것.

4. 신청 방법

GD 마크 획득을 위한 선정 신청은 해당 

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사람만 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당 센터 소정 양식에 

의한 신청서, 상품 설명서, 상품 목록표와 

품질 검토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상품과 함께 당 센터에 제출 신청한다. 

위에서 품질 검토에 필요한 서류로는 해당 

상품의 KS 표시 허가증 사본, 품질 관리 등급 

사정증 사본 공공 검사 기관에서 실시한 

품질 검사 성적서 등이며, 이 중 한 가지만 

제출하면 된다.

5. 선정 심사

선정 심사는 디자인 분야 및 기타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 1차 

심사위원회 및 2차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심사와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차 심사는 신청된 모든 상품을 대상으로 

외관과 기능적 요소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며, 

2차 심사는 1차 심사에서 선정된 상품을 

대상으로 하여 품질 확인 및 종합적 관점에서 

실시하여 “우수 디자인 상품”을 선정한다.

6. 선정품의 특혜

1）선정증 교부 : 선정된 상품에는 “우수 

디자인 상품”임을 증명하는 선정증을 

교부한다.

2）GD 마크 사용 : 선정된 상품에는 “GD 

마크 사용 규칙”에 의거, “우수 디자인 

상품”임을 나타내는 GD 마크를 2년간 

사용할 수 있다.

3）선정품 홍보 : GD 마크제 및 선정품의 

보급과 홍보를 위하여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며, 선정품은 서울과 지방의 대도시를 

이동하여 일반인들에게 전시한다.

7• 기타 사항

선정된 상품의 신청인은 해당 상품과 함께 

상품 사진, 규격서, 도면, 색 견본을 당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자료는 당 센터가 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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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 자유중국一 타이완 디자인 어워드 상품（양변기） 

하 . 오스트레일리아 : 디자인 어워드 상품（ 타올걸이）

변화와 다양화하는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특색있는 우수한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절실함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이와 같은 우수한 상품의 개발은 관련 

업계의 노력은 물콜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소비자들의 디자인에 관한 인식과 

우수한 상품을 선택하는 안목이 높아져야만 

이룩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GD 

마크제의 실시는 산업계에는 “디자인 개발 

촉진”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며, 

소비자들에게는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 

（GD 마크 상품）”을 실제로、볼 수 있도록 

하여 구체적인 상품 선택의 안목을 깊게 ' 

함으로써 국가 산업의 발전과 국민 생 활의 

질적인 향상을 유도하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실시 효과로는 첫째, 업체는 GD 

마크의 취득으로 상품의 신뢰도와 부가 

가치를 높여 마케팅 활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둘째, 소비자는 GD 마크 상품을 

선택함에 따라 다종다양하며 변화가 심한 

신제품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예기치 

않던 손해나 위해를 방지 할 수 있음은 

물론 우수한 상품의 사용으로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세째, GD 마크 상품은 

산업계와 일반 소비자들의 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고취하여 디자인 분야의 

발전을 위한 환경인 조성되는 것 등이다

4. 결론

GD 마크제가 처음으로 실시됨에 따라 

그 정착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당 센터의 노력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따라서 당 

센터와 관련 업체가 일체가 되어 

단기적으로는 이 제도의 개선과 소비자들에 

대한 홍보에 힘쓰고, 장기적으로는 우수한 

상품을 개발하여 소비자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리라 본다 ■

보관하여 GD 마크제 및 디자인 연구의 자료로 

활용한다. 또한 당 센터는 선정품의 생산, 

판매, 유통 과정 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하여 GD 마크 표시 상품의 사후 

관리를 한다.

3. 실시의 의의

우리 나라 상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디자인 수준 향상”을 

통하여 급속한 기술의 진보 및 생활 환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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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만이 가지고 있읍니다?9

한국디자인포장센터에서는 1984넌부터 

다자이너의 권익보호 및 유대강화를 

도모하고 디자인 전문활동을 보호 - 육성 

하고자 현재 각 분야에서 활동중인 디 

자이너의등록을실시하여 총558명 （시 

각디자인부문231명, 공예부문 151명제 

품및 환경디자인부문176명） 이 등록을 

필한바 있읍니다

전년도에 이어 ；85 년도 다자이나등록을 

별첨과 같이 실시 하고자 하오니 등록대상 

디자이너 전원이 참여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 

니다.

등록신청접수기간
1985년 4월 1일〜8월 31일

접 수 처

서울특별시종로구연건동128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산업 디자인 개발부 
（762-9130 9462）

등록신청서배부처

가•서울 : 한국디자인포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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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록 부 문

가.시각디자인

나•공예

다제품 및 환경디자인

구 비 서 류

가•등록신청서 （소정 양식）..................................1부
나•증명사진（천연색 3cm X 4cm）........................... 3매
다•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라경력 및 재직증명서 1부 및 기타증빙자료

등 록 자 격

（경력환산기준 : 85.8.31）
가•대학또는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등록부문의 각 항에 

해당하는 분야（이하 “디자인분야”라 한다）에 관한 과 
정을 졸업한 자로서동 분야에2년이상 종사하고 있 

거나 종사한경력이 있는자.

나•대학또는동등이상의학교에서 디자인분아에 해당 

하지 아니한 미술에 관한 과정을 졸업한 자로서 동 분 

야에 4년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전문대학 또는동등이상의학교에서 디자인분아에

관한 과정을 졸업한 자로서 동 분야에 3년 이상 종사 

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전문대학또는 동등이상의학교에서 디자인분아에 

해당하지 아니한 미술에 관한 과정을 졸업한 자로서 

동분아에 5년이상종사하고 있거나종사한 경력이 있 

는 자

마•고등학교또는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디자인 

분야에 6년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바•디자인분아에 1。년이상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 

력이 있는 자
사•대한민국 산업디자인 전람회 및 지방산업디자인 전람 

회의 초대작가 및 추천작가.

등록자에 대한 특전

가.전문디자이너로서의 기본자격인정 및 공지

나.디자이너 등록증, 등록카드 및 명부 발급

다•「산업디자인」지 기증（격월간, 연6회）
라. 디자인 정보•자료의 제공 및 교류

마• 취업 정보 중계

바•주요정책사업의 참여 추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기 접수처로 문의바랍니다.

茹 한국□자은포장선!터
、名'KOREA DESIGN & PACKAGING CENTER



디자인정보

공기 역학적 승용차 스타일에 관한 역사적 고찰

이 현 주 기아산업 디자이너

1 •서론

최근 자동차 산업계에서는 연료 소비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공기에 의한 주행 

저항에 관심을 갖고 자동차의 스타일을 공기 

역학적 성능에 유리하도록 개선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공기 역학은 주행 

성능에 있어 주요한 요소인 동시에 자동차 

미학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그 영향은 

실체적인 것으로서 스타일과 역학에서 

명백하며, 그 양상은 진동, 소음 및 주행중의 

안락함에서 알 수 있다.

자동차가 주행시에 받는 저항은 기계적 

마찰 저항과 공기 저항으로 구성되는데, 

저속에서는 기계적 마찰 저항이 보다 큰 

영향을 미치지만 약 69km/h 이상의 

고속에서는 공기 저항이 급속히 증가한다. 

따라서 정상 주행 속도가 60km/h를 넘는 

승용차와 같은 차량은 공기 역학적으로 

효율성 있는 형상, 즉 “매끄러운”형상을 

설계하는 것이 주행 저항 개선에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공기 역학을 자동차에 적용하려는 의도는 

자동차가 수레라는 개념에서 탈피된 무렵부터 

시도되었으나 공역학의 이론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적용한 최초의 차는 1921년 

에드몬드 럼플러(Edmond Lumpier)의 트로펜 

웨곤(Troppen Wagon) 1040A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공역학적 승용차 스타일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다음과 같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2•스트림라인(Streamline)의 탄생

공역학은 자동차가 수레(carriage)라는 

개념에서 탈피된 무렵부터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자동차가 아직 속력을 요구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당연히 공역학의효용에 대한 

큰 관심이 없었다.

자동차 디자인 분야에서 최초로 공역학을 

실체화시키려던 노력은 유럽에 자동차 경주 

시합이 소개된 시기로부터 비롯된다. 이러한 

초기의 자동차 스타일은 주로 스타일리스트의 

미적 감각에 의존했다. 제한된 동력으로 높은 

속력을 얻으려면 가장 효과적이고 간단한 

방법이 공기 저항을 감소시키는 일이다. 

결과적으로 초기의 공역학은 공기 저항에 

관한 연구를 뜻했으며, 차체 형상에 대한 

연구는 공기 저항 감소책의 측면에서 

추진되었다. 또한 공기 저항을 최소로 하는 

형상이 수적형(水滴型 : water drop)이라는 

결론에 따라 그 당시의 모든 유선형 시작차의 

스타일은 이러한 과제에 그 기반을 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타이프의 자동차가 훌륭한 

공력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실용적인 승용차를 디자인하는 단계까지 

도달하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당시는 

자동차를 기능공에 의한 수공 생산 방식으로 

제조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2

자동차 디자인에 공역학의 이론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적용한 최초의 시도는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1921년 에드몬드 럼플러가 

만든 Troppen Wagon 1040A이다. 트로펜 

웨곤은 차체 위 아래의 단면만이 유선형의 

모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유선형 자동차란 

말은 완전히 정확한 표현이라 할 수 없다. 

럼플러에 의해「베를린 자동차 전시회」에서 

선보인 이 자동차는 매우 큰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차체의 모든 요소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기존의 승용차에서도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즉, 심하게 만곡이 진 지붕면과 

차체의 옆면으로 통해 있는 앞창 등은 

호르호와 빈트호프가 만든 실내 조종식 

리무진과 같은 모습이고 중앙 밑에 설치된 

헤드라이트는 노이만 네이터가 설계했던 

한자사(社)의 외눈거인 차의 모티브를 딴 

것이다. 그리고 수평으로 설치된 흙받이도 

이미 1913년 이탈리아의 차체 제작가인 

카스타냐가 기체 역학을 연구하여 알파 

로메오 새시에 적용시킨 것이다•②

이러한 최초의 시도 이후 몇몇의 

공역학적인 차체를 가진 실험적인 승용차들이 

소개되었는데, 그 대부분은 자동차 

디자이너가 아닌 비행기 디자이너와 

제조업체에 의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당시 

자동차의 주류 스타일은 마차와 비슷한 

것으로 기다란 후드(hood) 뒤에 크고 

상자같은 캐빈(cabin)이 있었다.

1920년대의 실험차들은 공역학적인 차체 

디자인의 잇점을 보여주었으나 1930년대에 

이르러 자동차 디자이너들은 유선형을 개발 

개발하는 등 공역학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1922년 Jaray Wagon은 오늘날 유선형 

자동차의 원형이 될 만한 것이었으나 당시의 

생산기술로서는 제조에 곤란한 점이 많았다. 

그러나 자동차 경주의 전성 시대가 되고 

스포츠 자동차의 우수한 기록 등에 의해서 

유선형에의 일반 인식은높아지기 시작하였다.

1930년에 들어와서 설계의 과학 기술이 

커다란 진보를 보았으며 모든 강철 차체는 

프레스 가공이 가능해졌으며 더우기 차체의 

성능도 개선되었다• 특히 속력의 향상은 

자동차 스타일에 있어 커다란 전환점을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전의 

마차형(buggy style)에서 유선형이라 

불리우는 최초의 공역학적 승용차가 탄생된 

것이다•③

1934년 미국의 크라이슬러사에서는 공황 

타개와 GM과 포드사에 대항하기 위해 

최고의 기술진을 동원하여 진실로 

，공역학적인 최초의 자동차，인 에어 

플로우｛Airflow)를 발표하였다. 이 차는 

항공기의 공력적인 선에 대한 연구 결과에 

의해 헤드 램프(head lamp), 펜더(fender), 

그리고 사이드 스텝(side step)이 차체와 

통합되어 있으며 루프(roop)는 차체 후미를 

향해 흘러가 수적형의 외관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오늘날의 소위，패스트백(fastback)'의 

선구자적인 스타일을 갖춘 차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우수한 성능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스타일로서는 너무도 획기적인 

것이어서 판매에는 성공하지 못했다.④

같은 해 히틀러는 설계자 폴셰 박사에게 

100마르크 정도의 값싸고 성능이 좋은 국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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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미국과 유럽자동차 스트림라인의 시대적 변천

설계를 의뢰하였다. 기능과 경제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려면 유선형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얻은 폴셰는 1936년 RR(rear engine, 

rear drive) 방식의 탁월한 형태의 

폴크스바겐(일명 Beede)을 개발해 내었는데, 

이 차는 월등한 기능과 경제성을 갖춘 

소형차의 표본이 되었으며, 1970년대 

중반까지도 베스트 셀링 카로서 생산을 

계속하였다.

역시 같은 해 더글라스 DC-3 항공기의 

새로운 형태는 '유선형=스피드'라는 심볼을 

대중에게 널리 인식시켰고 유선형은 그 

본래의 효과보다도 판매 정책상 효과적인 

스타일링 테마가 되었다.

Airflow, Beede, DC—3 등의 유선형은 

GM과 포드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들도 1935년부터 부분적 유선형화나 전체적 

분위기가 그것에 가깝도록 하는 의사 

유선형(擬似流線型) 스타일을 급속히 

확장시켰다. 예리한 V자형 라디에이터 

그릴(radiator grille), 포탄형 윈드쉴드(wind- 

shie너), 작은 백 윈도우(back window), 짧은 

트렁크 데크(trunk deck)는 이 의사 유선형의 

일반적인 특징이었다•⑤

그 반면 유럽에서는 공역학을 적용하여 

성능을 개선하려는 시도가 진행되었는데 

체코슬로바키아의 Tetra를 필두로 하여 

독일의 Adler 그리고 이탈리아의 Fiat 등이 

좋은 예이다. Fiat 1500은 1935년 

밀라노(Milan)전시회에 발표된 것으로 

초현대적인 유선형 차체 형상으로 매우 

유명해졌다. 이 차체를 디자인한 설계자들은 

당시에는 드물었던 모형 풍동 실험을 

실시하고 7대의 프로토타입을 주행 실험하여 

공역학의 적용을 시도하였다.⑥

3• 전후 유럽 및 미국의 스트림라인⑦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승용차의 스타일은 

긴 침체 상태에서 회복되어 익스프레스웨이 

에이지(Expressway Age) 또는 제트 

에이지(Jet Age)의 출발과 함께 공역학이 또 

다시 유행되었다. 스타일 측면에서 볼 때 

형태의 이상을 추구하는 유선형 스타일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기능적 스타일과는 

대립되었다.

전자는 전후 항공기 산업으로부터 평화 

산업인 자동차 산업으로 전환시킨 유럽의 

자동차 제조업자들에게서 나타난 경향이었다. 

유럽산 차의 스타일은 뒷면이 유선형인 

폴크스바겐의 BeedeO] 그 대표적인 것이었다.

그 당시 흔히 플리트 라인(fleet line)이라 

불리어졌던 그 스타일은 풍동 실험의 결과로 

비롯된•이상적인 공력적인 스타일로 

간주되었고, 전후 유럽의 대중 승용차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반면에 후자는 전후의 대량 생산 체제를 

이룩하려고 노력했던 미국식 차에서 볼 수 

있는 경향이었다. 차실의 전후에 계단을 

만들었던 소위 버스틀 룩(Bustle Look)®은 

공역학에 의한 효율성보다 실용적 가치를 더 

중시했던 당시 미국인들의 기호를 잘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확실히 미국차들은 대형 

엔진을 사용해 큰 차체를 운전하는 데 

효율적이었고 따라서 공역학의 관점에서 외부 

형태에 관심을 기울였던 유럽의 소형차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생산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자동차의 형태에 공역학을 적용시킨 

것은 효율성 증대라는 관점이 아니라 속도감 

혹은 시각적인 효용을 높여 주는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더해 주는 하나의 

패션으로 적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전후의 미국 차에서는 공역학적인 스타일이 

현저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하나의 상품 

이미지로서 제트기로부터 얻어진 공기역학적 

요소를 직접 조형 사상(Mode ling 

Philosophy)에 적용시키는 손쉬운 수단이기 

때문이었다•⑨ 전후 미국 자동차 디자인의 

방향을 결정지었다는 47년 Studebaker는 

Citroen DS 와 유사한 것으로 공역학적인 

요소를 많이 고려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50년형에서는 그 앞부분이 제트기의 공기 

흡입구와 같은 모양이었다. 또한 한 때 

테일 핀(tail fin)이 유행한 것은 테일 핀이 

횡풍(横風)에 효과적이라는 공역학 이론에 

근거해서 나온 것이었으나 사실은 단순한 

패션 디자인에 불과한 것이었다.

유럽에서는 미국의 경우와 달리 특별한 

차를 제외하고는 소형차의 디자인이 그 

주종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소형 엔진에 

있어서 고도의 효율성이 요구되었으며 또한 

생산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는 공역학적 

효과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였다. 따라서 그 스타일은 자연히 풍동 

실험의 결과로서 창조되었다• (그림1 참조)

4. 1970 년대의 스트림라인

전술한 바와 같이 공역학을 응용하면 

고속으로 주행할 때 공기 저항을 

감소시킨다는 원리하에 유선형화가 

추진되어 왔다. 부드럽게 경사진 

패스트백(fastback)은 공기 저항을 보다 적게 

받을 뿐 아니라 미관상으로 훌륭하다. 그러나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릴 때 횡풍을 받게 

되면 바퀴에 대한 제어가 어렵게 되는데,

산업디자인 80, 19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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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실용승용차 및 프로토타입의 저항계수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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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양력(扌昜力) 때문이다 이것은 바퀴가 

도로 지면으로부터 높이 뜨는 현상인데, 

이렇게 되면 자동차 바퀴가 지면에 밀착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자동차 경주 시합의 세계에서는 일찌기 이 

원리를 깨달아 1963년에 웨즈 쉐이프(wedge 

shape)라는 새로운 스타일을 도입하였다.

이것은 노우즈(nose)가 극도로 낮으면서 

백 엔드(back end)의 단면적을 넓혀 주는 

형태인데, 바퀴가 뜨려는 힘에 대항하여 

아래로 향하는 힘을 낼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미드십 엔진(midship 

engine)을 사용하는 경주용 차를 위한 

이상적인 스타일로 생각되었다. 일반 

승용차에도 웨즈 쉐이프(wedge shape)를 

적용한 디자인이 현재 유행이 되고 있지만 

실용차의 경우에는 거의가 프론트에 엔진을 

탑재하므로 극단적으로 노우즈를 낮추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적용이 다분히 조형의 

또 다른 패션 테마에 불과하였다. 경주용 차의 

분야에서는 웨즈(wedge)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었다 예리한 노우즈의 

형태는 급격한 방향 전환에 반응하여 주행시 

자동차의 안전성을 방해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고려된 것이 

바로 블런트 노우즈(blunt nose)였다. 이러한 

스타일은 1970년 경부터 시작되었는데, 

오늘날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확고히 

정착되었다. 더 나아가서는 뒷바퀴를 

도로면에 압착시키는 데 효과적인 

스포일러(spoiler)와 전단 부근부터 차체의 

밑부분으로 공기가 유압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앞바퀴에도 다운 포스(down 

force)를 갖게 하는 저위 스포일러가 

개발되었다. 자동차 경주 경험이 풍부한 

Pore he 는 이 미 스포일 러 가 달린 블런트 

호스(blunt hose)의 경주용 차를 생산하고 

있었으며, 500대의 제한 생산의 신Carrera 

RS의 경우에는 뒷부분에 거대한

테일러(tailer)가 장치되어 있다. Citroen SM 

또한 풍동 실험을 통해 양력이 매우 작은 

스타일이라는 것이 판명되었다. 반면에 양력이 

비교적 작고 횡풍에 대한 안정성이 큰

〈표 2〉공역학적 스타일의 역사

1920년대 Teardrop ________

1930년대
Streamlining Streamlined

Boat tail 
Torpedo style ________

1940년대 Flash side 
3-box style

1950년대 Tail fin siyle

196이년대

Boat deck style
Long nose/short deck
Coke bottle
Fastback

Oval shape
Tumlle home _______________________ __

197이년대 Wedge shape
Crisp look
2-box styl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980년대 Compact, Energy-saving 
Super Aerodynamic

형태는 Citroen GS와 같은 루프(roof)를 가진 

밴 타이프(van type)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5. 슈퍼 에어로다이나믹(Super
A 아” odynamic) 형

차 스타일과 공역학의 관계는 기능적 

요소와 심미적 차원의 양면성을 갖는데, 

자동차는 항공기의 경우와는 달리 감각적인 

면이 우선하여 왔다. 그러나 점차로 안전, 

공해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여 

안전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기능을 중시하기에 이르렀다.

1980년대와 1990년대의 현재 및 미래의 

자동차 경향을 개관해 보면 최근에 발표된 

진보적인 모델들을 공통적으로 소위 

슈퍼 에어로다이나믹(Super 

Aerodynamic)형이라는 유기적으로 커브진 

표면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을고려할 때 미래의 차들은 모두 

유선형이 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나 그것은 섣부른 판단이다. 풍동 실험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즉, 상이한 차체 형태를 사용하면서도 같은 

수치의 저항 계수를 성취함으로써 차체 

디자인에 선택의 여지를 주고 있다. (표1 참조) 

다음의 (표2는 위에서 살펴본 공역학적 

스타일링의 역사를 연대별로 요약한 것이다

6•결론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미래의 자동차 

이미지는 전자 과학과 공역학을 통합시킨 

것으로 돌고래 모양(dolphin in shape)와 

유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미래의 차는 인간과 

기계의 공유 영역을 구현해야 하며, 운전자에게 

융통성있게 반응해야 하며, 개개인의 

분위기를 창조해아 한다 즉, 자동차는 단순히 

교통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조화해야 하며, 인간의 감수성에 호소해야 

하는 것이다」

산업 디자인의 타분야에 비해 자동차 

디자인은 유행에 민감한 분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실은 새로운 과학 기술의 

도입과 함께 단계적으로 진보되고 있다. 

현대의 디자이너는 과학적 

디자인(scientific design)을 향해 노력해야 

한다. 산업 디자이너의 역할은 단순히 

구매자를 매료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과 

기계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자동차는 운전되어지기 위해 만들어진다. 

따라서 자동차 디자인은 움직이는 차량의 

필수적이며 유기적인 개선, 즉 인간의 감성에 

호소하는 다이나미즘과 미를 내포한 개선을 

통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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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정보

NCR의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전략
一디자인 언어의 개발과정一

JJ•레인프랭크 III

NCR의 산업 디자인 전략은 기타 

디자인 프로젝트 부문에서 1984년도 

아이디어(IDEA)상을 수상했다. 

그 작업은 NCR과 리차드슨/스미스사 

(Richardson Smith)의 디자인 

스탭진에 의해 이루어진 협동적 노력의 

결과였다• 수상자를결정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은 그 계획을 일컬어 장기적 

제품 정책에 있어 하나의 뛰어난 

예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IDSA(미국 인더스트리얼 디자이너 협회) 

회원인 J•부르스 버딕Bruce 

Berdick)은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NCR의 

시각적 은유법의 메시지는 퇴보적이었고 

이루 말할 수 없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었다. 그래서 리차드슨/ 스미스사와 

NCR의 노력은 이제껏 빈약한 디자인 

해결책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기업을 

구제하는 데 있어, 그리고 1980년대에 

적합한 디자인의 새로운 장을 

제공하는 데 있어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존 레인프랭크(John Rh이nfrank)는 리차드슨/ 

스미스사의 상임 부사장으로서 NCR, Xerox,Texas 
Instrument 그리고 Sperry사와 같은 클라이언트들을 

위해 전략 개발, 디자인 리서어치, 그리고 이용자 접촉 

영역 개발 의 분야를 책임지고 있으며, 인더스트리얼과 

시스템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소유하고 있는 

전문인이다.

1978년 말, NCR측은 리차드슨/스미스사에게 

자기 회사의 산업 디자인을 위한 기업 전략을 

개발시키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함께 그 일을 그들에게 위임했다.

그 프로그램의 목적은 향후 10년이란 기간 

동안 제품 시장과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경향에 대처할 수 있는 첨단의 위치에 

NCR의 산업 디자인이 놓여질 수 있도록 

새로운 디자인의 방향 제시를 위한 획기적 

출발점을 계획하는 데 있었다. 그 세부적인 

완전한 지침의 마무리는 1983년까지 

계속되었지만,그 프로그램은 18개월만에 

완성되었다• 최초의 전략 개발 단계가 끝난 후, 

세부 지침들은 1980년 9월에 일단 

완성되어졌고 NCR의 스탭진은 다시 이것들을 

자체 내의 완전한 보완 과정을 통해서 그 

지침들을 개선시켰다• 바로 이것이 현재 

NCR의 진취적 테크놀로지와 시장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통합적인 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대륙, 서부 유럽 그리고 아시아 전역에 

산재된 개발 그룹과 기업이 보유한 스탭 

(Jtaff)에대한 컨설턴트(consultant)로서 

리차드슨/스미스사는 NCR사가 미래의 

제품을 디자인하기 위한 일종의 언어 개발을 

위한 촉매로서 활약했다.디자인 언어를 

구성시키는 데 있어, 리차드슨/스미스의 

목표는 '깊이있는 구조(deep structu©' 

또는 다음과 같은 디자인 주제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발견해 내는 것이었다.

• 독특하게 표현된 NCR의 기업 이미지.

• NCR의 모든 제품에 적용된 외양 

(appearance)의 강조된 성격의 설정.

• NCR의 대외적 경쟁을 위한 진취적 

기능과 시각적 기준치의 설정.

• 다국적 시장욕구에 민감하게 대처하며 

NCR 자체의 독점적 테크놀로지를 수용.

• 기술적인, 통제적 발전뿐만 아니라 현재 

출현하고 있는 시장의 압박에 적응하기 위한 

개방성과 유연성을 포함시키는 것.

하나의 디자인 전략이란 미래에 있어 

기업의 위치를 유리하게 보장시키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회를 예견하기 위해 

계획되어 온 일련의 디자인상의 규약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기업들은 이러한 

전략을 소유하고 있다• 그것은 단지 문서화된 

것이거나 쉽게 한 마디로 잘라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끊임없이 시장에서 테스트되고 계속적인 

수정 과정을 필요로 하는 유동적인 것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흔히 하나의 전략은 

시장의 변화 추세와 필요에 반응함으로써 

서서히 점진적으로 진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디자인 전략이란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이나 계획자들에 의해 깊이 인식되어 

소비자와 사용자 그룹의 기대치를 창출해 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상황 또는 필요성이 급격히 변화하는 

곳이거나 경쟁적 잇점이 계속 유지되기 

어 r］운 어떤 환경 내에서는 디자인 전략은 

반드시 끊임없는 면밀한 조사를 필요로 한다.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면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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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델들은 NCR의 기업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전략에서 제시된 디자인 방침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모델들이다.

“디자인 언어를 구성시키는 데 있어 

우리의 목표는 ' 깊이있는 구조' 또는 

디자인 테口｝에 관련된 가장 핵심적 사실을 

발견해 내는 것이었다二

조사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단순한 

반응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미래의 기회에 

대한 능동적 반응쪽으로 선행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디자인 언어로서의 전략

언어에서 쓰이는 은유법으로 디자인 전략의 

내용을 생각해 보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마치 말해지고 쓰여지는 언어와 

같이, 2차원 또는 3차원적 물체들은 내용 

속에 설명된 디자인 요소들의 상이한 조합을 

통해 메시지를 파생시킨다• 디자이너 또는 

디자인 팀의 역할은 다양한 소비자와 사용자 

그룹에 대해 그 자체를 ' 제시(suggest)'하고 

표현 (express)，하는 제품 라인 

(product line)을 위해 대단한 잠재력을 

부여하는 그러한 요소들을 발견해 내는 

일이다.NCR의 기업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전략은 그와 같은 목적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의 잠재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디자인 연구를 

전개하려는 초기의 시도였다• 이 영역에 

속해 있는 후속 작업은 현재 일반적으로 

제품의 이론이라 알려져 있는 또 다른 연구와 

개발 방법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언어에 있어 은유법이 지니는 힘의 핵심은 

의미(하나의 제품)의 단일 사건과 의미의 

시스템(한 제품의 계열 또는 단일 시장을 

목표로 한 제품) 양자를 산출시키는 기회라 

할 수 있다.NCR에 있어 도전은 전체가 

불확실하지만 전적으로 알 수 없는 것만은 

아닌,미래의 시장과 기술적 환경에 있어 넓은 

범위의 제품을 수용하기에 충분히 강인한 

언어를 파생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 리차드슨/스미스사는 일종의 디자인의 

가설에 대한 구체화에 역점을 두고 NCR의 

디자인 스탭진과 협력을 통해 산출된 

상호 개발 프로세스를 제안했던 것이다.

전략 개발 프로세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디자인 전략은 수 년 

동안의 제품 개발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어 

점진적으로 파생된다• 그러나 NCR 프로그램에 

근본적 혁신이라 한다면 18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NCR의 제품 디자인의 거의 모든 방향이 

재수정되었다는 데 있다. 그와 같은 재수정은 

각자의 NCR 스탭 디자이너들이 주어진 제품 

영역과 특수한 사용자 집단과 적용 환경 

내에서 혁신적일 수 있도록 개방된 방법으로 

성취되었다. 게다가 그 프로그램과 디자인의 

접근 방법은 각 지침들의 마치 요리 

백과사전처럼 일일이 다음 행위를 상황별로 

경직되게 지시하느 성질의 것이 되지 않도록 

전개되었다•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디자인의 

방향은 각자의 제품 디자이너 또는 디자인 

팀 자신들에 의해 자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단지 기업의 정책만을 

제시해 주는 것이었다.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NCR의 스탭들과 

함께 리차드슨/스미스사는 가능한 미래의 

제품들과 그들의 디자인 처리 방안에 대해 

많은 시험적인 모델들을 제작해 보았다 

그 방향은 앞으로 있을 연속적인 개발을 위해 

출발점이 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것이라고 

기업측이 동의할 때만이 다듬어졌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가능한 미래에 대해 

동일한 시각을 공유하게 되었으며,그 시각을 

구체화시키는 데 필요한 개념적 개발의 

예들로서 전략 모델들을 사용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전략은 응가지의 잘 규정된 단계로 

발전되었다. 그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보의 근원 : 질적인 시장과 테크놀로지에 

대한 지식의 근원은 NCR의 외부적 경향에 

대한 통찰에 의해 마련되었다. NCR의 진보된 

개발에 대해 철저히 논의하는 과정에서, 생산, 

정책, 계획 관리 그리고 판매 조직에 대한 

정보를 통해 그 프로그램을 통한 현실 목표의 

명확한 청사진이 디자인 팀에 주어졌다. 

내외부적 관점들이 조화되어졌고 일차적 

결론에 도달한 정보의 근원은 중역진에게 

제시되었다. 이와 같이 그 정보의 근원을 얻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역점을 

두었다.

• 소비자/이용자 집단에 대한 현장 관찰과 

인터뷰의 수행.

• 국내 및 국제 디자인의 필요 조건에 따른 

10개년 계획의 수립.

• 경쟁 제품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무역박람회 또는 기존의 노출된 제품을 통해 

향후 10년의 시장 기준치를 설정.

• NCR의 진보된 엔지니어링이 앞으로 

10년 동안 발전되는 데 있어 반영되는 제품에 

대한 자체 감사의 수행.

• 현재의 제품 라인과 개발의 강도 그리고 

취약점에 대한 측정.

• NCR내의 인간 공학 스탭진과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파트의 협력 관계 설정.

기회의 영역 : 정보 근원을 수집했던 팀은 

각기의 제품 및 그래픽 디자이너들을 

포함시키는 데까지 확대되었다. 입안된 계획 

내의 각 제품들은 동일시되었고 대안적 구성 

요소의 구조는 가능한 디자인 기회를 

실험하는 데 사용되었고 실제 디자인 작업에 

관한 현재의 가정이 이루어졌다. 연구 

스케치 개념들이 산출된 후에 팀은 전체 

디자인의 양상이 지침의 영향력을 받아야 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합일점에 도달했으며, 

이러한 예비적인 디자인 관리 요소들을 

구두로 설정지웠다.

기능적인 그리고 시각적 테마 : 디자인팀은 

이 전 단계에서 동일시된 기회들을 전략적 

방향으로서 모두가 실질적 가치를 지니는 

명확히 다른 수많은 주제별 처리 방법으로 

전환시켰다. 이러한 주제별 대안책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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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에서 쓰이는 은유법을 통해 디자인 

전략의 내용을 생각하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보수적이며 비교적 낮은 위험 부담률이 있는 

것에서부터 실험적이고 고도의 위험 부담률을 

지니는 범위에까지 걸쳐 있었다. 모든 잠재적 

방향들은 그 자체 목적을 위한 외관보다는 

오히려 기능적 고려에 의해 좌우되었다.

이러한 과정의 부분으로서, 디자인 스탭진에게 

대안을 제안하는 집약적인 실험 모델링이 

주어졌고 입안된 제품의 상황에 적합한.지의 

여부가 평가되었다• 이제 디자인 팀은 디자인 

언어 요소를 위한 예비적 분류를 수렴하기 

시작했다. 가능한 방법들이 중역진의 심의 

과정을 위해 간단한 실험 모델의 형태로 

제시되었으나 방향 제시에 관한 어떠한 

충고도 주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방향이 

제시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독자적인 

충분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다.

영역의 정의: 리차드슨/스미스사의 

디자인팀과 NCR의 스탭들은 그때까지의 

결과에 대해 철저한 평가를 가했으며,서로 

분리된 주제들의 조합을 통해 적합한 

전체 방향으로 수렴시키기 위한 집약적 

단계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또한 그 팀은 

디자인 관리 요소를 위한 가능성들과 

제품 형태의 기능적 조작에 직접적인 디자인 

연구를 수행했다.

NCR 의 스탭진은 기능적 내용과 시각적 

처리 양자에 중대한 영향력을 지니기 

시작했으며, 전과정은 몇가지의 조화스러운 

시각적 주제들을 수렴하기 시작했다. 

각 단계에서 취해진 간단한 실험 모델들이 

개념들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이 단계의 마지막에서 비로소 일반적 방향이 

굳혀졌다. 그러나 세부사항은 아직도 

해결되지는 않았다.

일관성과 지침 초안 : 리 차드슨/스미스사는 

다소 디테일한 측면까지 전체 방향을 

설명하기 위한 완벽한 일련의 실험 모델을 

완성했다・ NCR 스탭과의 사려깊은 평가회의를 

통해 세워진 방향이 중역진의 평가 회의를 

거치게 되었다. 평가 위원회는 의견을 좁혔고 

이에 따라 2개의 초안으로 작성된 잠정적 

가（假） 지 침 （interim guidelines）들이 

구성되었으며 NCR의 스탭진에 배분되었다. 

그 방향은 전체 디자인 스탭진에 의해 현재의 

필요성에 관해 테스트되었다.예시 제품들을 

사용하여 보다 진전된 방향으로의 모델링이 

조정된 디자인 요소에 따라 계속적으로 

수정되어 갔다.

조정 : 이 단계에서 디자인 팀은 적합성과 

적용 범위를 위한 의견 일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따라서 문제시되거나 해결되지 않은 

모든 디자인상의 쟁점들이 인식되고 기록되어, 

가능한 한 시간과 예산의 제약 내에서 

세부적 모습의 주제가 될 수 있는 해결책이 

되도록 조정되었다• 보충 계획이 마련되면서 

비로소 실제적인 프로그램의 적용 방법들이 

스탭진에 의해 산출되었다• 이 점에서 팀은 

계속 계획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종 인준을 

받았다.

최종 지침 : 최종적인 디자인 방향은 지침 

서류에 서술되어졌다.그 서류의 취지는 

NCR의 전문 스탭진이 그들의 미래 디자인

“디자인 언어가 정보를 이동시키고 

전달하는 상호 작용을 통해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원칙들을 파생시킬 수 

있음이 분명히 밝혀졌다

작업을하는 데 있어근간으로 여길 수 있는 

출발 단계를 제시해 주고자 하는 데있다. 

실행 계획과 더불어 최종 마무리 작업이 

이루어졌다• 지침 원본과 보충적인 시각물들이 

마무리되고 있을 때, 픨요한 부분에 대한 

추가 사항과 수정이 £께 이루어졌다.

이 단계의 끝은 NCR의 개발 담당자들이 

본 지침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지침을 々제 인쇄물로 작성하는 일이었다.

실행 : 단계화된 한 실행 과정은 5년 

동안에 전무한 상태에서 완전한 단계까지 

발전되었다• 이 과정은 NCR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전략의 장기적 특성과 그 대안들 중의 

몇몇은 지금부터 몇년 후가 아니라 바로 

현재에도 적합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반영하게 

되었다. 현재 그 프로그램은 가장 긴장된 

실행 기간 속에 놓여져 있으며 어떠한 

잔존하는 문제점들도 NCR 스탭진에 의해 

해결되고 있다.따라서 각기의 내용들은 

현재와 예기되는 시장과 테크놀로지의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변화 요소들이 

통합되어 오고 있다.

결론과 후속 작업

1980년에 NCR 프로그램이 완성된 후, 

리차드슨/스미스사는 다른 클라이언트를 위한 

상이한 경우에 이러한 방법들을 확대시켜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예를 들면 

Xerox人卜,Texas Instrument人卜 Haworth人｝）. 

디자인 언어가 정보를 이동하고 전달하는 

상호 작용에서 사용될 수 있는 원칙들을 

파생시킬 수 있음이 분명히 밝혀졌다. 

이러한 원칙들의 사용은 언어를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단축시키고, 만족을 

주기 위해 필요한 시장과 기술 정보를 

축적하는 데 보다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 준 것이라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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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미학과 그 방법을 예시한 수정궁

폴크 T. 킬스테트

공작의 정원사에 의해 디자인되고 

17주에 걸쳐 건립된 그 모듈러(modular) 

건조물 즉 조립적(prefabricate) 요소와 

유리벽들은 현대 미학과 그 방법을 

예견한 것이었다

영국 빅토리아 왕조의 산물인 수정궁(Crys씨 

Palace)은 이전에 건립되었던 어떤 

건물보다도 가장 영향력 있는 건물의 

하나였다. 구조에 있어 혁신적이고 그 기능에 

있어서도 완전히 새로우며 또한 독특한 

형태와 그것들이 통합되어 구체화된 새로운 

건축 양식은 판테온(Pantheon)과헤지아 

소피아(Hagia Sophia)와 애보트 

슈거 (Abbot Suger) 의 세인트 데니스(St. 

Denis) 등과 같은 뛰어난 건축물들과도 그 

위치를 같이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초기 

건축물들로서는 예외적인 기능적 요구가 그 

당시의 구조적인 실용성을 확대시킨 

세련된 디자인의 수정궁을 만들었다 그 결과 

형태와 미학에 있어 하나의 건축적 기념비를 

야기시킨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수정궁을 건축으로서가 아닌 단순히 건조물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들의 눈에는 

그것은 양식이 없고 장식이 결여된 것에 

불과했기 때문이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벽 

표면의 애매한 처리를 강조하는 나무 또는 

대리석으로 된 육중하고 기념비적인 형태의 

건조물에 익숙해져 있었다.

오늘날 건축가들과 예술 사학자들은 

아이로니컬하게도 바로 그러한 빈약한 양식적 

효과 때문에 수정궁을 높이 평가한다. 그것은 

20세기 초의 '산업 미학'과 인터네셔널 

스타일(international Style)의 형태적 

명확성을 예견하는 것이었다. 그와 같은 

형태적 양상에 대한 그 당시의 평가는 

수정궁의 구조적 혁신이 그 형태가 보여주는 

것 이상으로 현대적 의미를 예고한 사실을 

경시했던 것이다.

수정궁은 원래 제1회 만국산업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 

1851년 런던의 하이드 파크에 세워졌다. 드봉쉬 공작의 

정원사인 죠셉 팍스톤에 의해 디자인된 그 구조체는 

현대 건축이 지니고 있는 심미성과 더불어 이 양식을 

가능하게 한 실체화된 많은 건조 방법에 있어 구조적

수정궁은 저】1회 만국 산업 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 1851년 런던의 하이드 

파크(Hyde Park)에 세워졌다. 그것은 

1852년에 철거되어 후에 시든햄 힐(Sydenham 

Hill)의 동쪽 언덕에 재건되었는데, 그것은 

재건된 1854년부터 1936년의 우연한 화재 

사고로 파괴되기까지 그곳에 서 있었다. 그 

곳에서 그것은 오락의 중심지로서 또한 

예술과 과학을 전시하고 연주회와 만찬이 

열리는 장소로서 4세대 동안 봉사했었다.

최초의 하이드 파크의 건물은 그 당시 

문명의 테크놀로지가 할 수 있는 모든 

산물들이 전시된 굉장히 넓고, 자유로운 

간막이로 된 내부 공간을 구획해 놓았다. 

그것의 설립 착상은 그 당시 고급 

관리이면서 자유 무역과 굿 디자인 운동의 

열렬한 옹호자인 헨리 콜(Henry Cole)이 

제안한 것이었다. 그 뒤 앨버트(Albert) 

왕자에 의해 승인되고 왕립 예술 학회(Royal 

Society of Arts) 의 지원을 받았다. 바로 

혁신을 예고한 것이었다. 1851년 6월 14일자 런던 

뉴우스(London News)지에 실린 삽화를 통해 보이는 

수정궁은 그것이 세워진 장소와 배경을 잘 이해시켜 

주고 있다.

그 건물의 디자이너인 죠셉 팍스톤(Joseph 

Paxton)은 1826년 이래 드봉쉬 공작(Duke of 

Devonshire) 의 정원 관리인으로 근무해 

오고 있었던 한 농부의 아들이었다 이러한 

그의 신분은 궁극적으로 그가 헨리 콜, 

앨버트 왕자 그리고 왕립 예술 학회 회원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주었던 것이다• 

팍스톤은 비록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유기체에 대한. 천재성을 지니고 있었다. 

수정궁을 위한 그의 디자인은 그로 하여금 

작위를 받게 하였고 그로 인해 마침내는 

하원의원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거의 개막일 1년전인 1850년 3월 13일, 

위원회는 박람회 개최를 위한 건물에 대한 

공개 공모를 발표하였다. 공모 요강은 그 

건물이 18에이커 부지 위에 단층의 내화 

자재로 지어져야 하고 지붕으로부터의 

완전한 조명 시설, 분해와 확장이 가능한 

조립식의 빠른 건조성, 배열에 있어서의 

단순성 등과 같이 이 설비의 자재와노동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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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1년 3월 16일자 'Scientific American'지에 실린 

동판화로 나타난 수정궁의 메인 홀이다. 여기서 나타나는 

구조적 요소는 대들보(girder : 지붕 아래쪽의)와 

사선적인 횡버팀대(수량의 옆에 있는)이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은 명백한 가시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구조적 

요소를 안보이게 감추는 그 당시 빅토리아 시대의 

건축과 좋은 대조를 이룬匚匕 그 자체가 구조적인 혁신인 

이랑과 고랑형의 지붕 구조를 통해 둥근 지붕을 지닌 

중앙 수랑의 윗부분이 보인다.

길이 12피트 높이 108피트였다. 1840년 당시 

영국의 총 유리 생산의 1/3에 해당하는 양인 

的만평방 피트의 판유리가 수정궁의 전체 벽과 

천정을 형성하였다. 그것은 3,300개의 주철 

열주(columns)와 2,224개의 대들보(girders) 

그리고 22마일에 달하는 주요 낙수 

홈통(gutters)에 의해 지지되는 것이었다. 

거기에는 205마일의 목제 창살들이 유리판 

지붕을 지자했다.

1입방 피트당 1페니의 비용으로 수정궁은 

3천 3백만 입방 피트의 열주룰 둘러 쌌다.

이와 같이 그 규모가 비록 엄청나다 해도 

건물 그 자체는 매우 단순한 것이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랑과 고랑(ridge-and-

경제적으로 다룰 수 있는 특성을 지녀야 함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접수 마감 기한인 4월까지 접수된 

245개의 디자인 중에서 어떤 것도 썩 

적합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위원회는 스스로 

건물을 설계하는 방향으로 추진했는데, 

그것은 중심에 커다란 철로 된 돔(dome)을 

형성하는 복잡한 벽돌 구조체였다. 이 

구조체는 너무 형편 없어서 요구된 기능에 

만족할 수 없었으나 완성한다는 방침이 

세워졌다. 여론과 의회의 빗발치는 비난이 

쏟아지는 이 시점에서 팍스톤이 말려들게 된 

것이다. 7월 7일에 그는 당초 위원회가 

계획한 건물 디자인의 요구를 기한 내에 

수행한다면 새로운 디자인이 고려될 수도 

있다는 조건부의 확약을 받았다. 

체스워드(드봉시 공작의 장원)의 임원들 및 

철도 민간 기술자들과 함께 팍스톤은 건립 

추진 위원회에 의해 진술된 모든 필수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사실상 혁신이라 할 수 

있는 최초의 건물 디자인을 8일 동안에 

완성했다.

또한 팍스톤은 그의 임무를 기민하게 

처리했다. 그는 건물 추진 위원회의 영향력 

있는 위원들과 일반 여론까지도 수렴시켰다. 

1政)년 7월 26일에 위원회는 정식으로 용역 

회사인 폭스(Fox)와 헨더슨(Henderson)의 

건설 신청서와 함께 팍스톤의 계획을 

받아들였다.

뒤이어 몇 주 동안에 계약자들은 함께 

구조를 수정하고 모든 구성 요소의 힘과 

형태를 결정하여, 모형을 통한 실험을 거쳐 

건설에 착수했다. 이렇게 해서 수정궁은 

전례가 없을 정도인 抄주만에 건축되었다. 

만국 박람회는 1851년 5월 1일, 계획에 따라 

개최되었고, 그것을 수용할 건물은 전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나타났다. 그 효과는 

전반적으로 새로운 것이었다. 외부에서 볼 때 

아아치 공복(spandrel arche; 아아치 따위가 

천정, 기둥과 이루는 세모꼴의 면)을 

연결하고 유리로 꽉 채운 구성을 한 얇은 

철주(iron column)들은 8피트 정간(bay ： 벽의 

기둥과 기둥 사이의 우묵한 곳)에 거의 

끝없는 반복을 형성하는 것같이 보였다. 이는 

단일한 구성 •방식에 의한 놀라운 구성적 

해결책이었다.

전시될 디자인의 출품자들에게 

건축 추진 위원회는 그 구조는 영국에서 

'구조 과학의 현 상태를 예시할 만한 어떤 

독특한 양상'을 띠고 있다고 말했다, 즉, 

그것은 반경 200피트의 어색한 주철 돔을 

자랑했던 위원회 자신의 애초 디자인 안에 

대해 분명히 기념비적인 두드러진 양상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엄밀히 말해 수정궁이 

기념비적인 양상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즉, 그것은 순수한 정량적 의미에서 

기념비적인 것 그 자체인 것이었다• 그것은 

평면상에서 775,824m气약 19에이커)를 점유한 

것이며, 그 길이는 1,848피트에 폭은 

408피트로서 북쪽면에'936X48피트로 

추정되는 증축 면적을 갖고 있었다 길이로 

쭉 뻗친 중앙 통로는 길이 72피트, 높이 

66피트로서 그 둥근 천정의 수랑(transept)은 

furrow)으로 주름진 유리창으로 된 박공 

지붕을 지지하는 대들보에 의해 결합된 속이 

빈 주철 열주로 구성된 것이다. 다시 말해, 

지붕은 4피트 간격으로 요철을 이루게 된다.

이 체계의 구성 요소들은 바닥면 위로 약 

4인치 가량 튀어 나온 열주들에 대해 

기판(base plate)을 지니고 있었다. 그 

열주들은 금속판들 위로 거의 18%피트 가량 

솟아 있으며, 열주와 대들보 그리고 2.5 ： 1의 

경사로 유지된 창살을 지지하는 8피트의 

중심에서 6인치 깊이의 홈통을 지지하는 

접합점을 제공하기 위해 3%인치보다 약간 

작게 뻗쳐진 부분들을 연결한다.

측면도는 주 회랑 위 지붕에 대해 2배만큼 

높였지만 구성 요소들에서의 변화만은 

바닥층의 기둥보다 약 2인치 정도 짧은 

기둥이며 종단하는 회랑과 주 회랑이 

넓혀졌을 때 삼각 트러스트를 형성하는 

대들보는 24〜48에서 72피트까지 단순한 

모듈러로 늘여졌다. '

이 단순한 기둥과 상인 방(上引 紡 : post- 

and-lintel) 구조 형태에 있어 유일한 복잡성은 

둥근 천정의 수랑과 강화하는 부재인데, 이는 

사선으로 교체된 연철 막대(wrought-iron- 

rods) 의 형태를 이루었다.78%인치의 반경인 

이들 막대들은 외벽의 기둥과 수랑, 둥근 

천정의 주요 서까래 사이에 각각 위치되었다. 

그 중심에서 쇠고리에 의해 팽팽하게 

지지됨으로써 건물의 골격을 강화시키는데, 

이는 이 기능을 위해 어떠한 내부벽도 갖지 

않는 것이었다.

그것은 유리로 된 투명한 정간들이 

교차되는 것으로 내외부에서 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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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가는 줄 세공같은 것이었는데, 이 

사선적인 버팀은 새로운 미적 경험을 가져다 

주었다. 오늘날에 와서도 시카고의 존 헨콕 

센터(John Hancock Center)에서 처럼 

사선적인 버팀에 의한 창문의 단절이 혼히 

보여진다.

당시 사람들이 말했듯이 수정궁은 '이 

나라의 구조적 기술의 두드러진 표본'인 

것이었다. 그것은 다른 19세기 건물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20세기 건축 디자인의 

수많은 구조적 양상을 예견한 것임에 

틀림없었다. 그래서 수정궁은 세계 최초의 

거대한 자유 직립 강철 골격 빌딩이 되었다. 

즉, 그것은 오늘날 소위 유리 커텐격을 가진 

최초의 건물이자 측면의 바람 힘에 대항하는 

입구 버팀 체계를 가진 최초의 건물이며, 

조립식 모듈러 단위(prefabricated modular 

unit)로 만들어진 최초의 큰 건물인 것이다.

수정궁은 의회가 유리에 대한 금지세를 

철폐한 1845년 전에는 건설될 수 없었을 

것이다. 유리는 진열장으로서 건물의 기능에 

필수적이었다. 그 홀8血) 안의 지붕과 둥근 

천정은 챈스 부라더스(Chance Brothers)와 

버밍햄(Birmingham)사에 의해 제작된 400톤의 

판유리로 되었다. 팍스톤은 가능한 한 가장 

큰 판유리를 요구했고 마침내는 얻어냈다. 

각기의 판유리들은 가마 안에서 평평하게 된 

속이 빈 실린더에 유리를 불어서 만들어졌다. 

이들 48인치의 창유리들이 팍스톤이 계획한 

이랑과 고랑 경사에 배열됐을 때, 고랑들 

간에 8인치 간격으로 유지됐으며 그래서 전체 

구조는 24피트의 모듈러를 형성하게 되었다.

지붕의 이랑과 고랑 배열에 대한 

아이디어는 원래 존 클라우디우스 

러우돈(John Claudius Loudon)의 것이지만 

팍스톤은 이전에 그가 완성했던 온실의 

경험에서 빌려 온 것으로 보인다. 그는 

1832년 온실 지붕을 고칠 때 개념을 수정했다. 

그리고 그는 그 당시 존재했던 어떤 

철도역보다도 넓었던, 1836년에서 1841년 

사이에 세워진 온실인 체스워드Chatsworth)의 

'위대한 온실(the Great Stove)'의 둥근 

천정에 이 체계를 응용했다. 마침내 수정궁의 

판유리 지붕의 전주곡으로서 그는 역시 

체스워드에서 빅토리아 리지아(Victoria 

Regia) 수련을 키우기 위해 이와 유사한 

구조적 양상을 띠는 지붕을 이은 유리방을 

1849년에 디자인했다. 영국의 식민지 

기아나(Guiana)로부터 수입된 그 수련은 

식물이 필요로 하는 수분을 재순환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특별한 구조체가 지어질 

때까지는 자라나지 않았던 것이다.

1832년에 팍스톤은 이러한 구조적 양상을 

주장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침 

저녁으로 해가 유리창을 통해 수직적으로 

통과하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이었다. 그가 

생각한 바로는 이러한 구조체가 식물의 

열매를 맺게 하고 번식시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바로 여기에서 그는 

가까이서 관찰된 실험으로부터 경험적으로 

디자인의 방향을 구체화시켰던 것이다.

19년 후 팍스톤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도 

이와 같은 디자인을 적용했다. 그의 이랑과 

고랑 배열의 사용은 오늘날 우리가 접힌 

주름이나 주름 구조라 부르는 것을 명백히 

예견한 것이었다. 강화된 콘크리트에 거의 

배타적으로 사용된 주름판에서 주름진 

형태는 단단함을 더해 준다. 또한 그 하중들은 

고랑에서 최대가 되며 햇살과 같은 역할을 

하는 주름식 파형 형태로 종단적으로 

운반된다.

팍스톤은 이런 방식으로

그의 고랑 홈통을 적용했다 그러나 이랑에 

홈통을 연결하는 그의 목제 유리창틀이 

실제로 주름 체계에서와 같이 일련의 햇살과 

같이 전체，지붕을 효과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햇살을 받아들이고 열을 

보유하는 능력으로서 그가 애초에 기대했던 

것과는 어긋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체계에 대한 팍스톤의 고수는 주름식 

판유리 지붕이 특별한 강화성을 제공한다는 

그의 생각을 예증하는 것이었다. 이는 

팍스톤이 주름진 구조의 구조적 잇점을 

이해한 초기 근대 디자이너들 중의 한 

사람임을 또한 암시한다.

이랑과 고랑 지붕의 똑같은 구성 요소로서 

유리판은 수정궁 외부 커튼 벽을 만드는 데 

역시 사용되었다. 각기의 유리창은 나무로 된 

2개의 중간 기둥을 지닌 중앙의 24피트의 

철제 기둥 체 계의 뼈대로 이루는 목제 

문지방과 얇은 창살(가느다란 수직적 

지지체)에 의해 보호되었다. 그래서 팍스톤은 

만국 산업의 공적을 전시하기 위한 

유리실(glass box)의 원형을 디자인했다. 이 

방의 옆벽들은 단지 응인치 두께인 문지방을 

가졌는데 이는 성 바오로 성당의 14인치 

두께 벽과 비교할만 하다.

좀 더 비평적인 측면은 이 문지방 위의 

창문틀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단지 2%인치 

두께로서 현 20세기의 커튼 벽 건물과도 

같은 것이다. 여기에 바로 바람을 막고 빛을 

들어 오게 하는 주로 투명한 표면인 벽이 

위치한다. 이것은 바로 뉴욕에 있는 시그램 

빌딩(Seagram Building)과 그 옆에 있는 

스키드모어(Skidmore), 오윙즈 앤드 메 릴즈 

레 버 하우스Owings & Merrilfs Lever 

House)에서 보여지는, 1920년대 초에 

계획되고 1930년대 후반에 인식된 미스 반 데 

로혜(Mies Van Der Rohe) 의 '피부와 

골격(skin and bones), 건축 이론의 본질인 

것이다.

그러나 실제 커튼 벽의 개념은 팍스톤의 

기여가 완전히 평가될 수 있기 전에 강철 

골격을 기다려야만 했다. 팍스톤의 기여한 

바가 최초로 나타난 것은 1920년대 

미스(Mies)의 마천루 계획(Skyscraper 

Proposals)에서가 아니라 샌프란시스코의 

윌리스 폴크(WilHs Polk) 의 흘레이디 

빌딩(Holladie Building)이었다. 1918년 2월에 

완성된 그것은 거대한 도시 구조 내에서 

최초의 진정한 커튼 벽을 드러냈다 그 

건물의 유리창은 정면은 강화된 콘크리트 

기둥 앞에서 3피트 가량 컨틸레버식으로 

처리된 슬라브층(仇。「slab)에 걸려 있었다. 

그래서 그것은 외부의 전면 유리벽에 어떠한 

부재도 갖고 있지 않다. 폴크P시k)는 

흘레이디 빌딩(Holladie Bui서ing)에 대한 

초기 연구에서 팍스톤에게 진 빚을 갚았는데, 

그는 이를 '수정궁'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수정궁의 외부 벽들은 외부 기둥들과 

사선적으로 버티는 판유리에서 지지하는 

부재들(supporting members)을 가졌었다. 

그러나 팍스톤은 빅토리아 레지아 릴리 

하우스(Victoria Regia Lily House)에서는 

더 작은 크기의 실제의 커튼 벽 체계를 

개발했다. 릴리 하우스는 2열의 내부 기둥에 

의존한 수평적인 대들보 위에 판판한 이랑과 

고랑들이 지붕을 형성하는 60X46피트의 

직사각형 형태였다• 그래서 이같은 다루기 

쉬운 크기로 그는 투명한 외부 표면을 

형성하여 주는, 지지 기둥 위로 

컨틸레버 (Cantilevered)식의 대들보들로부터 

유리 커튼 벽을 매달았다.

그같이 얇은 외부벽을 갖게 하는 팍스톤 

디자인의 본질적 양상은 수평적 

트러스(truss)와 수직적 기둥(column)들 간에 

견고한 연결을 제공하는 문의 버팀대 형태에 

대한 개발이었다. 본질적으로 문의 버팀대는 

하나의 대들보와 2개의 기둥 사이에 견고한 

연결을 시켜 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진 직사각형 구조는 바람에 

의해 가해진 수평적인 힘에 의해 형태가 

평행사변형으로 변형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문 버팀대는 그것이 어떤 다른 방법으로 

그들의 수직적 곧은 위치로 고정된 2개의 

기둥 위에 단순하게 의지된다면 그 경간(span)의 

중앙에서 필요한 만큼 대들보의 깊이를 

허락한다. 기둥들이 1피트의 얕은 깊이를 

이루는 기준점으로부터 세워진 바닥 조각들에 

볼트로 죄어진 수정궁의 경우에 문버팀대와 

대들보들 역시 기둥들이 수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54 산업디자인 80, 1985/6



匆好WVWWWWWVWWUVWWWWWWW网网

i

玄

I

I I L-— I

■I

丘wwo

상:연철봉은 수정궁 외벽에 대해 견고한 보강올 

부여하는데, 거기에는 그것을 강화하기 위한 내벽이 없다. 

안쪽가 바깥쪽 모두에게 보여지는 (여기서는 내부면이 

보여진다)이러한 횡버팀대들은 건물의 현대적 양상을 

현저히 더해 주는 것이었다.

하: 커튼벽들은 팍스톤과 그의 동료들이 소개한 또 다른 

구조적 혁신이었다. 폭 49인치 길이 10인치의 

유리판들이 얇은 아치 공복(spandrel arches) 뒤에 

설치되었匚F. 이 유리판들은 벽과 지붕전체에 사용되었고 

구조를 형성하는 모듈러 단위의 기본적인 공간올 

구성했匚卜. 이 유리판들이 400톤가량 소요되었다. 

수정궁의 투명한 표면은 동시대 유리 덮인 구조의 

선구자 였던 것이다.

사용되었다.

철제 프레임으로 된 수정궁과 그 후 왕립 

해양 선박 상회에서 사용된 것같은 문 버팀에 

대한 개념은 원래 통나무 구조에서 유래한 

것이었다. 그 당시 철로 건설된 철도 

창고(railway shed)는 수직 즉면의 올라가는 

지붕들을 발전시킨 것들과 함께 큰 규모의 

삼각 소간(spandrel)을 이루는 브래킷(brackets) 

이나둥근 대들보에 의해 버텨졌다. 이와 같은 

철도 창고를 버티는 체계와는 달리 수정궁을 

위해 개발된 견고한 문 버팀은 수정궁을 

세계에서 첫번째로 평행 지붕으로 처리된 

직사각형 철제 건물로 만들었던 것이다.

이 접근은 너무나 생소해서 팍스톤과 

폭스의 몇몇 동시대 기술자들을 제외하고는 

그 골격 체계가 견고하고 신뢰할만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고 전하고 있다 한 설치 

기술자는 바람의 하중을 견디는 수정궁의 

능력에 대해 의심을 품었으며, 또 다른 

기술자들은 '전체 구조중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서 특히 팍스톤의 교묘한 접합 

부분들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건물의 공개 응모에서는 당선되지 

못했으나, 경쟁자이며 철도 창고로 잘 알려진 

디자이너인 리차드 터너(Richard Turner)조차도 

이 접합체의 잇점을 명백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기둥의 기반이 너무 약한 것 같다고 

지적했으며, 그 기반들은 건물이 붕괴되는 

지점일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 깊이를 통해 리벳(rivet)으로 고정된 실제 

견고한 접합 문틀(portal frame)은 큰 철제 

골격 건물과 연결된 최신 형태이다• 그것이 

바로 수정궁 연결체가 보여주는 예언적 

디자인의 근원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들 

연결 부위들은 수정궁의 본질적인 구조적

I

二u

팍스톤의 문 버팀대는 청부인인 찰스 

폭스(Charles Fox)에 의해 디자인된 기둥 

위의 덩어리를 연결시키는 수직적인 

주철이었다. 이 연결 조각은 위와 아래에서 

플랜지된 돌출 부위를 지니고 있었다. 

트러스된 대들보들이 펴진 끝은 이 돌출부에 

정확하게 일치하며, 연결들이 연철이나 

참나무 열쇠들을 테두리들과 트러스 끝에서 

상응하는 홈통으로 몰아 넣음으로써 아주 

견고하게 유지된다. 이런 방식으로 트러스의 

위와 아래는 그것에 측면적 보강성을 주도록 

그 기둥과 연결되었다. 노스웨스턴 

대학(Nonhwestern University) 의 칼 콘디트 

(Carl W. Condit)가 지적한 바에 의하면 

대들보가 이 깊이를 통해 한 기둥에 고정된 

실제 문 버팀은 시어니스(Sheerness)에서 

1858년에서 1860년 사이에 왕립 해양 선박 

상회 (Royal Navy Boat Store) 에 최초로 

요소들이었는데, 그것들이 유리로 된 것에 

측면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측면적 

안전성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구조 디자인은 유리벽이 지지 기둥아래에 

걸려 있는 상인방 식으로된 구조체(trabeated 

structure ： 수직적 기둥에 수평적 대들보를 

포함하는 구조)의 거의 모든 철제 건물에서 

현대와 유사함을 보여준다.

문틀의 수평적 부재는 틈새를 내게 한 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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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치형 둥근 천정의 중앙 수랑은 횡단면(왼쪽)과 내부 

모습에서(오른 쪽) 나타난다. 마루와 골을 번갈아서

트러스였다. 하나의 트러스는 하나의 깊은 

대들보와 같지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선들에 의해 견고성을 주기 위해 연결되고 

삼각형을 이루는 맨 위와 아래 코드선(수평적 

직선 부재)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구성 

요소들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 코드선은 또한 

수직적인 기둥에 의해서도 연결될 수 있다. 

그와 같은 요소는 그들이 견고한 대들보의 

형태를 취한다면 이전의 개별적인 부재들이 

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먼 거리를 

경간(span)으로 할 수 있다.

하나의 트러스 요소는 동등한 힘의 

대들보보다 자재가 훨씬 더 적게 사용되며 

작은 규모의 구성 요소들로부터 쉽게 조립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트러스는 수정궁의 

건설자들에 의해, 그렇게 단시간 내에, 요구된 

거의 2,300여 개의 수평적 뼈대를 

형성하는 부재의 필요를 가장 잘 만족시켰던 

것이다.

수정궁은 금속 트러스의 구조적 우수성에 

대한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점유한다. 철 지붕 트러스의 예는 

1810년 소호(Soho) 주물 공장과 1837년 

유스톤(Euston) 역 창고에서와 같은 초기 

구조물에서 발견될 수 있다. 유스톤역은

배열한 평판들인 똑같은 이랑과 꼴 디자인은 동일한 

단위 유니트를 만들면서 둥근 지붕가 평지붕에서

주철 또는 통나무 부재들로 이루어진 연철 

매듭봉의 단순한 조합보다는 오히려 전체가 

완전히 연철로 만들어진 지붕트러스를 지녔다. 

연철의 이와 같은 사용은 긴장력에 좌우되는 

어떤 부재들에 대해 연철의 우수성을 

입증했던 1826년과 1830년 사이의 이톤 

홉킨슨(Eaton Hodgkinson)과 윌리엄 

훼어베린(William Fairbarin)에 의해 수행된 

실험과 시간적으로 일치했다.

초기 트러스의 예는 유스톤역에서 발견되며 

다른 철도 창고들은 박공단 형태(gabled form) 

또는 둥근 아아치 형태의 지붕 윤곽선을 

따랐다. 트러스의 꼭대기와 바닥 코드선들이 

평행이거나 수평적이: 아니었으므로 그것들은 

대들보라기 보다는 오히려 아아치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많은 교량 

트러스는 대들보로서 디자인된 것이며 그래서 

수정궁의 트러스에 더 가까운 원형이라 할 수 

있다

첫번째의 철 트러스 교량은 1840년 철도 

사업의 시작을 위해 디자인된 것으로 대부분 

이들 교량 트러스는 주철 연결 부위와 

결합시킨 것이었다. 주철은 교량 윗부분의 

코드를 형성하는 부위에 자주 사용되었는데, 

이는 이 부분이 압축력을 받기 때문이다.

보여진다.

연철은 바닥 코드를 형성하기 위해 판판한 

긴 밑부분과 함께 고정되었는데, 이는 이 

부분이 긴장력을 받기 때문이다. 특별한 

트러스 디자인에 따라 기둥과 대각선은 

주철 또는 연철로 구성되어 있다.

팍스톤은 그가 이전에 건조했던 온실에서 

유래한, 그 자신이 개발한 평지붕과 철도 

교량을 위한 트러스 디자인에 폭스(Fox)와 

헨더슨(Henderson)이 행했던 실험결과를 

결합했다. 그 결과적 산물이 바로 19세기를 

대표하는 기념비적 건물을 이룩해 내었던 

것이다. 즉, 평지붕을 가진 주요 구조는 철도 

교량 디자인에 자주 채택되어 오던 트러스에 

의해 지지되었던 것이다. 그 당시 19세기의 

건물들은 거의 평지붕을 갖지 않았었다. 

만일 수정궁의 구조적 필요성에 넓은 경간이 

요구되었다면, 평행한 코드의 트러스 교량 

형태는 사용되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이 대담한 접근은 미적인 충족을 주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이 건물 내부에서 노출된 

트러스 구조를 탈피하여 공간적 뼈대 자체가 

형태를 형성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20세기에야 

비로소 수용 가능했던 것이다.

수정궁에서 사용된 기본적 트러스는 3피트 

깊이였다. 매 8피트마다 기둥들이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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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에 연결되게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최소한 3개의

기둥과 2개의 트러스로 된 어떤 체계도 자유롭게 세울

상 : 지붕에서부터 속이 빈 주철 기둥까지 빗물이 

휼러가도록 하는 목제 낙수 홈통은 대들보로서의

평판으로 구성된 것으로부터 유래한다. 횡단면에서 볼 수 

있는 사선적인 홈들은 지붕 내부로 압축력을 응집시키는,

역할까지도 한다. 꽉 조여진 연철봉(아래 그림)들은 

중심이 불룩하게 휘게 함으로써 홈통을 강하게 했다. 그 

기술은 오늘날 압축 응력 강화 방법의 초보적 단계로 

기여했다. 낙수 홈통들은 팍스톤의 이랑과 꼴 지붕의 

주된 요소로서 이는 현재 널리 사용되는 주름진 구조의 

초기 예인 것이다. 주름진 지붕은 각진 끗에서 연결된

그들 사이에는 사선으로 교차된 버팀이 

있었다. 이들 트러스 중 몇몇은 모두 

주철이었다. 가벼운 것은 세로로 24피트 

홈들을 연결했고 무거운 것들은 옆 복도와 

회랑들의 48피트를 연결했다. 다른 것들은 

연철로 되었으며 48피트 또는 72피트 폭인 

가로수 길을 가로질러 연결했다.

모든 트러스 디자인에 있어 홍미있는 사실은 

그것들의 맨 위와 바닥 코드들이 

경간(span)의 중심 단면 부위에서 팽창되어 

넓혀져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트러스가 

기둥과 접하는 단면 끝보다 2배의 폭을 

형성한다. 주철 코러스는 코드들이 점차 

중심쪽으로 팽창하도록 주조되었다. 연철로 

된 것들은 중심 단면에 여분의 막대들을 

리벳으로 연결함으로써 세워졌다.

중심 단면에서의 이같은 단순한 보강 

부분은 그들의 경간이 끝에서 보다 중심 

부위에서 많은 힘을 받기 때문에 코드를 

강화한 것이다. 그들의 중앙에 트러스를 깊게 

함으로써 좀더 만족될 수 있겠지만 그 

트러스들은 팍스톤의 전체 내부 디자인 

개념과의 일치성을 위해 일정한 깊이를 

이루어야만 했다.

수정궁에 사용된 트러스의 팽창은 트러스 

이론의 발전에 힘입은 것이다. 미국과 

소위 'VWeps'라 불렀다.

하 :주철 트러스는 팍스톤이 역점을 둔 건조 속도와 

편이성올 보여준다. 이 트러스들은 조립식으로 미리 

만들어져서, 24,48, 72피트의 고정된 길이로 하이드 

파크에 보내졌다. 그 트러스들은 문 버팀으로 잘 알려진 

기술인 수직식으로부터 어떠한 파열도 일어남 없이

영국에서 공표된 발표들이 트러스의 하중을 

계산하고 한 트러스의 각 부재에 작용하는 

힘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제공된 것은 

1847년에서 1851년 사이뿐이었다. 게다가, 

오늘날 아직도 계산에 사용되고 있는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는 트러스의 편차를 계산하는 

방법은 I860년대 중반까지는 개발되지 

못했었다. 따라서 트러스 디자인에 대한 

이론적 이해가 영국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은 1850년에야 비로소 가능했던 것이다.

이 구조체 내에 압축 응력을 부여하는 것은 

수정궁이 예시해 준 또 다른 현대 건축의 

테크놀로지로서, 압축 응력을 부여하는 것은 

외부적으로 그것을 수용함에 의한 구조적 

요소의 하중을 견디는 능력을 궁극적으로 

높이는 것이다. 현대의

테크놀로지에서 보여지는 이와 비슷한 예로는 

콘크리트 내에서 압축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고정된 철근을 포함하고 있는 콘크리트 

빔(concreate beam)요소라 할 수 있다.

구조적인 부재에 압축 응력을 가함으로 

인해 디자이너는 빌딩에 물질과 형태를 

부여할 수 있는 건조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비실용적인 것이 

되고 만다. 또한 이와 더불어 압축 웅력을 

주는 것은 횡단면과 주요 구조적 요소들의 

수 있다. 보다 큰 강도를 주기 위해 가장 윗부분가 

아랫쪽의 코드(Chord)들은 각 끝에서 보다 중앙에서 

2배의 폭을 지니게 되었는데, 이 기술은 트러스 디자인에 

대한 이론적 이해의 진보에 기초한 것이었다.

프로필을 선택할 때 구조적 효율성을 

희생함이 없이 디자이너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허락한다.

압축 응력을 주는 기술의 발전은 주철을 

사용하는 교량 건설과 관련된 문제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연철은 7인치 깊이 

이상의 빔으로 말려들어 올 수 없기 때문에 

주철은 1851년 당시 일반적인 건설 자재였다. 

그것을 그 장력이 압축적 힘의 1/8밖에 

안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우수성을 보여주었다.

1840년대 중반에 연철의 뛰어난 힘을 

인정함으로써 기술자들은 연철 보강으로 

그것들을 트러스시킴으로써 주철 빔의 장력 

부족을 보충하려고 시도했다. 그들은 소위 

트러스된 대들보를 형성하기 위해 주철 빔에 

연철 막대나 봉을 부착시키는 수많은 

방법들을 실험했다. 어떤 대들보들은 개념상 

아주어색한 것이었지만 레오폴드 철도@eopo서 

Railway)를 위한 로버트 스테펜슨(Robert 

Stephenson) 의 96피트 폭의 대들보에서와 

같이 증가된 거리를 주철이 연결하는 것을 吏 

가능하게 했다. 또한 그것들은 체스터(Chester) 

부근의 디강(River Dee)에서 객차가 5명을 

죽음으로 이끌었던 1847년 5월 디교 참사와 

같은 불행한 사고를 야기시켰다.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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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 연결 부품들은 트러스를 기둥에 부착한 것이다 

앞페이지 하단 그림 참조). 결합은 빠른 시공올 위해 

제안된 것으로 트러스의 넓어진 끝은 플랜지(Flange)에

고정되며 연철이나 목제 쐐기에 의해 그 끗에서 

고정된다.

붕괴는 결과적으로 큰 경간을 갖는 어떠한 

구조에서도 주철을 사용하는 것을 피하도록 

이끌었으며, 따라서 압축 응력을 주는 방법의 

새로운 개발을 위험시했다. 비록 교량 

디자이너들이 트러스된 대들보의 사용을 

일반적으로 기피했음에도 불구하고 팍스톤과 

그의 동료들은 별로 구애받지 않았다. 

수정궁은 연철봉으로 트러스된 대들보의 

2가지 흥미로운 예를 보여준다. 이 예들은 

위에서 언급한 트러스된 대들보 교량 요소들 

보다도 훨씬 우아하며, 이는 명백히 압축 

응력을 가하는 현대적 개념을 예고한 

것이었다.

수정궁에서 팍스톤과 그의 동료들은 

미적인 측면과 공학적 측면 모두를 포괄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압축 응력을 사용했다. 

모든 트러스가 건물의 시각의 동질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빠른 건조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 같은 깊이를 지녀야 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했다. 그러나 트러스는 

그들이 디자인된 지점에 따라 서로 다른 

강도를 지녀야만 했다.

깊이를 변화시키지 않고 트러스의 요구된 

강도를 얻는 방법은 그것들을 위로 휘게 

또는 중간에서 위로 굽게 해 조립함으로써 

압축 응력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그것들은 한 장소 내에서 조립되고 하중을 

받을 경우 기울어지기는 하지만 휘지는 않게 

된다. 72피트의 트러스들은 약 10인치 정도 

가운데가 불룩하게 휘게되었으며, 48피트의 

트러스들은 약 5인치 가량 같은 방식으로 

휘어졌다. 게다가 움직이는 군중들의 하중을 

견디어 내는 회랑과 수랑 양 옆에 있는 

평평한 납 지붕들을 위한 트러스 지지체들은 

연철 봉으로 강화되어졌다. 이 봉은 바닥의 

코드chord) 밑을 지나 코드 밑부분에 부착된 

주철부에 대해 조여짐으로써 위쪽으로 

압력을 준다. 쇠막대로 위로 휘게하고 

강화하는 이같은 방법은 오늘날의 

건물에서는 매우 혼한 콘크리트 빔에 철근을 

넣어 압축력을 주는 방법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유사한 방법이 팍스톤의 목재 낙수 

홈통에도 사용되었다. 그 홈통은 

지붕에서부터 지하 파이프로 빗물을 보내는 

속이 빈 주철 기둥까지 빗물을 운반했다. 

또한 이 낙수 홈통은 대들보 사이의 

24피트를 지나가는 기본적인 구조적 

요소였다. 그러나 이것은 목재로 되어 있어서 

일정 거리 이상을 견딜 만한 부재로서는 

충분히 깊지 못했다. 따라서 그것은 9인치 

깊이의 주철 접착부에 조여진 연철봉에 의해 

2% 인치 위로 휘어졌다. 그 방식은 물의 

흐름을 돕고 파열됨 없이 L5톤을 견뎌낼 수 

있는 트러스로서 홈통을 형성시키는 

것이었다.

그러한 압축 응력의 강화가 그 시대에 

있어서 좀 더 일찌기 시행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것은 각 부재에서 야기된 변형의 

양을 계산하는 방정식의 응용과 연철봉의 

우수한 장력 강도에 대한 이들의 구조적 

요소들을 시험하는 데 요구된 압력을 

적용하고 조절하는 수압식 잭(hydaulic jack)에 

대한 완벽한 개발은 원래 철 구조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20세기 초 디자이너인 

유진 프리시넷(Eugene Freyssinet) 의 강화 

콘크리트 작품에서 유래한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수정궁의 중요한 구조적 

측면은 그 모험적인 계획 자체가 너무나 

거대하고 압도적인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관찰자들에 의해 단순하게 간과되었다. 

6달 동안의 사용을 위해 17주만에 세워져 

약 19에이커의 땅을 점유했던 그 건물은 

불가능하리라 여겨졌던 전체 디자인의 

조화를 보여준 모험적인 모듈러 구조로 

세워졌다는 사실이 바로 이 모험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몇몇의 구성 요소들이 이 예외적인 수준의 

조화를 강화했다. 판유리에 의해 부과된 

모듈러에 대한 고수에 있어, 주철 기둥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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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적으로 단일한 직경으로 표준화되었다. 

게다가, 기둥과 트러스를 위한 주철의 엄청난 

양은 주철이 연철을 포함한 다른 물질들이 

할수 있는 것처럼 한 장소에서 성형되고 

크기를 정해 맞춰질 수 없었기 때문에 

조립식의 방식을 따랐다는 사실은 

필수불가결한 것이었다.

또한 조립 과정은 빠르게 건조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예를 들면, 이것은 비계의 

사용이 필요없었다. 일단 부품들과 대들보를 

연결하는 4개의 기둥이 세워지면 구조는 

스스로 유지되게 되었다. 주조 부품들은 

310개의 기둥들이 1주일만에 세워질 수 있을 

만큼 손쉬운 작업으로 디자인됐으며, 

트러스는 연철이나 목재 쐐기들에 의해 연결 

부품들을 빨리 고정시켰다. 지붕의 유리를 

끼우기 위해 이동식 발판 또는 운반용 

수레들이 낙수 홈통에서 운행되도록 

고안되었다. 1주일 동안에 18,932장의 

판유리를 설치하기 위해 80명의 인부를 

고용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모두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었다.

그 건물 자체는 가능한 한 기계화되었다. 

수 마일에 달하는 목재 창틀대와 낙수 

홈통들은 수작업보다는 오히려 기계로 

칠해졌을 뿐 아니라, 그 장소에서 거칠은 

재료들은 마감 처리되어졌다. 해머, 드릴, 

기중기 등은 엔진으로 작동되었으며, 수압 

실험 장치는 4분 이내에 가장 큰 트러스를 

일꾼들이 짐을 부리고 매달고 쌓아 올리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팍스톤 그리고 폭스(Fox)와 헨더슨 

(Henderson)은 최대한 구성 요소의 교체 

수리가 가능하도록 수정궁을 디자인함으로써, 

건축 기술에 또 하나의 커다란 진전을 

가져오게 하였다. 1850년에 기계가 만든 . 

볼트와 너트처럼 단순한 것에서의 교체 

가능성은 새로운 것으로 비교적 혼히 있는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수정궁의 

건축에 있어서 교체 가능성의 정도는 현대의 

마천루와 거의 맞먹을 정도였다. 역사가인 

히치콕 (H.R.Hitchcock)은 조셉 팍스톤 

(Joseph Paxton)의 건축에 대한 기여는 

“현대의 산업적 방법에 대한 헨리 포드 

(Henry Ford)의 기여와 맞먹는다”라고 한 바 

있다.

조립식 건축의 경제성과 단순성에 있어 

수정궁은 빅토리안 시대의 철도 구조조차도 

능가했다. 오늘날 수정궁이 그렇게 칭송받는 

경제성과 단순성은 건립 추진 위원회가 

1851년 5월 1일까지 완성하라는 촉박한 

요구에 의해 필연적으로 나타난 결과였다. 

즉, 아이로니컬 하게도 위원회의 촉박한 마감 

기한이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다른 좀 더

수정궁의 건조는 구조가 다양한 조립식 모듈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17주밖에 걸리지 않았다. 내부에서는 

인부들이 트러스를 속이 빈 주철 기둥에 연결하기 위해 

옮기고 있고 지붕에서는(아랫 그림) 이동식 

발판이라 불리는 6대의 수레가 판유리를 설치했다.

이와 같은 이동식 수레는 수정궁 유리 지붕 건설에 

이용되었다. 특별 주문을 하여 만든 수레는 유리판과 

창틀을 설치할 때 나무 홈통을 따라 운동한다. 이것의 

도움으로 단 1주만에 거의 19,000장의 판유리가 80명에 

의해 설치되었다.

복잡한 구조가 분명히 세워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와같이 기한이 촉박하지 

않았다면 20세기에 와서야 비로소 비교될 

만한 단순성과 조화성을 가진 구조가 계획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기존의 취향에 반대하며, 소수의 19세기 

건축 이론가들은 그들 자신 시대의 건축을 

요구해 오고 있었다. 그들은 당시의 자재인

산업디자인 80, 1985/6 59



철과 유리를 사용한 건축을 과거의 스타일을 

모방하기 위해서가 아닌 전혀 새로운 양식을 

발전시키기 위해 추구했다. 그들 소수의 

선구자들이 바로 팍스톤과 그의 동료들인 

것이다.

수정궁의 투명성, 무형성 그리고 무한정한 

영역 역시 모든 온실 디자이너의 심미적 

목표를 电전시킨 것이었다. 그 목표란 1852년 

파리 식물원 관장이 말했던 바와 같이 

“사람이 유리 지붕 아래에서 걷고 있다는 

모든 물질적 증거를 숨기는 것”이었다.

그 효과는 당시의 관찰자에게 효과가 있었다. 

테크레이(W. M. Thackeray)는 그것을 

“요정같은 왕자를 위한 궁”이라 불렀으며, 

한 독일의 방문객은 “우리는 이 구조가 

머리 위 100피트 또는 1,000피트인지 알 수가 

없다… 모든 물질이 대기 속에 융합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식되지 않은 고유한 

미와 투명한 형태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는 

20세기 초 현대 운동에 접어들면서야 

가능했다. 그때에 와서야 비로소•수정궁의 

미에 대한 논리적 확대를 자져와, 필립 존슨 

(Philip Johnson)과 미스 반 데 로헤의 

국제연합 사무국 건물에서부터 전체가 

유리로된 가정집에 이르기까지 공공 

건물이나 사적인 건물 모두에서 건축의 

조형으로 받아질 수 있었다.

그들이 수정궁을 일단 건축으로서 어떻게 

생각했던 간에 빅토리아 시대의 사람들은 
수정궁의 모듈러 구조로 1,000피트 높이의 탑을 만들 

수 있다고 제안했던 팍스톤과 동시대의 사람인 버튼의

기술에 있어 가능하다. 오른쪽에 있는 Sksidmore, Owings 

& Merrill의 Sears Tower는 모듈러 요소를 쌓아 올려 

건축된 것이다.수정궁의 조립식이고 표준화된 모듈러적 

특성을 칭찬했다. 그들은 어떤 나라에서도

모듈러 건축(왼쪽). 수직적인 수정궁은 사실상

주철 기둥이 너무 무거웠다. 그러나 현대의 강철 빔은 그

그와 같은 것을 지을수 있을 만큼 일반화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장점으로 보았던 

것이다.

수정궁이 지닌 모듈러 구조의 이같은

물질대사주의)”이라 불리운 일본 건축에서 

급진적 운동의 선봉이 되었다. 그 운동의 

추종자들은 변화라는 속성을 현대 생활의 

피할 수 없는 일부로 받아들여서, 기능이

잇점은 1852년에 수정궁이1,000피트 탑의 

형태로 재조립될 것을 제안한 버튼 

(Burton)이라는 건축가에게 영감을 주었다.

변화함에 따라 확대와 축소가 가능한 건축을 

디자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그들의 

건물들은 형태에 있어선 수정궁을 닮지는

버튼의 탑은 하이드 파크(Hyde Park) 건물의 

구성 요소로는 지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 

그 구조는 주철 기둥이 너무 무거워서 

풍력을 저항할 만큼 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립식 모듈러 건축이 큰 건물에 

필수적이라는 버튼의 지각은 1930년대 

시카고 마천루에서의 강철의 사용을 예견한 

것이었다. 이상하게도 버튼의 전체 유리벽과 

단형들의 배열 역시, 특히 스키드모어 

(Skidmore), 오윙즈 앤드 메릴(Owings & 

Merrill) 에 의한 시어즈타워 (Sears Tower) 와 

같은 후기 시카고 건물의 높。i와 형태를 

예견해 주는 것이었다.

수정궁의 유기적이고 유동적인 특성은 

그것을 I960년대 소위 “메타볼리즘(Metabolism ：

않았지만 그들은 19세기 건물에 의해 주도된 

유동성과 일시성을 구현하려하는 데 목적을 

두었던 것이다.

현대의 건물에 대한 수정궁의 효과는 매우 

직접적이었다• 그것은 커다란 박람회 건물이라는 

기능적으로 새로운 유형을 초래하였다. 

즉, 그것은 가장 큰 기계를 전시하고, 

막대한 양의 상품들을 진열하고, 많은 

군중을 수용하기 위해 디자인되었다. 따라서 

그러한 일련의 건물들이 팍스톤의 전형적인 

건물 바로 뒤를 따랐던 것이다.

더블린에서는 1852년에 존 벤슨0ohn 

Benson)이 디자인한, 나무와 유리를 주로 한 

수정궁을 짓기 위해 전시회를 개최했고, 다음 

해 뉴욕에서는 건축가 조오지 칼스텐슨

(George J. B. Carstensen)과 칼 길데마이스터 

(Karl Gildemeister) 에 의해 디자인 된 

수정궁에서 전시회가 열렸다. 그 후 1854년 

뮌헨에서는 형태뿐만 아니라 구조적 

디테일까지도 하이드 파크 수정궁을 거의 

모방한 '유리 궁전(Glas Palast)'이 기술자인 

어거스트 보이트(August Voit) 에 의해 

디자인되어 지어졌다.

수정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능적 확대는 

쇼핑 아케이드(shopping arcade) 또는 

화랑(galleries) 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1880년대까지 유럽의 대부분 큰 도시는 

유리로 덮인 거리나 쇼핑 아케이드를 갖게 

되었는데, 밀라노에 있는 “영광스런 화랑 

비토리오 임마누엘(the glorious Galleria 

Vittorio Emanuele)"은 아직도 그 도시의 

매혹적인 동심가로 지목된다. 이들 유리낀 

아케이드들은 '수정궁 구조시］서 유래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구조적인 

측면보다 기능적인 측면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즉, 그것들은 모두 상품과 물건의 

진열을 돋보이게 하는 채광을 목적으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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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을 계획하기 시작했었다. 그는 마침내 

영국 백화점의 효시인 '유니버셜 프로바이더 

(Universal Provider)'로서 알려지게 되었다.

팍스톤 그 자신은 수정궁의 유리로 된 

구조가 새로운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제안 

방식을 백화점 이상으로 적용해 갔다. 가장 

환상적인 것은 맨하탄을 위해 버크민스터 

풀러 (R. Buckminster Fuller)의 환기되는 

돔(air《onditioned dome) 의 전조가 된 

팍스톤의 대영 철도(Great Victorian Way) 

계획이었다. 그는 이 계획을(도면은 

분실되었음) 1885년 6월에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운수성의 위원회에 제출했다. 

대영 철도는 모든 철로를 단일화하여 신속한 

운송을 제공하며, 런던을 에워싼 11마일 이상의 

철도와 가로수 길을 일원화시킨 것이었다. 

그것은 108피트 높이의 둥근 천정을 가진 

72피트 폭의 유리낀 벽으로 된 것이었다. 

건물들은 쇼핑온 사람들이 높은 층에 있는 

상 : 수정궁의 일종의 변형인 커튼 벽 디자인은 1915년 

Wilis Polk가 디자인한 Halladie Building에서 볼 수 

있는데, 이 건물은 아직도 샌프란시스코에 있다. 유리창이

하 : Galleria Vittorio Emanuele은 수정궁에서 영감을 받는 

것 이다. 수정궁에서와 같이 넓은 실내로 된 유리 공간은 

개방성가 밝은 빛의 채광 효과에 기여한다.

강화된 철근 콘크리트 앞으로 길게 드리워져 있다.

아파트와 사무실뿐만 아니라 상점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것에 접해 

있게 했다. 동시에 그 건물들은 런던에 좋지 

않은 기후로부터 보호될 수 있었다. 일찌기 

정원사였던 팍스톤은 그같은 유리 건물들이 

건강에 미치는 좋은 면을 강조했으며, 

이 작은 환경에 환기 장치를 제안했다.

하이드 파크에 서있는 팍스톤의 건물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런던의 다음 세대 

어린이들이 온실과 같은 유리 밑에서 오이나 

양배추처럼 재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히려 실망할 것이다”라고 비꼬는 파문도 

불러 일으켰다.

대영철도와 뉴욕에 있는 버크민스터 

풀러(B. Fuller)의 돔이 아직도 한층 더 많이 

인식되어야 하더라도 수정궁은 20세기의 

구조적, 건축적, 미학적 발전의 놀라운 

전조로서 존재함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또한 수정궁은 그 당시의 구조적 이해의 

최첨단에서 철도 광고와 교량과 함께 

위치하는 것이다. 이는 엔지니어링이 응용 

과학을 취하기 위해 직관적인 공예의 껍질을 

내벗었을 때 일어난 결과였다. 이것은 

직관적인 엔지니어링이 세계적으로 얻어낸 

위대한 승리 중의 하나이며, 모든 위대한 

기술로서 성취된 위대한 건축인 것이다.■

부분에 유리를 사용했으며, 군중의 많은 

무리를 수용하기 위해옥내

거리 (interior street)로 디자인된 것이다.

게다가, 수정궁은 19세기 말에 지어진, 

유리와 철로 된 프랑스와 독일의 백화점을 

직접적으로 탄생시킨 역할을 했다. 

예시적으로, 최초의 하이드 파크 건물을 

방문한 어떤 사감은 수정궁을 가리켜 

“그것은 수정도 궁전도 아니다. 다만 목적을 

위해 잘 건축된 시장일 뿐이다”라고 한 바 

있다.

사실 백화점이라는 개념은 만국박람회 가 

열린 다음 해 아리스티이드 보시컬트(Aristide 

Boucicauk) 가 파리에서 그의 봉 마르세 (Bon 

March®를 개장했을 때 처음 출현했던 

것이다. 수정궁에 갔던 한 영국 방문객인 

윌리엄 휫틀리 (William Whiteley)는 너무나 

그 구조에 감탄해서 온통 판유리로 된 커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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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정보

“Made in Gemany”와 독일의 산업 디자인(I)

박 한 유 한국디자인포장센터 디자인•포장 상무이사

서독제, 즉 “Made in Germany”라면 

일반적으로 견고하며 실용적이고 정밀하여 

믿을 수 있는 우수한 제품이라고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수한 제품 “Made 

in Germany”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며 

만들 수 있는 바탕과 여건 그리고 산업 

디자인의 역할, 산업 디자이너가 어떻게 

일하는지에 관해선 그리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다. 산업 디자인이란 무엇이며 독일의 

산업 디자인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하려면 개념적인 몇 마디로는 

불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산업 디자인 그 

자체가 많은 변수에 의해 이루어지며 큰 

의미에서는 문화 행위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독일 산업 디자인의 경우 

산업 사회 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산업 디자인 운동이 단순한 디자인 

활동 이상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즉, 직접 

산업에 끼친 영향은 물론 그 시대의 사회 

문화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념적이고 조직화된 

운동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독일의 

산업 디자인을 시해하려면 역사적 근원부터 

파헤치고 그 발달 과정에서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친 많은 사대 사상이라든지 여러 

배경들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제품의 생산이란 측면에서 볼 때, 하나의 

제품이 기획에서부터 생산 판매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이 고도로 분업화 

전문화되었으며, 전과정 속의 각기의 요소가 

우수한 “Made in Germany” 가 원활하게 생산 

유통될 수 있게 전체가 과학적이며 

합리적으로 치밀하게 조직되어 있다. 이 

조직은 다시 경제 순환이란 전체 시스템에 

맞게 복잡한 “메커니즘”에 의해 통제 

조절되어진다. 마치“스위스의 시계”(그들이 

즐겨쓰는 표현)와 같이 틀림없이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짜여져 

있다고 하겠다. 각각의 요소는 시계의 

톱니바퀴이며 완벽하게 자기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독일의 산업 디자인도 그 톱니바퀴의 

하나이다. 이와 같은 모든 것이 집약되어

1.1810년경 샤프하우센(Schafhausen)에 있었던 

전래 방식의 주철끙장.

2.1856년경에 발명된 Bessewer꽁법에 의한 강철 

생산 장면이다. 천연 철광 속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 

유황, 인 그리고 다른 불순물 때문에 단조(鍛造)할 수

없는 선철을 Bessewer로에 녹은 쇳물을 넣고 공기를 

불어 넣어 철 속의 혼합물을 태워 강철을 얻게 된다. 

이와 같은 새로운 공법들의 발명으로 독일의 강철 

생산량은 급증했으며 서구의 다른 나라의 강철 생산량을 

능가하기 시작했다.

표현된 것이 “Made in Germany” 라해도 

과언이 아니겠다.

그러면 “Made in Germany" 가 생산될 수 

있는 바탕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역사적으로 

볼 때 독일은 서구의 다른 나라에 비해 

단일 국가의 형성이 매우 늦게 이루어졌으며, 

시민 혁명도 갖지 못한 나라이다.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은 독일의 경우 정치적으로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발전되었다. 독일은 지정학적 이유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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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기기관차의 발명은 산업 지대들을 밀집 형성케 

하고 산업화를 추진시켰匚卜. 사진은 1835년의 독일 

최초의 철도이다.

4.1840년경의 기계화된 면직 공장이며 동력은 

증기기관을 사용했다.

5.1846년에 베르린에서 운행하기 시작한 버스이다. 

동력은 말을 이용했다. 베르린 이전 함부르그에서 

1839년에 이미 운행되었으며, 수송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철궤도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나라보다 오랫 동안 절대 봉건 군주제가 

지속되었다. 프랑스, 스위스나 네덜란드같은 

자유주의적인 시민 정신의 발달이 없이 

절대자인 교회와 군주가 모든 것을 

결정했으며, 시민은 정해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복종했다. 이와 같은 특성은 독일의 

국민성의 하나로 굳혀지기 시작했다. 중요한 

것은 중세기부터 내려 온 길드 조직의 

발달로 인해 직업의 분업화와 전문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철저한 직업에 대한 

천직 의식과 장인 의식이 발달되었다는 점이다. 

특이한 것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숙련공을 각 길드에서 양성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직업 훈련 제도는 오늘날 잘 발달된 

서독의 직업 교육 제도에까지 이어져 왔다. 

매우 엄한 봉건 군주 체제에서도 수공업의 

발전은 권장되어졌으며 수공업적인 것이지만 

생산 기술은 계속 발달했다. 서독은 우수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숙련된 기능공이나 

유능한 기술자를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우수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바탕의 

하나이다. 또 하나는 중세기부터 오랜 전통을 

가진 대학의 역할을 들 수 있겠다. 대학은 

모든 철학과 사상의 중추적인 존재이며 순수 

학문의 전당으로서 과학 기술의 모체가 

되었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사리를 판단하고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접근해 보겠다는 과학의 생활화가 일찍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한다.

다른 하나는 프로이센(Preussen) 에 의해 

발전된 행정 체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 

제도를 들 수 있겠다. 이것은 국민 

개개인에서부터 모든 집단, 모든 단위 조직을 

국가의 큰 목적과 이익에 일치되도룩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행정조직력의 기반이 되었다. 

이로서 단일 국가 형성과 현대 산업 사회 

건설이 가능했다. 그리고 프로이센의 

국가관이나 교육 방법은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오늘날까지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원리 원칙에 입각해 . 

철두철미하며 법을 엄격히 지키고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한다는 독일 

국민성도 프로이센의 교육에서부터 기인된 

것이라 하겠다.

이상 이야기 한 것이 “Made in Germany"가 

만들어진 바탕이다. 간단히 이야기한다면 

이와 같은 바탕들의 완전한 일치가 

“Made in Germany”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1883년 처음으로 독일은 단일 국가가 

이룩되었으며, 19세기 초 절대적인 계급 

사회인 봉건체제에서 '자유 경쟁의 사회' 

형성을 위해 프로이센이 도입한 '농민 해방'과 

'탄광 지역 개혁'에 의한 '영업의 자유'는 

수공업적인 생산 단계의 독일 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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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6.1889년 파리에서 개최된 세계 박람회의 프랑스 

전시관에 출품된 자동차는 최고 인기 품목이었다.

7.1893년의 벤즈 비토리아（Benz Vitona）이다. 최초의 

자동차는 동력이 달린 마차라고 하듯이 이것도

마차의 티를 전혀 벗어나지 못했다.

8.1897년경의 AEG사의 가정용품（주방용품） 

카탈로그의 한 부분이다. 아직 산업 디자인의 틀을 

갖추지 못한 공산품들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근대적인 자본주의의 대량 생산 방법으로 

급속히 전환시켰다. 프로이센이 일으킨 저】1차 

세계 대전 둥 두 차례에 걸친 세계 대전에서 

전부 패했으며, 특히 저】2차 세계 대전은 

그들 영역의 많은 부분을 잃었을 뿐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 페허화된 국토는 연합군에 

의해 4분되었다가 후에 동서로 양분단되는 

비운을 맞게 된다. 외면에 나타난 비참함과는 

달리 독일 경제의 저력은 손상을 받지 않았다. 

나찌 독일의 전산업의 군수화 체제와 무기 

생산에 대한 지대한 노력은 독일 산업의 

보다 고도화에 더욱 큰 추진력이 되었다. 

즉, 고도로 발달된 대량 생산 기술과 잘 

훈련된 직공들, 유능하며 숙련된 기능공과 

기사 집단 그리고 완벽한 행정 기술 및 

체제와 조직 방법상의 기술 축적은 제2차 

세계 대전에서 그 능력을 과시했으며 

현대적인 매니지먼트의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같은 저력은 전후 독일을 재건하고 

짧은 기간에 서독을 세계의 경제 대국으로서 

부상케 했다. “Made in Germany” 는 그들의 

저력의 표현이라 하겠다.〈계 속〉

원고모집

국내 최고의 디자인 전문지인 

''산업디자인'지가여러분의 원고 

를 모집합니다

긍지와 신념으로 자신과 디자인 

계의 발전에 동참할 전문디자인 

관련 기사를 폭넓게 받아들이고

저 합니다

1 •모집부문
• 연구논단

• 디자인정보

• 신제품소개

• 디자인논평

• 디자인에세이

• 디자인기술자료

• 디자인 관련 번역기사

2. 제출요령
• 원고마감전까지 접수처로 필자의 약력과 

함께 우송할 것.

• 원고는 한글전용을 원칙으로하며 외래어는 

한글발음대로 표기하고 （ ） 안에 원어를 

사용할것.
• 번역기사W 원문이나 copy 가 함께 우송 

되어야 하고 출처를 밝힐 것.

• 도판 및 사진은 인쇄원고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명한 상태여야 할 것.

• 연구 논단 원고는 70T00매 （200자 원고지） 

내외로참고문헌과 주를 달것.

• 기타 원고는 30-40매 내외로 1회에 게재 

가능한 것일 것.

3•제출기간
• 1985.7.1 〜 12.30까지 수시로 접수함

• 원고마감일은 7월말（81호）, 9월말（82호）,

11월말（83호）, 12월말（84호）

4•기 타
• 산업디자인지 원고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함.

• 타 잡지나 신문 등에 게재된 원고는 접수하지 

않음.

5•접 수 처
•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산업 디자인개발부 

서울 종로구 연건동 128-8
（전화 : 762-9462,762-9130）

6•원고료
• 채택되어 게재된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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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정보

성년기를 맞고 있는 산업 디자인

N. R. 클라인필드

많은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치열한 제품 개발 경쟁에 부딪히게 되면서 

산업 디자인의 중요성이 더욱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 실용적이고 가격이 

저렴하며 세련된 형태를 갖춘우수 

제품 개발의 주역인 산업 디자인 분야를 

활성화시켜야만 한다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글은 산업 디자인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글은 1985년 3월 

10일자뉴욕 타임즈지 일요판에 실린 

•"Industrial Design Comes of Age」를 

옮긴 것이다.〔편집자 주

뉴욕 맨하탄 서부 지역에 자리잡고 있는 

헨리 드레이퓨스 산업 디자인 연구소 

(HDA：Henry Dreyfuss Associates)에서 산업 

디자이너인 도날드 제나로(Donald Genaro)는 

외과 수술용 칼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제나로는 잡기에도 편리할 

뿐 아니라 잘 미끄러지지도 않는 손잡이를 

갖고 있는 수술용 칼을 만들어 내기만 하면 

아주 잘 팔리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이다. 종이 위에 스케치를 

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하던 과정에서 

제나로는 옆 자리에서 일하는 동료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트랙터의 발판에서 힌트를 얻어 

한 가지 훌륭한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다. 

그 발판에는 농부가 트랙터에 올라타면서 

장화에 묻은 진흙을 털어내는 데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작은 돌출물이 많이 붙어 있었다. 

마침내 제나로는 손잡이 부분에 돌아가면서 

작은 금속 돌출물의 띠를 환형으로 둘러 

줌으로써 이제까지 외과 의사들이 흔히 

사용해 오던 것과는 전혀 다른 아주 

믿음직스러운 손잡이를 가진 바드 파커 (Bard 

Parker) 수술용 칼의 디자인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었던 것이다.

제나로는 펜, 라디오, TV, 스토브, 자동차, 

비행기 등 일상 생활용품의 형태, 크기, 

색채 …등을 결정해 주는 책임을 맡고 있는 

산업 디자이너들 중의 한 사람이다. 산업 

디자인은 아직 규모면에서는 작은 편이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유망 분야의 

하나로서 장래가 촉망되고 있다. 시장에서의 

제품 판매 경쟁이 날로 치열해져 감에 따라 

많은 기업들은 우수한 디자인만이 판매고 

증대의 꿈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길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므로 많은 기업이 

산업 디자이너들로 하여금 경쟁력이 높은 

제품 디자인 개발을 기대하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 가지 

새로운 제품이 홍수처럼 台｝져 나오고 있는 

오늘날에서는 소비자들의 구매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좋은 이미지와 매력적인 

형태를 갖춘 제품을 디자인해 내는 것이 

기업의 홍망성쇠와 직결된다는 것을 모두 

인식하게 되었다.

산업 디자인이 제품의 판매고 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수치로 밝혀 낸다는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렇지만 디자인을 개선하여 

판매고가 높아진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최근 

포드 자동차 회사에서는 종래에 생산하던 

자동차의 모델을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하던 

인습적인 방법에서 탈피하여 보다 더 

부드럽고 날씬한 디자인을 개발함으로써 

시장 점유율을 무려 20%나 올려 놓았던 

것이다. 합명회사인 HDA의 공동명의 사장중의 

한 사람인 제나로가 담당하고 있는 

주임무는 새로운 제품의 컨셉트를 스케치해 

내는 것이다. 그•가 개발했던 제품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AT&T사에서 생산하여 판매 

하고 있는 트림라인 (Trimline) 전화기이다.

지금 현재 미주 전역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기업의 디자인 연구 부서와 약 675개 디자인 

전문 회사에서 약 5,乃0여 명의 산업 

디자이너들이 활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화판에 스케치를 하거나 모형을 

만들면서 생생한 상상력을 구체화시켜 새로운 

지포 라이터(Zippo Lighter)나 임즈 췌어 

(Eames Chair : 챨스 임즈가 디자인한 

의자로서 경이적인 매상고를 기록했음)를 

디자인하겠다는 의욕을 불태우고 있다.

새로운 제품을 디자인해 낸다는 것은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골치가 아플 정도로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작업의 연속이다. 

전화기를 디자인하는 경우, 얼굴의 크기가 

작은 어린이로부터 보통 어른들보다 큰 야구 

선수들까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송화기와 

수화기의 거리, 각도, 크기…등을 설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기능적으로도 

완벽하고 소비자를 매혹시킬 수 있는 형태를 

갖춘 진공소제기의 디자인을 한다는 것이 

결코용이한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HDA는 뉴욕시의 중심부 맨하탄의 서부 

지역에 있으며 교회당과 같이 각이 진 형태의 

건물 윗층에 자리잡고 있다. 외견상으로 

이 연구소는 기인(奇人)들이 살고 있는 

다락방과 같이 보일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벽면의 안쪽 디자인 연구실에서는 여러 가지 

새로운 제품들을 탄생시키기 위한 창작의 

열기로 충만되어 있다. 실물 크기로 만든 팔콘 

(Falcon) 제트기의 카드보드(Cardboard)모델이 

눈에 띄는가 하면 신체 단련을 위한 운동기구, 

축소된 엘리베이터 모형, 밧데리를 동력으로 

작동되는 치과용 의자들의 모형이 

디자이너들의 손길 속에 다듬어지고 있다. 

또한 새로운 제품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여러 가지 실험적인 재료들이 속속 태어나서 

실용화될 수 있는 날을 고대하고 있다.

디자인은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로 부터 

스케치, 그리고 모델을 만드는 일련의 

과정에서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연구를 수행하면 아주 재미있고 홍미로운 

작업이 될 수도 있다고 제나로는 부언했다.

그러나 디자인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엉뚱한 문제에 봉착하여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제나로는 절망스러웠던 경험을 다음과 

같이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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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 버드 존슨(Bird Johnson) 여사는 

국립공원에 있는 공중전화용 부스를 보다 

더 세련되게 디자인해야겠다는 의도를 갖고 

그 작업을 HDA에 의뢰했다. HDA의 

디자이너들은 유리를 주재료로 사용하여 아주 

세련되고 현대적인 감각을 풍겨 주는 전화 

부스를 디자인했다. 많은 국립공원 방문객들이 

그 부스의 디자인에 매혹되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생각치도 않은 문제가 

발생했다. 그 전화 부스들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공원 관리인들의 보고가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은 도대체 왜 그와 같은 현상이 

생기는지 그 이유를 알아내지 못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HDA에서도 그 원인을 

알아내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마침내 HDA의 조사팀에서는 숫고라니가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다른 

숫놈인 줄 알고 싸움을 하려 덤벼들어 억센 

뿔로 부스를 들이받기 때문이라는 웃지 못할 

사실을 밝혀냈다. 따라서 그 전화 부스는 

콘크리트로 만든 다른 디자인으로 교체되고 

말았다：‘

X X X

탐구열에 가득 찬 디자이너의 눈은 제품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문제를 파악함으로써 한 치의 홈도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들은 

제품의 포장, 진열, 로고(Logo)와 상표를 손수 

디자인하기도 한다. 어떤 디자이너들은 

슈퍼마아킷에서 고기는 이쪽, 곡식류는 

저쪽으로 해가며 어떤 제품이 어디에 

배치•진열되어야만 하는가를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미국 산업디자인지 (Industrial Design 

Magazine)의 편집인인 스티븐 흘트(Steven 

Hok)는 컴퓨터를 예로 들어 디자인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몇년 전 애플 컴퓨터(Apple computer)가 

처음으로 시장에 선을 보였을 때는 디자인이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때만 해도 느와 같은 성능을 

발휘하는 제품은 그것 하나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4〜5년이 지난 후에는 모든 컴퓨터 

회사들이 그와 같은 제품을 만들어 내게 

됨으로써 디자인이 아주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게 되었다. 또한 제품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 디자인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나는 디자인이 

전적으로 어떤 기업을 성(盛)하게도 하고 

망(亡)하게도 한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다:

산업 디자이너들은 단순히 제품의 형태를 

아름답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품을 

사용하기에도 편리하게 해주는 이른바 

기능의 미학을 성취시켜 주는 데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많은 제품들의 성능이 고도로 

복합적인 양상을 나타내면서 그와 같은 

책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전자 제품의 경우에는 그 현상이 

더욱 더 두드러지기 때문에 여러 기업에서는 

디자이너들이 제품을 좀 더 알기 쉽게 

디자인하여 소비자들이 친근감을 갖고 

대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산업 디자이너 협회 (IDSA:Industrial 

Designers Society of America)의 회장이며 

유명한 백화점인 JC 페니 (Penny) 의 

제품 개발 및 디자인 책임자인 쿠퍼 우드링 

(Cooper Woodring)은 엔지니어와 

디자이너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일목요연하게 정의했다.

“엔지니어는 어떤 제품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책임을 맡고 있으며, 산업 

디자이너는 그 제품을 소비자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해주는 것을 임무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이너들은 그들이 

하고 있는 작업을 눈에 띄지 않는 산업 

(Invisible Industry)이라고 부르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디자인의 본질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디자이너들을 잘못 

활용하거나 우스꽝스럽게도 전혀 활용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제품들이 소름이 끼칠 정도로 잘못 

디자인되었거나, 불필요한 장식으로 꾸며져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은 디자이너를 잘못 

활용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디자이너들이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닐스 디프리엔트 

(Niels Diffrient)는 잘못된 디자인의 예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 세상에는 미리 작동하는 방법을 

알아야만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너무도 

많다. 세탁기의 경우 사용 방법이 아주 

복잡해서 소비자가 스스로 작동법을 

터득하기에 매우 어렵게 디자인된 것도 적지 

않다. 우리 집에서 쓰고 있는 전자렌지의 

예를 들자면 손잡이가 버너(Burner)의 

바로 뒤에 붙어 있으므로 주전자에 물을 넣고 

끓일 때 수증기가 손에 닿게 되어 있다.

X X X

산업 디자인은 1920년대에 미국에서 

생겨나서 1930년에 전성기를 맞았었다. 

세계 대공황기를 맞아 그와 같은 불황을 

타개하기、위하여 많은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구매 의욕에 불을 당길 수 있는 제품의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당시 

미국에서는 '빅 포(Big Four)，라고 

불리우는 네 명의 선구적인 디자이너들의 

활약이 두드러졌었다. 레이몬드 로우이 

(Raymond Loewy), 헨리 드레이퓨스(Henry 
Dreyfuss),노만 벨 지 데 스(Norman Bel Geddes), 

월터 도르윈 티규(Walter Dorwin Teague) 가 

각기 독립적으로 디자인 연구소를 설립하고 

활발한 디자인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지금 파리에서 은퇴 후의 생활을 즐기고 

있는 레이몬드 로우이가 그들 넷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벌였다. 베니스 

경제학자의 아들인 그는 산업 제품의 

디자인에 유선형이라는 새로운 컨셉트를 

도입하여 1930년대를 주름잡았다.

그는 세발자전거, 자동차, 기차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운송 설비를 유선형으로 디자인하였다. 

또한 시어스(Sears) 의 콜드 스포트 (Cold Spot) 

냉장고, 펜 기차 정거장(Penn Station)의 

휴지통, 럭키 스트라이크 담배갑, 나비스코의 

비스켓 등 여러 가지 제품의 디자인을 했다. 

미국 우체국의 상징 표장(Symbol)과 엑손 

(Exxon)의 로고도 로우이가 디자인 한 것이다.

화려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 산업 

디자인 분야의 발전에는 외국 태생 

디자이너들의 활약이 큰 기여를 했다. 

특히 이탈리아 출신 디자이너들의 역할이 

두드러져서 독일, 스칸디나비아, 일본 출신 

디자이너들을 무색케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에 대해서 흘트(Holt)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미국인들의 디자인 능력이 괄목할 만한 

정도로 급성장을 하고 있다. I960년대와 

70년대에는 이탈리아나 독일의 디자인이 세계 

시장을 석권했지만 이제는 많이 

평준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탈리아가 한 발짝 앞서 

있으며 미국은 독일과 같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X X X

1929년 헨리 드레이퓨스에 의해 설립된 

HDA는 미국의 기업들과 정부 기관들을 

위해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언제나 바쁘기만 하다. HDA가 매년 개발하고 

있는 제품의 종류는 50여 종에 이르고 있는 

것이 그것을 대변해 주는 것이다.

HDA에서 디자인하고 있는 제품들 중에서 

중요한 것만을 꼽아보면 AMF의 볼링 핀 

스포터 (Bowling Alley Pin Spotter)폴라로이드 

SX-70 카메라, 허니웰의 원형 온도조절기 등이 

있다. 1937년 벨 전화기의 표준 모델을 

디자인하면서 HDA의 창설자인 드레이퓨스는 

“디자인은 익명(匿名)의 세일즈맨이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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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즐겨 사용했다.

제나로는 그 말이야말로 산업 디자인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논평하고 있다. HDA에서는 제품 디자인의 

문제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모두 

동원하고 있다. HDA의 멤버 중에는 

산업심리학자, 인체 계측 전문가, 사람이 

편하게 쉬고 활동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 등의 문제를 다루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프록시믹스(Proximics) 전문가 

등이 있어서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마련해 주고 있다.

다른 디자인 전문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HDA에서는 보기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사용하기에도 편리한 이른바 형태와 기능이 

통합된 제품을 만들어 내기 위해 인간공학 

(Ergonomics)에 관해 특별히 깊이있는 연구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는 헨리 

드레이퓨스가 처음으로 HDA를 설립했을 

때부터 이어져 오는 전통의 하나이다. 

벨회사의 전화기를 디자인하면서 

드레이퓨스는 수많은 사람들의 머리와 손을 

측정한 수치를 정리한 데이터를 토대로 

디맨션(Dimension)을 설정했다고 한다.

과학 기술의 발전은 소비자들이 사용하기에 

훨씬 더 편하고 품질도 좋은 제픔을 만들어 

내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리치'칫솔은 인간공학에 관하여 깊이있는 

연구를 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이를 닦기에 아주 좋은 각도를 갖고 

있다. 컴퓨터의 경우 CRT 스크린이나 

키보드가 사용하기에 편리한 위치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인간공학의 

역할이다. 코닥사에서는 1982년에 커다란 

관심을 끌었던 디스크 카메라(Disc Camera)를 

디자인하면서 매우 체계적인 인간공학적 

실험을 거쳐 데이터를 마련했다.

디자이너들은 2,227명의 실험 대상자로 하여금 

각기 다른 배치를 갖는 63종의 모형을 

테스트하도록 하는 실험을 통해 최종 

디자인안을 선정했던 것이다.

“오늘날의 시장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제품의 디자인을 요구하고 있다. 

만일 건축가가 실수를 한다면 그것은 단지 

한 개의 건물만을 망치는 결과를 남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산업 디자이너가 제품을 

디자인하면서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수십만 

또는 수백만개의 제품을 망치게 되므로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남기게 된다”고 제나로는 

말한다.

HDA에서도 제품을 디자인하면서 큰 실수를 

한 적이 있다고 제나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소개해주었다. “그 당시 HDA에서는 손으로 

들고 통화를 하는 기존의 전화기보다 더 

편리한 제품을 디자인하고 있었다. 

디자이너들은 오랜 기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투웨이 스피커 (Two-way Speaker)를 

가진 새로운 전화 부스를 디자인하려는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고 있었다. 그 결과 

송화기 대신에 통화자의 얼굴 앞부분에 

마이크로 폰(Micro Phone)을 한 개 배치하고 

수화기 대신 천정에 라우드 스피커 (Loud 

Speaker)를 부착한 새로운 공중전화 부스가 

디자인되었다. HDA에서는 6개의 각기 다른 

모형을 만들어 뉴욕시에 있는 펜 정거장에 

배치하고 사람들이 그 전화 부스를 

사용하면서 어떤 방향을 나타낼 것인가를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그 결과 전혀 엉뚱한 

현상을 발견해 냈다. 사람들은 마이크로 폰을 

쳐다보지 않고 천정에 붙어있는 스피커를 

쳐다보며 통화를 하려 했다. HDA 에서는 

사람들이란 소리가 들리는 쪽을 향해 말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간과하였던 것이다.

X X X

산업 디자인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서 

디자이너들의 지위도 크게 향상되고 있다. 

미국 산업디자이너 협회의 통계에 의하면 

미국 전역에서 디자이너들의 숫자는 매년 % 

정도씩 증가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기업체의 디자인 연구 부서와 디자인 

전문 회사에 약 반반씩 나누어져 활약을 

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균형을 이루고 있다.

디자이너의 보수는 특히 엄청난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1979년 이래로 디자인 

전문회사의 사장이 받는 연봉은 평균 

42,800달러 에서 82,774달러로 두 배 가량 

높아졌다. 5년 내지 10년 정도의 실무 경력이 

있는 중견 디자이너의 연봉은 평균 

33,109달러이다. 기업체의 경우 디자인 부서를 

관장하는 부서장의 연봉은 평균 59,%5달러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보다 훨씬 높은 급료를 

받고 있다.

디자인 전문회사가 디자인 서비스의 대가로 

받고 있는 디자인료도 빈틈없는 산출 방식에 

의해 산정되고 있으며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디자인료의 산정에는 

아직까지도 정액 산정 양식(Flat Fee)이 

통용되고 있다. 그러나 어떤 회사에서는 

디자인해 준 제품의 판매고에 대한 로열티를 

받아야만 한다고 고집을 하고 있다. 

디자인료는 디자이너들의 수준에 따라 각기 

다르게 책정되지만 개발을 하는 데 3,4주일이 

소요되는 찻잔의 경우 수천 달러를 받고 있다. 

1년 정도의 연구 기간을 필요로 하는 은행의 

인테리어의 경우에는 수십만 달러 정도의 

디자인료를 받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랜도 디자인 회사(Landor Associates)에서는 

기업의 디자인 통합 계획을 주업무로 하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요즈음은 

브리티쉬 에어웨이 (British Airway)의 CI를 

맡아서 연구하고 있는데, 디자인료는 무려 

1백만 달러를 받고 있다. 랜도의 디자이너들은 

4개월간에 걸쳐 조사•연구를 수행하여 

디자인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세밀하게 

분석을 하였다. 그들은 전세계적으로 

항공 운송 시스템에 관한 모든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방문, 인터뷰, 시각적인 감사 

(Visual Audit)•••등의 방법을 통해 다각적인 

조사를 하였다. 이 방대한 디자인 프로젝트의 

연구에는 18개월이 소요되었으며, 그동안 

수백명의 관계자들이 약1,000여 번의 회의를 

통해 갖가지 의견들과 아이디어를 교환하였다.

사람들은 아직도 디자이너란 가만히 앉아서 

헤어 드라이어와 같은 제품의 모양을 

다듬어서 예쁘게 만들어 내는 존재 정도로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산업 디자인은 그와 

같은 단순한 수준의 작업이 아니라 수많은 

요구 조건을 고루 충족시켜 줄 수 이는 

제품을 만들어 내는 종합적인 창조 활동이다. 

“실제로 랜도에서는 디자인 과정에서 70〜80% 

정도의 노력을 기획, 조사•연구, 회의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 20%정도만을 개념화 

(Conceptualization)에 활용하고 있다”라고 

랜도사의 회장인 존 디펜바흐(John 

Diefenbach)는 설명하고 있다. 

랜도의 모든 아이디어가 대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영국의 디자이너들 중에서는 

비행기의 꼬리 날개에 문양을 넣도록 한 것을 

불필요한 선택이라고 조롱을 하기도 했던 

것이다.

X X X

리 차드슨/ 스미 스 (Richardson / Smith) 사에 서 

디자인한 제품들 중에서 성공적이었던 것 

중에는 요즘 구하기 조차 힘이 들 정도로 

인기가 높은 것들이 적지 않다. 

오하이오주의 워딩톤(Worthington,Ohio)에 

있는 그들의 연구소에서 디자인해 낸 

컴퓨터가 대표적인 예이다. 1983년 1월 3일자 

타임지의 표지에 등장한 탁상용 컴퓨터는 

'금년의 기계(Machine of the Year)'로 

선정됨으로써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사진 1 참조)

이 제품은 치밀한 조사 연구를 거쳐 마련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디자인 된 것이다. 

휴대를 할 수 있는 컴퓨터를 개발하기 위해 

미국 여행자들에게 가장 편리한 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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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리차드슨 / 스미스사에서 디자인한 컴퓨터. (출처 : Product Design,P.61)

케이스(Brief Case)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100여 개 이상의 손가방이 수집되어 세밀하게 

분석되었다. 이같은 조사를 수행 하는 

목표 중의 한 가지는 사람들이 브리프 

케이스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알아 내는 

것이었다. 그 결과 브리프 케이스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디자인 팀은 

컴퓨터를 담을 수 있는 브리프 케이스를 손수 

조립식 (Do-k-Yourself)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필요한 공간의 넓이에 따라 외부의 면을 

열거나 닫을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배려를 

한 결과로 우수한 제품이 창조되었던 것이다.

리차드슨/스미스는 지금 종합적인 제품 

전략(Corporate Product Strategy)이라고 하는" 

새로운 디자인 영역에 뛰어들어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다. 수년 전부터 그들은 

사무 기기 제조 회사인 NCR사의 의뢰를 받아 

종합적인 제품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 연구는 NCR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동질성 (Identity)을 부여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을 궁극의 목표로 하고 있다.

리차드슨/스미스의 수석 부사장인 존 

레인프랭크(John Rheinfrank) 는 NCR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NCR은 시대적으로 뒤진 시각적 

이미지를 가진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NCR의 제품을 좋아하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심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시장 경쟁력이 점점 떨어져서 

매상고도 줄어들게 되었다. 이와 같은 

악순환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는 

5년 내지 10년 후에는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을 원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밝혀내기 

위한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NCR에서 생산하고 있는 모든 

모든 제품에 고루 반영될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 언어(Design Language)를 창조하려고 

다각적인 시도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로 몇 가지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우선 제품의 형태에서는 

현재까지 모든 제품이 아주 복잡한 모양을 

갖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즉, 복잡한 모양을 간결한 형태로 정리하여 

현대적인 감각에 부합되도록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색채의 경우에도 모든 제품에 적용을 

하기 위한 일관성이 있는 원칙이 설정되었다. 

즉, 사용자의 손이나 몸의 일부분과 직접 닿게 

되는 부분인 키보드나 프린터의 윗면과 같은 

부분은 같은 계통의 색채로 처리하되, 그 

이외의 부분에는 보색 관계에 있는 색으로 

도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NCR은 

이제 하나의 기업으로 부각되게 되었다. 

또한 NCR의 모든 제품은 같은 회사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동질성을 

갖게 되었다.

리차드슨/스미스는 지금 제록스사를 위해 

보다 더 성능이 좋고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는 

미래의 카피 기계(Copier)를 개발하는디자인 

프로젝트를 맡아서 연구하고 있다. 

디자인 회사의 사장 중의 한 사람인 

딘 리차드슨(Deane Richardson)은 다음과 

같이 새로운 카피 기계의 디자인 방향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우리는 사람들이 카피 기계를 사용하면서 

자주 부딪히게 되는 고장의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알아내야만 한다. 카피 기계는 

자주 고장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우리는 카피 

기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쉽게 고장을 

발견하고 손수 고쳐가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함으로써 그와 같은 고장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二

리차드슨/스미스는 제품의 디자인을 보다 

더 수준높게 수행하기 위하여 제품 의미론 

(Product Semantics)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다. 

이것은 곧 제품과 소비자와의 관계를 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차원까지도 

세심하게 연구함으로써 새로운 제품의 특징을 

설정해 줄 수 있는 어떤 가정을 보다 더 

명확하게 설정하여 디자인에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 디자이너들은 제품 그 자체가 기능은 물론 

사용 방법까지도 쉽게 알려줄 수 있도록 

완벽하게 디자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즉, 소비자들이 제품의 형태나 그래픽을 보고 

쉽게 그 제품의 사용 방법을 알아낼 수 

있도록 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용 

설명서가 필요없는 제품을 만들어 내자는 

것이다.

제록스사의 디자이너 들과 공동 작업으로 

리차드슨/스미스의 디자이너들은 1990년대에 

생산되어 판매될 카피 기계의 디자인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아직은 연구의 초보 

단계로서 최초 모델조차도 만들어져 있지 

않으므로 그 카피 기계가 어떤 것이 될 

것이라고 설명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기계는 보다 더 적은 공간을 

차지하면서도 더욱 많은 작업을 감당해 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레인프랭크는 암시하고 

있다.

X X X

때때로 시장 환경의 급작스러운 변화가 

제품의 판매에 뜻하지 않은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디자인 (Redesign: 기존 

디자인을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해야만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수영장의 표면에 떠다니면서 더러운 

오물이나 때를 제거해 주던 아네손 풀 스위퍼 

(Arneson Pool Sweeper) 라는 제품은 수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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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까지만 해도 아주 유용한 것이었다. 

그러나 태양 담요 커버가 발명되어 시판된 

이후로는 갑자기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이같은 현상은 보다 성능이 좋은 

제품이 개발됨으로써 시장 경쟁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모든 기업들은 점차 높아져만 가고 있는 

경쟁에서 이겨 살아남기 위해 자기 회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디자인 회사인 스타인힐버 & 도이취 

(Steinhilber& Deutch)는 제품이 시장 경쟁에서 

타사로부터 기습적인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리디자인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롤러를 갖고 있으면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회전자를 개발한다는 것은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해결해 냄으로써 

고객 기업의 매상고는 다시 높아지게 되어 

회생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 : 좋은 아이디어의 개발

급진적인 디자인이 실용화되어 제품으로 

슈퍼마아킷의 진열대 위에 놓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디자이너들 중에서는 그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제품으로 발전시켜 많은 돈을 

벌어들인 사람들도 있다. 이글에서는 두 

사람의 디자이너를 소개하고자한다.

1970년대 후반에 네드 스타인 버거는 

새로운 전자베이스 기타를 디자인했다. 

이 기타는 다른 기타들과는 달리 헤드 스톡 

(Head Stock)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을 

재료로 만들어져 있다. 그러므로 이 기타는 

얼핏 보기에 흐리멍텅한 빗자루와 같이 

보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 기타는 다른 

것과 비교해 볼 때 훨씬 더 가볍고 

음질도 훨씬 뛰어나서 성능과 디자인에서 

아주 뛰어난 것임에 틀림이 없었다. 

스타인버거는 이 기타를 실용화하려고 여러 

기업을 방문하여 상담을 벌였다. 그러나 어느 

회사에서도 그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디자인이야 어떻든 간에 팔리지 않을 

것이라는 선입견에서 제품화한다는 것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사업을 벌여 제품으로 만들어 

내야지. 그 길만이 내가 개발한 이 새로운 

기타를 실용화할 수 있는 길이니까……•” 

스타인버거 베이스기타는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아주 큰 인기를 얻게 되어 

사업상 커다란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또한 19응1년에는 우수 디자인으로 선정되어 

디자인 상을 수상했다. 유명한 보컬 그룹인 

롤링스톤즈(The Rolling Stones)더 후(The 

Who), 져니 (The Journey) 등이 이 기타를 

사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약 3,000여 명의 

연예인들이 스타인버거 베이스 기타를 

연주하며 음악팬들을 즐겁게 해주고 있다. 

(사진2 참조)

크래그 벳터 (Craig Vetter)도 비슷한 역경을 

헤쳐 나와 사업에서 큰 성공을 거둔 경우이다. 

모터사이클을 즐겨 타던 그는 대학을 

졸업한 후 일리노이주로부터 콜로라드 

등지에서 열린 디자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고속도로를 모터사이클을 타고 가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착상했다. 얼굴에 강하게 부딪혀 

오는 세찬 바람에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 벳터는 바람막이를 디자인해야겠다는 

결심을 하였다.

오랜 기간의 연구 끝에 마침내 

모터사이클용 바람막이의 디자인이 

완료되었다. 그러나 어떤 회사에서도 

그 디자인을 제품화하려고 나서지않았다. 

1%0년대에 그는 여자 친구로부터 83달러를 

빌어 그 자신의 회사를 설립하고 바람막이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윈드재머 페어링 

(Windjammer Fairing)，이라는 이름의 

이 바람막이는 날개 돋힌 듯 팔려 

나가기 시작하여 사업상 커다란 성공의 

계기가 되었다. 1978년 벳터가 그 회사를 

판매했을 때 그회사의 매상고는 1,600만 달러 

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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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

미래를 창조하는 삼성전자 제품 디자인실

편집부

1%9년 1월 출범한 삼성전자는 16년의 

짧은 연륜 속에서도 연평균 60%의 높은 

성장을 이룩하면서 세계적인 종합 전자 

메이커로 성장해 왔다.

'84년에는 수출 8억불을 돌파하는 등 국내 

가전업계의 선두 주자의 위치를 확인한 바 

있다. 특히 일본 제품이 독주하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의 M.W.0(전자렌지)는 전체 시장 

점유율의 10%이상을 점유하게 되므로 일본의 

유명 메이커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아가 

세계 정상 정복을 향한 웅비의 꿈을 키우며 

사업 보국의 경영 이념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 활기찬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략 경영의 차원에서 시장 창조를 

위한 디자인 전략 방안을 수립, 전개해 

나가는 곳이 삼성전자 기획본부의 실체인 

제품 디자인실이며 궁극적으로는 제1주의에 

입각한 세계 무대에서의 일전을 장식하기 

위한 야망으로 디자이너들의 열기는 

높아가고 있다.

상품기획본부 제품 디자인실

'83년 7월 각 사업부에 분산되어 있던 

디자인 부문을 통합하여 삼성전자 

종합연구소 산하에 두고 그 조직력을 

강화시켰고, 금년 2월에는 상품 기획 

업무에서부터 비롯되는 제품 디자인 업무 

전반에 관한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장 직속 기구로 승격 개편하여 

상품 기획 본부 제품 디자인실로 명명하게 

되었다.

그 배경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첫째 요인으로는 어떤 제품을 

어느 시장에 맞추어 낼 것인가 하는 제품 

시장 전략과 병행하여 제품에 어떠한 새로운 

경쟁력을 구사하여 확대되지 않는 시장셰어에 

대처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전략 경영 

차원에서의 제품 디자인 전략이 중요한 

승패의 분기점으로대두되었기때문이라 한다. 

두번째 요인으로는 디자인 전략에 대한 

경영층의 새로운 인식에 있다.

지금까지의 디자인 활동은 시장 대응형의 

제품 디자인이 주류를 이루어 왔으므로 

시장 창조형의 적극적 디자인 활동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었다.

특히 디자인 기능 중 심미적 기능만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과거의 인식에서 벗어나 

설계, 생산, 판매, 영업 부문은 물론 A/S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기업 활동을 하나로 

묶어 경영 목표에 합치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디자인 전략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실험적으로 시도된 

전략 제품이 점차 성공을 거두게 되었고 이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합리적인 

접근 방법의 모색과 병행하여 디자이너의활동 

영역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경영층의 

새로운 인식의 결과로 취해진 조치이다.

이렇게 확대된 업무 영역으로 새로운 

출범을 한 제품 디자인실은 1개의 기획관리 

팀을 비롯하여 6개의 실무 디자인 팀으로 

대분하여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다・

라이프 스타일의 연구와 소비자 

니드(NEE미의 조사 분석 활동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기초 

연구와 전제품에 걸친 사용자의 니드 조사, 

분석이 신제품 기획에 중점을 두고 실시된다. 

기획 단계에서 소비자 니드의 분석에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활용되고 있으나 단순 

집계 방법에 의한 결과치나 마케팅 분야에서 

차용해온 소비자 조사 분석 방법만으로는 

디자인 전략을 수립 할 수 있는 결과를 

기대하기는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활용 목적에 따라 조사 방법이나 

내용을 체계화하는 작업에서부터 거기서 

얻어진 결과를 분석하여 실제로 제품 

디자인에 적용하는 데이터를 추출해 내는 

실질적인 분석 방법들을 채택하고 있다.

기업 디자인 활동에 있어서 방법론이나 

데이터로서 모든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미학의 핵심을 이루는 심미성에 대한 

이성적 판단은 오늘날에도 그 합리성을 

인정받지 못하고있는 상태이므로 간혹 

전문가를 자처하는 디자이너 아닌 

디자이너들에 의한 직관적인 판단만으로 

굿 디자인의 의미가 자칫 왜곡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변해버린 경제, 사회 환경으로 한층 

고도화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디자인 

전략은 종래의 그것에 비하여 상당히 복잡한 

메커니즘을 갖게 되었다. 전략 수립을 위한 

데이터를 목적으로 조사, 분석의 방법이 

중요시되는 이유도 이와 같이 복잡해진 시장 

구조에서 수없이 날아드는 정보로 인해 

카오스(CHAOS)의 상태가 된 디자이너들에게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방향을 

제시하여 코모스(COSMOS) 의 상태로 

유도하는 효율젹인 디자인 전개와 올바른 

정책 결정에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제품 디자인 배경

'90년대를 전망해 볼 때 사회, 경제 국제 

정치 등의 환경 정세는'80년대보다도 더욱 

불투명하며,그러한 환경을 제약하고 있는 

요인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급격한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흔히 

'80년대를 “위험의 시대”라고 말한다•급격한 

사회 환경의 변화 조짐은 지금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그러한 변화에 대응한 제조업 

분야의 경영 전략은 전사적 차원에서 지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기업은 

도태되고 말것이다. 이는 조직이 방대해진 

대기업일수록 급격히 변화되는 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그 기동성있는 대응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기 때문인 것이다.

점차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지고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는 현 상황에서 

REVOLUTIONAL DESIGN 못지 않게 

EVOLUTIONAL DESIGN 부•문•도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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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성, 합리성 및 합목적성은 물론 시장성에 

대한 배려가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

첨단 기술에 관한 연구 개발은 계속적으로 

중요시되고 있으나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에 

있어서의 잠재적인 기술력은 평준화의 방향에 

있으므로 이제부터는 기술 위주가 아닌 디자인 

위주가 대국적인 전략 방향이" 할 수 있다. 

따라서 EVOLUTIONAL DESIGN 부문의 

연구 단계도 FUNDAMENTAL

RESEARCH, APPLIED RESEARCH 및 상품화 

단계로 구분되어 진행되는 것은 기동성의 

문제로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기업이 필요로하는 디자이너의 자질

이같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시대적 

요청은 방법이나 전략에서 뿐만이 아니라 

고도로 훈련된 디자이너의 자질을 요구한다. 

기획 단계에서의 방향이 설정되면 담당 

디자이너에 의하여 조립 검토도에서부터 가장 

효율적인 표면 처리 과정에 이르기까지 완벽에 

가까운 디자인 작업이 전개되므로 기동성있는 

결과를 얻게 된다.

특히 고도의 설계 능력까지를 요하는 

EVOLUTIONAL DESIGN 부문은 4,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디자이너가 아니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REDESIGN이나 RESTYLING 부문에 

해당荘 REVOLUTIONAL DESIGN 작업을 

통해 ADVANCE DESIGNER로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게 된다.

신입 사원들은 생산,설계,부품업체의 

작업과정을 OJT를 통한 계속적인 실습 

교육으로 공부하게 되며 나아가 시장 구조와 

제품의 가격 정책까지를 교육 목표로하여 

상품 기획에 이르는 과정까지를 마스터하게 

된다• 이는 점차 제품 디자이너들의 활동 

영역이 확대되고 나아가 TOP 

MANAGEMENT를 갖춘 ORGANIZER로서 

전략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이다.

기업이 요구하는 디자이너라면 능력 이외에 

또 다른 인간성에 따른 문제가 대두된다. 이는 

디자인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떠한 

조직에서도 요구되는 문제로서 기업은 조직을 

가진 유기체라는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신이 이룬 결과에 대하여 제3자의 

직접적인 평가를 받는 것은 물론 관련 

부서와의 횡적,종적인 유대 관계가 끊임없이 

이루어져 나가는 특수한 부문이므로 개성이 

강한 신입 사원들로서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지혜를 쌓아 조직의 

일원으로서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활성인자가 되도록 노력해야만 할 것이다.

디자인 주도로 상품화된 전략 제품

일본 쯔꾸바 박람회 출품• 제품

83・ 9월 공업 진흥회 주최 신제품 경진대회에 

WORKING MOCK-UP으로 출품하여 

대통령상을 수상한 8m/m VCR과 색광에 의한 

표시 기능을 강조하여 디스플레이된 크로이쳐 

시리즈는 새로운 감각의 HI-FI AUDIO 

DESIGN으로 현재 열리고 있는 일본 쯔꾸바 

박람회에까지 출품된 기획 디자인 제품으로 

크로이쳐 K-700, K-800 시리즈는 판매에 

있어서도 선풍적 인기를 얻고 있다.

PORTABLE MUSIC CENTER(VIP 3000)
'84년도 산업 디자인지에도 소개된 바 있는 

PORTABLE MUSIC CENTER는 세계 최추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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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URN-OUT 방식의 TURN-TABLE을 

내장시킨 국내 최고급 DELUXE 

MODEL로서 상품 기획에서부터 

MECHANISM 설계에 따른 레이아웃 및 

기능까지를 디자이너가 주도하여 

LINE-UP시킨 대표적 제품이다.IDEA를 

전개시키는 과정에 있어서나 새로운 기술을 

요하는 표면 처리 과정에서 겪는 디자이너의 

외로움은 자기 자신과의 승부 바로 

그것이었다• 엔지니어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그들보다 한발 앞서 정보를 입수해야 했고 

가능은 하나 양산이 문제점으로 대두될 때는 

부품업체를 찾아 또 다른 투쟁을 감내해야 

했다. 결과론이나 디자이너는 프로페셔널 리즘에 

철저해야 하며 그 오차의 한계를 극소화하기 

위해 기획 단계에서부터 면밀하고 냉철한 

판단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 마침내 히트 

상품이 되어 해당 사업부 이익 목표에 한 

몫을 감당해 내며 CONVEYER 니NE을 타고 

줄지어 탄생되는 그 제품을 바라보는 담당자의

6

7
4. VIP-3000 Portable music center

5. SPC-2000A

6. CT-1670 EXCELLENT TV 7

7. SF-3010 12* Fashion Fan

희열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도저히 

이해시킬 수 없는 감정인 것이다.

EXCELLENT TV
VIP-3000과 함께 진행된 디자인 전략 

모델로 음성다중 방송에 대비하여 타 

경쟁사와 디자인 차별화에 주력하여 성공한 

대표적인 시리즈 모델이다의 경우 

MODEL NO: CT-1670은 동일 기종으로는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비즈니스용 PERSONAL COMPUTER

MODEL NO:SPC 2000A
영문, 한문, 한글 WORD PROCESS를 이용한 

사무 자동화에 최적의 시스템으로 

DISTRIBUTED DATA PROCESSOR-f- 위한 

대형 컴퓨터와의 INTERFACE의 기능을 가진 

WORK STATION이다. 시스템의 디자인 

요소는 퍼스널 개념의 비즈니스용으로서의 

효용성을 충분히 살리는 데 중점을 두고 

모니터, 키보드 등의 배열과 경사도를 

인간공학적 측면에서 조화시킨 디자인 주도의 

제품이다.

12” FASHION 선풍기(SF-301 0)
생활 환경의 공간과 만남에서 형태학적 

조형미가 가장 중요시되는 제품의 하나로보조 

냉방 기구의 일종인 ELECTRIC FAN을 꼽을 

수 있겠다.SF-310哈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도모하며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형태, 컬러, 재질 등을 혁신한 기획 디자인 

제품으로 금년도 시장 도입에서 절대적인 

호응을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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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9.16-9.27

기업체 실무디자이너를 위한

제1기시각디자인五육

"디자이너는
눈크고, 귀크고，

머리가 커야

합니다.

교육내용
시각디자인론■광고기획

시장조사방법론■카피
심볼 커뮤니케이션 ・C・LP

'88 올림픽앰브렘-88올림픽마스코트 
환경그래픽■일러스트레이션 

타이포그래피■편집디자인
포장공학■포장디자인 

C.F•■컴퓨터그래픽스
상업사진■인쇄학

G 한국디자으포장세터
KOREA DESIGN & PACKAGING CENTER

문의처 :산업디자인개발부 762-9462,9130



지상중계

제37회 대한산업미술가협회 회원전

대한산업 미술가협회（회장 김성수）의

37회회원전이지난6월 17일부터

22일까지 한국 디자인 포장 센터 

전시관에서 개최되었다.

가장 오랜 협회 회원전의 역사를 가진 

동 협회는 매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산미공모전과 최근에는 한일 디자인 

교류전도 함께 개최하고 있다.

민간협회로서 그동안산업 디자인의 

발전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온 동 

협회의 발전을 기원하며 아쉬운 감이 

있으나 지면 관계상 소수의 회원전 

작품만을 선정, 수록한다.〔편집자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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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순만/그래픽 디자인

6. 최종애/캠페인 포스터

7. 성낙양/한국의 전통 탈

8. 이재희/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9. 최병진/작품 84011

10. 전인환/The Seed of Message

11.이영란/조각보

8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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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

제2회 KOGDA 회원전

'향（向） '을 주제로 한 KOGDA （한국 

그라픽 디자이너 협회）의 두 번째 회원전 

（6.17-6.23 동방플라자미술관）은그 

짧은 연륜 속에서도 질적으로는 많은 

성숙함을 보여준 전시회였다.

우리 나라 그래픽 디자인계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산업 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한촉매 역할을 다 할수 있는 KOGDA로

'向'하기를 기대하면서 이화여대 김영기 

교수의 시각을 통해 이들 작품을 조명해 

본다•〔편집자 주〕

김영기 이화여대 생활미술과 卫수

「이제 우리 디자이너들은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자신을 성찰해야 하며 나아가 국제화에 따른 '우리의 

디자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중략

과거 우리들 디자인 운동이 유사한 관념적 사고 

속에서 여러 가지 형식을 통하여 수많은 디자인전이 

있어 왔지만 개념적 이미지의 접근 방법론에 대한 

계몽적 운동에 지나지 않았다. 一중략

향（向, direction）이란 인간이 사회 속에 살아 가기 

위한 수많은 정신적 매개를 어떠한 각도에서 

관조하는가의 의미이며, 안으로 디자이너 자신의 

내면 세계에 성실하게 나아갈 향이며, 밖으로 

디자이너 자신이 응축시킨 시각 조형의 강한 공명을 

주는 향이다. （이하생략）」

— KOGDA에서 밝힌 向의 주제 해설

I・
제2회 KOGDA（한국 그라픽 디자이너 협회） 

전을 보고 느낀 몇가지를 통하여 우리들의 

그래픽 디자인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단상（斷想）을 싣고자 한다. 이 단상은 필자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들 전체에 관련된 

것이란 생각과 함께 그들이 내세운，향（向），이란 

주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흥미를 

가질 수 있다.

그들이 내세운 주제 해설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째 부분은 向을 선택하게된 

문제의 배경, 둘째 부분은, 과거에 대한 그들의 

반성, 세째 부분은, 앞으로의 방향을 그들의 

주제 向（direction）과 연결하여 맺고 있다. 

미리 말해두지만 필자는 어떠한 특정 

개개인의 작품 비평에 대해 논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왜냐하면 개인전이 아닌

제2회 KOGDA 회원상/김경렬 작

협회전이기 때문이다. 한 협회（Society）는 

그것이 개인을 넘어선 사회적 관계나•시각으로 

그 역할과 기능, 그리고 영향이 나타난다. 

따라서 개인에 대한 어떠한 기술（記述）도 

그들이 해설한 주제의 우산 아래 한정 지워질 

것이다.

II.
첫째부분에는 “국제화시대”, “자신을 성찰”, 

“우리 디자인을 모색”이란 개념들이 있다. 

이 세 가지의 개념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된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인식없이 너를 만날 수 없으며, 

모든 출발은 나•자신을 인식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다. 우리 디자인을 모색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인식하고 앎으로서 만이 이룩될 수 

있다고 본다. “국제화”란 우리를 초월한 

개념으로서 우리들만의 “어떤 것”을 찾는 

스피노자의 “자존성”과 “고유성”의 모색이 

내재 되어 있는 “우리의 성찰”이나 “우리의 

디자인 모색”과는 상반된 개념의 “대응”이 

존재한다고 보겠다.

그러므로 여기서 국제화란 “우리의 고유성 

속에 국제적 개념이 있고, 국제적인 디자인 

속의 우리의 고유적 개념이다”는 의미로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한다. （여기서 

고유적이라 함은 사회학자 레번의 “영원한 

현재”속에 존재하는 “어떤 것”을 의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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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기흔 2. 권명광

이 영원한 현재는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하는 

생활 공간의 초시간적 개념이므로 반역사적 

시각에서 “고유성”을 보는 것임. ）

문제는 이러한 문제의 인식과 문제 

제기에서 “자기성찰”, “우리 디자인”이란 

개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를 제기한 이후 

우리의 태도와 행동이다. 즉, “관념적 사고”, 

“접근 방법론에 대한 계몽적” 단계의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는 두번째 부분의 솔직한 

자기 반성,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관념적 

사고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자기 성찰과 

우리 디자인 문화에 접근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을 것인가? 이에 대한 진정한 

사색이나 연구가 없었다는 것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자기들 스스로의 글에 회원 모두는 

캐털로그에 요식적으로 실리는 글이라고 

생각해서도 안되며 지나쳐 버리거나 사라지는 

말로 흘려 보내서도 안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촉구하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겠다. 

그 글은 안으로는 회원들의 자각의 언어요 

밖으로는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닌가 한다.

이 문제는 결국 사회도 단체도 아닌 

한 디자이너의 자각과 인식에 의하여 

해결되어지며, 이러한 디자이너의 의식이 

“집단 의식화”되어 디자인 사회 의식의 

흐름을 형성하게 되고 이것이 새로운 디자인 

사회운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 하겠다. 

디자인 사회의 이러한 자각 운동이 요즈음 

디자이너들 사이에서 막 싹트기 시작하고 

있다고 본다. 이것이 바로 “의식의 회복” 

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러한 디자인 사회의 운동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 속에 뛰어 넘어야 할 장애 요인과 

제거해야 할 기억들이 어떠한 것들인가를 

간단하게 제시해 보고자 한다.

어떠한 의견이든 그것은 과학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 표현자（여기서는 

모든 디자이너와 예술가 포함）들이 

성취하고자 하는 어떤 개념들에 도달하기 

위한 끝없는 과정이라 볼 때, 앞서 제기된 

문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디자이너들 

각자의 노력을 통해 이루어질 성질의 것이라 

본다. 때로는 실패였을 수도 있으며, 때로는 

조금은 성취되는 기쁨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천적 노력 

그것은 고통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갖기를 

두려워 하고 편의주의에 자신을 묻어 

버리려는 의식의 죽음을 택하는 디자이너가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디자이너야 

말로 실천적 지성으로서의 태도가 앞서야 할 

것이다. 작품이 어쩌니 저쩌니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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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본다. 왜냐하면 

개인의 표현은 오늘 이 시간에 걸려 있는 

전시장의 작품 그것만이 아니라 그가 표현해 

왔으며 표현하는 정신의 연속성의 세계, 

즉 “표현 세계”의 초시간적 개념을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의 “표현의 세계”안에는 

성취로 향해 가는 실험과 실패와 도전의 

과정만이 존재한다고 하겠다. “자신의성찰”, 

"우리의 디자인”을 우리 디자인의

“주체성”이란 관점에서 기술해 보기로 하겠다.

III.
우리가 우리답게 표현하며 우리의 자아 

(自我)가 자아의 주인공이 될 때, 우리는 

이 시대 역사의 주인공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주체성의 문제는 곧 노예 

상태로부터의 해방의 문제이며, 우리의 생활 

태도 속에 인정되는 가치의 문제이기도 하다. 

나는 나를 보존하여야 하는 책임자로서 

“자기 보존”의 개념을, “본질의 수호”를 

담당하는 책임적 자아로서 스피노자(Spionoza) 

와 같이 자기 보존의 욕구를 가져야 한다. 

스피노자는 자유 문제의 핵심을 주체성의 

문제로 파악한 대표적 철학자인데, 실로 

자유의 문제는 우리 디자인의 모색과 자기 

성찰에 깊숙이 관련되어져 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하여 자유스럽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나의 디자인 

활동이 자아 밖의 힘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고 

내 스스로의 내적(内的) 원인을 따라서 

결정되는 것, 이것이 스피노자의 자유의 

실현이다. 어느 디자인 문화에 강한 지향성을 

가질 때 자기 보존의 힘은 위축되며, 

이 위축은 결국 “자기 소외”, “노예상태”를 

초래하게 된다. 일본 그래픽 문화를 

바라보거나, 미국의 그래픽 문화를 바라보면, 

그들 문화의 “힘의 팽창”으로 인하여 우리의 

자유를 잃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기억이 있으며, 

이 기억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 속에 

있는 심리적 기억이 우리만의 고유성의 

소재가 된다. 근대화, 현대화는 과거와 단절 

또는 전통으로부터의 탈피라는 기풍을 

초래하였고 타문화에 대한 일방적 의존심을 

조장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나 한다.

유럽의 그래픽 문화는 그들의 과거와의 

역사적 전개 과정의 연장선상에서 오늘을 

통해 내일로 향하고 있으며, 가까운 일본은 

그들의 과거 문화와 오늘의 그래픽 문화를 

미래로 연장시키는 데 성공시켰다고 볼 수 

있다. 머슬로우(Maslow)와 같이 인간이 

“자기 실현”의 과정을 걷는다면 한 사회, 

민족도 사회적, 민족적 자기 실현의 목표가

43

6

7

3.유재우 5.전영기 7.김준

4. 오근재 6.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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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좀 더 철학적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분명히 “자기 성찰” 

이나 “우리 디자인의 모색”은 우리에게 

주어진 “철학적 명제”라 볼 수 있다.

VI.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여기에 있다면 

앞서 기술했듯이 디자이너는 능동적 

활동으로서 표현하고 시행착오의 두려움없이, 

나아가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자기 실현”의 과정으로 끝없이 가야 할 

것이며, 이를 격려해야 할 것이다.

다만 확고한 철학적 명제 밑에서, 어떠한 

문화에도 기울지 않은 편편한 마음의 

상태에서, … 마음과 지식이 가난한 자가 되어 

겸허한 마음으로 “자기 성찰”을 통한 우리 

디자인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

8.여홍구 10.이상원

9.정계문 11.유명식

12. 문두현 14. 홍동원

13.이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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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뉴스

디자인 동서남북

국내소 식

우수 디자인 상품 선정 GD 마크제 실시

한국 디자인 포장센터에서는 올해부터 우리 

나라의 공산품 중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품을 대상으로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을 선정, GD 마크를 부여하는「우수 

디자인 상품 선정제」를 실시한다.

이 제도의 실시 목적은 일반 소비자 및 

생산 유통 관계자로 하여금 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진작시키고, 산업 전반에 걸쳐 

산업 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여 상품의 

디자인 향상을 기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국민 

생활의 질적인 향상을 꾀하는 데 있다.

우수 상품 선정은 1년에 한 번 실시하게 

되는데, 올해는 6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서류와 해당 상품을 접수, 심사를 거쳐 

8월 30일 선정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Good Design Mark System

The korea Design & Packaging Center 
(KDPC), from this year, will select good 
design industrial products closely related to 
daily life and bestow GD Marks upon them 
in order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design.

제20회 대한민국 산업 디자인전 개최

한국 디자인 포장센터가 주관하는 제20회 

대한민국 산업 디자인 전람회가 9월 10일부터 

24일까지 동센터 전시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또한 10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대구•대전• 

창원•부산•광주•전주- 순으로 전국 지방 순회 

전시도 가지게 된다. 작품 접수는 시각 

디자인부문(응월 8일), 공예 부문(8월 7일), 

제품 및 환경디자인 부문(8월 6일)으로 

나누어 접수하며, 심사 발표는。월 2일 한국 

디자인포장센터 전시실에서 한다.

Korea Ind니strial Design Exhibition

KDPC will hold its 20th Korea Industrial 
Design Exhibition at its exhibition hall 
during September 10-24. In addition, the 
exhibition will be held in major cities 
across the contry during October-December.

'85 한국 국제 포장기자재전

국내 포장 산업의 발전 및 수출상품 포장의 

개선을 위하여 한국 디자인 포장 센터가 

대한 무역 진흥 공사와 공동 주최한 

KORPACK?85가 6월 11일부터 16일까지 대한 

무역진흥 공사 종합 전시장(KOEX)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국내 첨단의 포장 재료 및 

용기, 포장 기계, 포장 재료 가공 기기 및 관련 

기기들이 전시되어 국내외 관련 인사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KORPACK '85

KDPC held the korea International 
Packaging Exhibition(KORPACK '85) during 
June 11-16 at the Korea Exhibition 
Center(KOEX). A total of 58 firms from 
home and abroad participated in the 
exhibition with their packaging materials and 

machinery.

제3회 삼성전자 굿 디자인전 개최

삼성전자가 주최하고 한국 디자인 

포장센터와 중앙일보사가 후원하는 삼성전자 

굿 디자인전이 오는 9월 19일에서 21일까지 

조선호텔 1층로비에서 1차전시를 갖고 

10월 18일에서 23일까지 KE SHOW，85 

삼성전자관에서 열린다.

전시 작품 내용은 TV,오디오, 컴퓨터, 

OA기기, 비디오, 가전제품 등이며 디자인 관련 

교수들 및 학생들의 찬조 전시가 함께 있을 

예정이다.

SamSung Good Design Exhibition

The SamSung Electronics Co.,Ltd. will 
hold their 3rd Good Design Exhibition, under 

the patronage of the KDPC,at Chosun 
Hotel and Korean Electronics show 
'85 in September and October respectively. 
Various kinds of Electric & Electronic Home 
Appliances designed by professors and 
students will be on display at the exhibition.

제2회 올림픽 기념품 전시회 및

제15회 전국공예품 경진대회 개최

올림픽 기념품 전시회와 전국 공예품 

경진 대회가 오는 9월11일에서 24일까지 

한국 종합 전시장(KOEX)에서 열린다.

출품 대상 품목은 섬유, 도자, 보석, 금속, 

초자, 죽세, 피혁, 종이 공예, 목공예, 칠공예, 

석공예 등의 공예품과 도자기 죽세공품, 버클, 

키홀더, 목걸이, 오프너, 티스푼, 재떨이, 페넌트 

민속 공예품 등 올림픽 기념품이다.

출품작은 1,2차 심사를 거쳐 8월 28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사학연금회관내)

National Handicrafts Competition

The Medium and Small Industry Promotion 
Corporation will organize its 15th National 
Hanicrafts Competition along with ir 2nd 
Olympic Souvenir Exhibition at the Korea 
Exhibition Center in Sept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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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산미 회원전 및 제기회 공모전

대한 산업 미술가 협회가 주최하는 제21회 

산미 전국 공모전이 회원전과 더불어 지난- 

6월 17일부터 22일까지 한국 디자인 포장 센터 

전시관에서 개최되었다.

산미대상에는 염직 공예 부문에서「자연」이란 

작품을 출품한 장 현주 씨가 수상했다. 그밖에 

포스터, 캘린더, 에디토리얼, 패키지, CIP 

광고 디자인 등과 도자기, 염색, 직도, 목칠 

금속〉자수 및 민예품 등이 출품 전시되었다.

KIAA Exhibition

The Korea Industrial Artists Association 
（KIAA） held their 37th Membership 
Exhibition along with 21th Competition at 
the Korea Design and Packaging Center 
during June 17-22

제3회 비주얼포인트전

덕성여대 동문전인 비주얼포인트의 세번째 

전시회가 지난 6월 7일부터 13일까지 

동덕미술관에서 열려「커뮤니케이션」이라는 

주제하에「대중」을 소제목으로 한 포스터와 

자유 주제인 일러스레이션 작품들어 선보였다.

Visual Point Exhibition

A group of DukSung Women's University 
graduates held thld their 3rd Visual Point 
Exhibition under the theme of 
'Communication' at the DongDuk Gallery 
from June 7 through June 13.

제6회 KSID 하계대학

KSID（한국 인더스트리얼 디자이너 협회）에서 

주최하는 하계 대학이 7월 5일에서 7일까지 

2박 3일로 강원도 횡계 용평 리조트에서 열렸다

ID 전공 대학생 및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위크샵과 세미나 등 각종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KSID Summer Scho이

The Korea Society of Industrial 
Designers（KSID） conducted its annual 
summer school program for design students at 
YongPyong Resort during July 5-7.

제2회 한국 그라픽 디자이너 협회전

KOGDA，85가 6월 17일부터 23일까지 

동방플라자 미술관에서 열렸다.

「향（向）」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87명들의 회원들 대부분이 참여하였다.

KOGDA '85

The Korea Graphic Designers Association 
held their 2nd exhibition under the theme 
of 'Direction* at the Dongbang Plaza Gallery 
during June 17-23.

KOGDAKotea 5너玄 D3gm
세2 이 한국그라피디向히벼*用 

1965 617-23
초 대일시 : 1985 G18 ^PM S시
동방法카자미술관

A group of alumni of KyongHi University 
held rheir first Gowhang Ceramics Exhibition 
at the DongDuk Gallery in June.

한국 여류 시각 디자이너 협회 임시 총회 개최

한국 여류 시각 디자이너 협회는 오는 

8월 25일 오후1시 한국일보사 13층에서 임시 

총회를 가진다. 금년도 전시 일정은 

12월14일부터 20일까지 미문화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Korea Society of Woman Visual 
Designer

The Korea Society of Woman Visual 
Designer will hold their extraordinary 
general assembly and annual exhibition in 
Seoul on August 25 and on December 14-20 
respectively.

IPT '85에 '86서울 아시아경기대회 포스터 입선

서울 올림픽 조직위의 황 부용 씨가 아트 

디렉션을 '시티 스튜디오' 김 현웅 씨가 

촬영을 맡아 제작했던 '86 서울 아시아 경기 

대회 공식 포스터 1호가 IPT *5에 

입선되었다. IPT '85는 일본 도야마 현립 현대 

미술관이 주최한 것으로 7월 15일부터 9월 8일 

까지 도야마 현립 근대 미술관 기획 

전시실에서 열리게 된다.

'86 Asian Games Poster awarded at 
IPT '85

'86 Asian Games Poster, directed by 
Mr.Buyong Whang and produced by Mr. 
Hyonwoong Kim, has been awarded a prize 
at the IPT '8"The first International 
Triennal of Poster in Toyama 1985） which

was organized by Toyama Modern Art 
Museum, Toyama Japan

고황 도예전 창립전

지난 6월 21일에서 27일까지 동덕미술관에서 

경희대학교 요업 공예과 동문들 25명이 한 

자리에 모여 고황 도예전 창립전을 가졌다.

Gowhang Ceramics Exhibition

이기성 作

해 외 정보

그래픽 연감 자료 공모

일본 창작가 협회（JCA）는 그래픽 연감 

발간을 위한 자료를 공모하고 있다.

이번 공모는 창조적인 작품을 그래픽 연감 

（Diagraphics）에 소개함으로써 그래픽 디자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인데, 그 공모 분야는 

다음과 같다.

가. 차드•도표

나. 지도•변형지도•시간표

다•투시도•분해도•단면도

라. 해부도•설명도•진행과정도

마. 교육보조재료• 사인보드

바. CAD작품•설계도

응모 방법은 슬라이드 또는 흑백사진이며, 

접수 마감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다.

문의 및 접수처 : JCA Press Inc.,5-12-3, 

Higashikaigan Kita, Chigasaki Kanagawa, 

Japan

ICOGRADA/ICSID/IFI 통합 대회

ICOGRADA （국제 그래픽 디자인 협회）와 

ICSID（국제 산업 디자인 단체 협의회）, 

IFI（국제 인테리어 디자이너 연맹）가 오는 

8월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디자인 반응” 

이라는 주제하에 통합 대회를 갖는다.

이 기간중 전시회, 총회, 학생 세미나 등 

부대 행사도 함께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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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자료 [

알루미늄 사출 방법

알루미늄 사줄업 협회(Aluminium 

Extruders' Association)로부터 제공된 

본 내용은 알루미늄과 그 합금의 

성격을 설명해 주는 것인데, 

알루미늄으로 형태를 만들어 내는 한 

수단인 人慢(extrusion)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그것은 디자이너들로 하여금 

이 금속의 사용에 있어 실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분명히 

이해시켜 앞으로의 접근에 보다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사출은 쉽게 얻어질 수 없는, 또는 다른 

생산 방법으로는 도저히 제작하기가 불가능한 

부품의 양상을 제공하기 위해 디자인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생산 가격을 감소시키게 된다. 

사출은 기능적일 뿐만 아니라 장식적인 양상 

또한 통합할 수 있으며, 특수 표면 처리 

과정에도 잘 반응한다. 사출 방법은 전기 분해 

방법이 가장 두드러지고 일반적인 방법이다. 

전통적인 두 가지의 골격재로서 나무와 

강철은 알루미늄에 점차 그 기반을 잃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금속은 그것들에 

비해 단순화된 구조와 그 결과로서 제품에 

있어 궁극적으로는 유지가 전혀 필요없는 

새로운 디자인을 조장하기 때문이다. 

알루미늄의 사용에 앞서 여기에서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각 물질은 그 자신의 고유한 

특성과 성질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물질의 속성을 고려치 않고, 동일한 디자인 

내의 한 물질 대신에 직접적으로 대체하는 

것은 요구된 대체 물질의 최선의 사용이 되지 

못한다. 예를 들면, 오늘날의 판유리를 부착시킬 

수 있게 하는 알루미늄 창살은 나무나 

쇠창살이 갖는 디자인적 속성과는 매우 

다르다. 마찬가지로, 또 다른 산업에서 

취해지는 한 예로서, 알루미늄 합금으로 된 

트렁크 몸체의 바닥판과 옆면은 나무로 된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따라서 

어떤 약점을 제거하면서 제공된 기회를

1.사출 가정의 원리를 보여주기 위해 잘려진 단면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디자인하고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알루미늄 사출 방법은 무한한 디자인의 

가능성과 함께 적합하게 사용된다면, 제품의 

성능 또는 외양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품 조립과 생산에 

있어 생산 단가를 절약할 수 있게 해준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출과정

기술적 용어로 사출이라 알려져 있는 

이것은 라틴어의 '밀어내다'를 의미하는 

'extmdere，에서 유래하며, 구멍(orifice)을 통해 

물질을 밀어 넣는 방법은 성형된 부품의 

생산을 위해 잘 고안된 방법이다. 이 방법은 

알루미늄 합금을 포함해 폭넓은 범주의 

물질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200kg에 달하는 

알루미늄으로 된 원통형 막대는 처음에 

합금이 방출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온도인 

500℃ 정도에서 가열된다. 그러면 그것은 

원통형 강철 컨테이너에 담겨져 아직 뜨겁고 

가소성을 지닌 상태일 때, 수압에 의해 

피스톤이 움직이는 실린더의 다른 쪽 강철 

틀을 통해 밀어 넣어진다. 이 과정 동안 

컨테이너와 막대(billet)의 온도는 온도 조절 

장치에 따라 조절되는 열처리 요소에 

의해 일정하게 유지된다(그림 1).

프로세스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폭넓게 

다양한, 상이한 크기의 사출 프레스와 

디자인이 유용하다. 영국 내에서는 대부분의 

프레스들이 1,500〜3,000 톤의 급수(피스톤에 

의해 적용될 수 있는 최대의 힘을 뜻함)를 

갖는다.

프레스 크기의 이러한 범위는 직경이 

560mm에 이르는 횡단면 내에 1.6mm만큼이나 

작게 산출될 수 있는 단면을 허용한다.

사출 속도는 합금되지 않은 순수 알루미늄에 

있어 단순한 단면인 70m/min에서부터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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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440/1600 톤을 처리하는 사출 프레스 3. 단면들이 전기 분해 산욕조(anodising acid bath)에 담가지기 위해 준비되고 

골고루 유입되도록 급격하게 위아래로 움직여진다.

열처리 합금 내의 lm/min보다 적은 것에까지 

다양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기계적•물리적 속성

알루미늄의 밀도는 강철•동•아연의 

그것보다 약 1/3밖에 되지 않는다. 그 금속의 

경량은 많은 제품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점인, 

고도의 강도 対 무계비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강도적 속성과 직결된다.

하나의 금속 물체가 그 자체의 탄성 한계 

이내에서 하중을 받아야 할 경우, 그것은 

직접적으로 하중의 양비례해서 변형될 

것이며 그 하중이 제거될 때 본래 형태로 

되돌아 올 것이다. 만일 그것이 탄성 한계 

이상일 경우에는 변형은 가해진 압력에 

비례하지 않고, 물체에 적용된 하중이 

제거된다 해도 본래 형태로 완전히 되돌아 

오지 않는다.

알루미늄에 있어 탄성 한계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많은 강철이 그렇듯이 

갑작스런 변형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알루미늄의 내력(耐力)을 위해 채택된 

기준치는 표준 측정 길이의 Q2%에 해당하는 

양에 의해 직선으로부터 휘어지기 시작하는 

응력/긴장 곡선 (stress/strain curve)에서의 

응력을 뜻한다.

알루미늄의 탄성 계수(elastic modulus)는 

강철의 약 1/3이다. 이 사실은 알루미늄 사출 

방법을 사용하려 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만 

하는 중요한 디자인의 문제를 내포한다. 만일 . 

한 강철로 된 구조적 부재가 알루미늄 

합금으로 된 동일 형태의 부재로 대체된다면, 

탄성 편향도(deflection)는 동일한 하중 하에서 

3배나 더 크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보다 큰 

편향도는 알루미늄 부재가 강철의 그것보다 

덜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궁극적인 인장 강도는 같게 되기 쉽지만 탄성 

편향도의 특성들은 강도와 관계가 없으며, 탄성 

편향적 특성들은 기본적으로 합금 범위를 

통해 무른 것에서부터 매우 강한 것까지 같다.

만일 동일한 편향도와 경도(stiffness)가 그때 

요구된다면, 이것은 아마도 강철의 그것보다 

더 얇고 깊은 알루미늄 단면을 만드는 디자인 

변경에 의해 성취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험적인 방법으로서 만일 한 단면이 강철 

단면 내의 것과 동일한 경도를 주기 위해 

새롭게 디자인된다면 알루미늄 사출의 무게는 

강철 무게의 약 1/3에서 1/2까지 증가되어야만 

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경도가 낮다는 것은 충격 하중 

하에서 장점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큰 탄성 

편향도에 의한 알루미늄 합금에 의해 잘 

흡수되기 때문이다.

부식저항

알루미늄과 대부분의 그 합금들은 대기 

중의 부식에 고도의 저항력을 갖고 있다. 

많은 알루미늄 합금들은 어떤 보호막을 따로 

입힐 필요없이 변화하는 대기 중에 계속 

노출된 채로 긴 수명을 유지할 수 있다.

대기 중에서 맨금속의 노출은 시간이 지난 

후에 표면 침전과 부적인 손상이 일어남에 

따라 표면처리에 매끈함과 본래의 광택을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 금속은 

어떤 대기 조건 하에서 점차 어두어지게 되어 

잿빛의 모습을 띠게 된다.

부식과 대기의 영향을 막아주는 자연적 

저항은 공기 중에 드러난 즉시 알루미늄 

표면 위에 형성되는 투명한 산화 피막에 

기인한다. 이 피막은 매우 안정된 것이며, 

대기의 영향에 대해 좋은 보호 역할을 하기 

위해 밑에 있는 금속과 통합된다

그 표면의 피막은 두껍게 덮여져 강화될 수 

있어서 부가적인 보호 역할을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산화물 층을 인위적으로 두껍게 

처리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전기 분해 

(anodizing)라 알려져 있다.

다른 금속들과 접촉할 때 알루미늄의 

부식은 이중 금속적 전기 부식 (bi-metallic 

galvanic corrosion)과 그런 경우에 있어 

도장(painting)이 요구된 국부적 표면 보호에 

기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 동은 알루미늄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유형의 부식이 야기될 수 

있는 특별한 금속이다.

건축에서 전기 분해된 알루미늄 사출이 

확대되어 사용되는 것은 그 합금의 부식적 저 

항과 뛰어난 내구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표면 처리

알루미늄 사출은 다양한 표면 처리에 

유용하다 그것은 다음의 3가지 기능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수행하는 수많은 표면 처리 

방법 중의 하나 또는 그 이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

a)금속의 본래 모양을 보전

b)장식적 색상을 제공

。다음의 처리 과정에 선행하는 표면 처리

표면 처리의 선택은 최종 사용과 사출되지 

않으면 안되는 작업 조건에 달려 있다. 가공 

처리된 알루미늄의 모양이 산뜻하지 못하고 

어두운 것은 그것이 처리된 대기 환경 

때문이다. 깨끗한 조건 하에서, 본래의 모습은 

단지 경미한 정도의 흐릿한 상태만이 

유지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기가 오염된 

산업 지방의 대기 조건 하에서 금속의 표면은 

어둡게 되며 보다 빨리 흠집이 생기게 된다. 

노출된 표면은 빗물의 세척 작용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끈하고 깨끗하게 남아 있는 

반면에, 차폐물에 의해 보호된 표면들은 

습기로 인해 산화 표면이 형성되어 더 거칠게 

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산화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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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은 금속 그 자체의 피막으로 인한 지연 

효과를 가져다 줌으로써, 오랫 동안 그 금속의 

구조적 속성에 저해되는 작용이 가해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잔화 피막의 자연적 부식 저항이 금속 

표면을 보호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에서는 

전기 분해법을 추천할만 하다.

전기 분해는 대부분이 다른 금속으로부터 

알루미늄을 구별하는 마감 처리 과정이다. 

전기 분해의 모든 형태에서 금속은 

양극으로서 전해질(일반적으로는 유황산)의 

욕조 속에 잠겨진다. 전류가 전해질을 통과해 

흐를 때, 산소 원자는 산화물의 강한 피막을 

형성하기 위해 금속과 즉시 결합하는 

양극에서 형성된다• 실제에 있어 그 피막은 

실내의 장식적 목적을 위해서는 10〜 

까지, 외부의 건축적 작용을 위해서는 

25〃m까지 두꺼워질 수 있다.

BS 3987:1966은 외부의 건축적 적용을 

위한 전기 분해된 알루미늄 단면과 관련된다. 

대부분 알루미늄상의 양극 피막은 투명하며, 

그래서 본래의 표면 처리 그대로 남게 된다. 

그러나 양극 피막에 아직 기공이 존재하는 

동안(전해질 처리의 바로 이후와 최종 봉합 

과정의 바로 전) 염료 또는 안료의 첨가에 

의해 색상 처리 과정이 포함된다.

이러한 색들은 산화 피막의 부분이 되어 

산화 피막 그 자체가 제거되기 전에는 

표면에서 제거될 수 없게 된다.

어떤 색들은 또한 산화 피막 안쪽의 빛에 

바래지 않는 색칠된 산화물들이 깊이 

침적되는 특수한 과정들에 의해 포함된다. 

전기 분해는 금속 표면을 보호하거나 오래 

지속되는 색상을 제공하는 데 있어 특별히 

효과적인 과정이다. 창문과 사무실 건물을 

위한 커텐벽, 그리고 상점 정면과 입구 등은 

외부 장식재로 적용된 좋은 예이며, 테이블과 

조명갓 등은 실내 장식재로 쓰여진 좋은 

예이다.

붓칠(brushing), 분무 또는 담그기에 의한 

도장(painting)으 착색과 보호를 모두 

제공하기 위한 일종의 대안적 방법이지만, 

사전에 표면을 처리하는 방법이 양질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산업에 

적용된 코팅 방법으로서 정전기 식이거나 

전기 영동(泳動 : electrophoretic) 식은 

사출 산업에 있어 매우 유용한 것으로서, 

이런 방법들은 현재 증가하는 이용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속의 표면 질감은 기계적 연마 또는 

브러쉬로 긁는 형태로 적용되거나 균일한 

무광 처리를 부여하는 화학적 식각법 

(etching)에 의해서도 변화될 수 있다. 이러한 

표면에 질감을 부여하는 과정들은 후에 전기

〈표 1> 성분과 선택된 알루미늄 합금의 속성

티 C 1200 AI 99.0% M
티 E
(BS 2898) — AI 99.5% M
HE9 6063 Al-Mg-Si TB

TF
HE30 6082 Al-Si1-Mg-Mn TB

TF
HE15 2014 시-CMSi-Mg TB

TF
DTD — 시-Zn6-Mg2.5- TF
5074A Cu1.5
BTR-E6 6463 Al-Mg-Si TB
(BS 4300/4)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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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9.5% 순수 알루미늄의 물리적 속성

용융점 658℃ 저항의 대기 상관 계수 0. 00403℃t
특수중량 2, 705 탄성률 70KN/mm2
팽창의 선형계수 24〉〈1(尸。 비틀림 계수 26KN/mm2
열전도율 222Wm-1℃-1 독성 비 0.33
전기적 저항력 2."必:m

4. 대형 사출관의 생산

분해 처리 방법에 의해 종종 이행된다. 표면 

처리 방법, 특히 전기 분해법은 사출 공장에서 

프레스의 최종 작업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것들 중 많은 것들은 길이 절단, 구멍 

뚫기, 가는 구멍 내기와 같은 반쯤 처리된 

작업과 결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합금의 범위

순수한 형태에 있어서 알루미늄은 무른 

금속이다. 그러나 다른 성분들을 적은 비율로 

첨가함에 따라 그것은 대단히 넓은 범주의 

속성들과 함께 다양성을 지니는 합금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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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와 같이 수많은 부분으로 함께 용접되어 제작된 

한 관(tube)은 B와 같이 사출된 것으로 대치될 수 있다.

6. 사출 내력(extrusion tolerance)은 맞물림 형태로 

디자인될 수 있도록 한다. 이 예는 지지대와 맞물리는

손잡이 단면을 보여준다.

7. A와 같이 말려지고 구부려진 복잡 형태로 된 것은

B 와 같이 하나의 사출 형태로 단순하게 대체될 수 있다.

8. 나사 홈을 함께 지니고 있는 두 개의 사출물을

사용해서 만든 공중 전화 박스의 모서리 부분의 예는 기계 

가공의 필요성을 줄여주며, 조립의 단순성을 부여한다.

있다. 강도, 성형력, 용접성, 부식 저항, 전기적 

속성들과 표면 처리되는 특성들은 모두 다른 

합금 성분들과 혼합시킴으로써 변화될 수 

있다.

주된 합금 성분으로는 망간, 마그네슘, 

실리콘, 동 그리고 아연을 들 수 있으며, 

기타 금속으로뜬 철, 크롬, 비스무트 

(창연 : bismuth;Bi), 카드늄, 납, 주석, 니켈 

그리고 티타늄(titanium) 등이 함유되어 

사용되곤 한다.

상대적으로 작은 양의 기타 금속을 함유한 

합금의 효과를 동, 마그네슘, 아연을 함유하고 

있는 항공기에 사용된 합금의 예에서 볼 수 

있다. 즉, 그것은 합금되지 않은 순수 

알루미늄의 그것보다 거의 10배나 더 큰 

강도인 580N/mm2 정도의 최소 인장 강도를 

갖뜬다.

합금의 범위를 위한 기계적 속성들이 

표세 제시되어 있다.

알루미늄 합금들은 두 가지 주된 등급으로 

나누어지는데, 한 가지는 경도에 의한 

속성으로 분류된 것이며, 또 하나는 열처리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것이다. 대부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출 합금들은 순수 

알루미늄 그 자체와 알루미늄一마그네슘 

(Al-Mg) 합금을 제외시킨 후자의 범주에 

속하는데, 그것들은 해양성 환경에서 

특별히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사출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

합금과 명칭

현재까지 다양한 알루미늄 산업의 

회사들이 수많이 독립해 오고 있으며,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합금에 붙여진 번호와 

고유 명칭에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실제로 자체에서 붙여진 명칭 중 한두 개는 

특별한 합금을 지시하기 위한 총체적 

용어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게 되었다.

이는 산업의 진보와 또 다른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합금의 창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긴 일이었다. 그 결과로 넓은 

범주의 특허 명칭과 많은 단독 합금들을 위해 

일련 번호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국제 표준화 작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4진법 체계(4서igit system)가 알루미늄 산업을 

통해 소개되고 있다. 이 체계는 표1에 

표시된 영국 표준 규격 참고표를 보면 알 수 

있다.

합금의 작업 경도와 열처리 조건들은 BS 

체계에 의해 표시되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M : 특수한 정도 또는 어떤 형태의 

열처리에도 작업 경도가 계획적이지 못 

하게 사출된(도표 제작된) , 또는

O : 달구어져 서서히 식혀진(annealed), 

무른

TB : 열처리로만 된 용해

TD : 차갑게 작업되고 열처리된 용해

TE : 열처리로만 된 침전

TF： 용해 처리되고 후에 침전 처리된 

이것은 全열처리(fully heat-treated)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사출 합금을 위해 요구된 일련의 

속성들을 포함하는 표준 방법으로서, 

열처리는 다음의 두 가지 단계를 포함하고 

있다. 용해 열처리(solution heat treatment)라 

알려져 있는, 그 첫째 단계는 500℃ 정도의 

온도에서 어떤 합금 성분들은 본질적으로 

고체 용해의 야금술적 상태로 취해지며, 

공기가 매우 차갑게 순환됨에 의해 그 속에 

유지될 수 있다.

침전 경화(precipitation hardening) 또는 

에이징(ageing)이라 불리우는 두 번째 단계에 

있어서의 합금 성분들은 미세하게 분리된 

상태에서 알루미늄을 통해 침전된다. 그것에 

의해 야금속적 구조가 강화된다. 이러한 

에이징 프로세스는 12O-2(X)°C의 온도에서 

단면을 재가열하고 특정한 시간 동안 

(일반적으로는 8시간 정도) 온도를 그것에 

계속 유지시켜 줌으로써 얻어진다.

사출 업체들은 이러한 특성들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것이 를(die)에서 빠져나왔을 때 

사출된 고온의 단면을 물에 넣었다가 갑자기 

식힘으로써 선택된 합금을 지닌 손쉬운 용해 

열처리 과정을 가져온다. 바로 이 순간에 

금속의 온도는 필요한 열처리 온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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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사출된 형태의 많은 예들

일치하기 때문에 처음의 열처리 단계에 

종속될 필요를 경감시켜 준다.

용접

두 가지의 불활성 가스 프로세스(inert-gas 

processes) 인 TIG 와 MIG는 알루미늄 

합금 상태에서 좋은 용접을 제공한다.

TIG (텅스텐 불활성 가스 : tungsten inc ; 

gas) 프로세스에 있어서 방전(arc)은 비소모성 

전극과 작업 표면 사이에서 불꽃을 튀게 한다. 

충전 막대(filler rod)는 용접 부위에 

독자적으로 공급되어진다. 그 방전은 굳건한 

금속 용해에 장해가 되는 산화 표피를 

부수어 주며, 그 부분을 감싸는 아르곤 막은 

재산화를 방지한다.

MIG(금속 불활성 가스)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텅스텐 전극과 충전선(히同 

wire)들은 전극과 충전재로서 모두 작용하는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알루미늄 용접선과 

함께 결합된다.

일상적으로 용접되는 사출 합금들은 HEP와 

HE 30 그룹의 것들이다. 이러한 합금들로 

용접 작용에서 금속으로 유입된 열 효과는 

용접 부위에 부분적으로 열 영향을 받는 

부분 내에서 열만으로 처리된 용해물(TB 

조건)의 강도로 완전히 열처리된(TF 조건) 

단면의 강도를 감소시킨다・TB 조건에서 

시작하는 단면들은 용접에 따라 강도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고 남을 것이다. 또한 

용접 후에 자연적인 에이징(ageing)에 의해 

강도를 취하는 알루미늄一마그네슘一아연 

(Al-Mg-Zn)의 중간강도 합금들도 있다.

제품의 조립 디자인은 이러한 열효과와 

최소의 응력으로 용접될 곳이 어떤 

부분인가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디자인의 원리

1. 사출은 필요한 곳에 금속을 밀어 넣고, 

그렇지 못한 곳에서는 생략할 수 있게 한다. 

이는 금속의 무게가 최소한으로 유지될 수 

있게 함을 의미하며, 기계적으로 필요치 않은 

금속을 제거하기 위한 구성 성분의 

기계 처리는 생산 가격의 결과적인 절약을 

가져올 수 있다.

금속은 한 단면이 부분적으로 강화되거나 

보강될 수 있도록 특수한 부분에 홀러들어가 

배 열될 수 있다. 늑재 (ribs)를 

강화하고 스크류 등의 나사홈 등도 통합적인 

단일체로 제작될 수 있다.

2• 사출된 물체는 용접된 또는 

리벳 이음으로 된 조립으로 대체될 수 있다. 

그결과는 보다 더 효과적이어서부품의 가격을 

떨어 뜨릴 수 있다.

3. 사출은 강도와 보강력을 제공할 수 있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출에 의해 제작된 

물체는 보다 큰 보강력을 제공하며, 단일한 

사출체인 경우 이음매가 없기 때문에 

내용물의 누출을 막는 완벽한 형체가 된다.

4• 사출에 의해 얻어지는 내성(耐性)의 

장점을 이용하는 맞물림 사출(interlocking 

extrusion)은 부품의 조립을 단순하게 도와 

준다.

5. 공동(hollow) 또는 다공동(multi-hollow) 

단면들도 사출에 의해 제작될 수 있다. 

그러한 단면은 가격이 저렴한 것은 분명하지만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다른 방법에 의해서는 

얻어질 수 없는 디자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상된다. 또한 공동 단면들은 필요치 않은 

곳은 금속을 생략해서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볍고 값이 저렴한 부품을 

제공할 수 있다.

6. 알루미늄의 탄성 계수(elastic modulus)는 

강철의 1/3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한다. 

균등한 보강력을 얻기 위해, 만일 필요하다면 

알루미늄 부품의 디자인은 단면 끝을 

볼록하게 강화시킴으로써 보다 깊고 얇게 

되는 경향이 있다.

7• 경험없는 디자이너에게는 복잡하게 

보이는 것도 사실은 사출하기에 단순한 

단면이며 또는 그 반대의 경우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일단 사출 형태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는 금속이 흘러들어가 

만들어져야만 하고 그것이 흘러들어가지 

못하는 곳은 강철틀(steel die)의 부분으로 

남겨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형태에 있어, 

홈(groove)은 틀 내에서 그것과 일치하는 

금속 돌출부를 필요로 한다. 홈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돌출부는 보다 더 길어지며 

그것에 가해지는 힘은 더 커진다. 그래서 

금속이 흘러 들어가는 경로가 너무 길고 

좁으면 그 돌출부는 쪼개지거나 부러지는 

심한 응력을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

8• 한 형태에 있어서 급격한 두께 변화는 

별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은 

금속 유입의 심각한 어려움을 야기시킬 수 

있으며, 그래서 두꺼운 것에서 얇은 것까지 

유연하게 변화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서리의 반경을 여유있게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그것은 모서리 반경이 사용되는 

곳이나 가능한 한 여유있게 만드는 것이 

실제에 있어 중요함을 뜻한다. 그러므로 

예리한 모서리는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닌 한 디자인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9• 맞물림 단면의 사용은 용접과 리벳 

이음(riveting)과 같은 결합 방법을 

배제함으로써 부품의 조합을 간단하게 그리고 

매우 빠르게 할 수 있다.

형태의 범위

영국 내 사출 산업의 경우 유용한 많은 

표준 형태들이 있다. 이것들은 둥근 또는 

사각 막대(bar), 육각 막대, 같은 또는 일정치 

않은 각도를 지 닌 거 T자형, Z자형, E자형, 

둥근 또는 각이 있는 관 등의 것을 

포함한다. 추가적으로 거기에는 건축 또는 

도로 구획 시설 등의 특수 표준 범위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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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상의 모든 것을 제외하고도 한 가지 특수 

용도만을 위해 특별하게 디자인되고 있는 

대단히 많은 특수 소비재들도 있다. 그와 같은 

특수 형태를 위한 설비는 사출 과정의 

유연성과 한 틀에서 또 다른 프레스까지 

변화함으로써 사출 다이스 자체의 상대적 

염가로 인해 가능하게 하는 사출 산업의 

특성인 것이다.

압형 틀

알루미늄이 사출되는 다이스(dies; 

찍어내는 틀) 또는 강철 형태는 고체 형태를 

사출하기 위해 또는 공동 형태 (h이low 

shapes)를 사출하기 위한 특수한 맨드릴 

브리지 다이 (mandrel-and bridge die)에 의해 

디자인될지도 모른다. 후자의 테크닉에 

있어 사출되어지고 있는 알루미늄의 유입은 

브리지에서 나뉘어지고 요구된 장소까지 

통로를 통해 직접들어가 맨드릴(mandrel)에서 

재결합된다. 그래서 뜨거운 점성의 금속은 

틀에서 나오기 전에 다시 함께 융합된다. 

틀의 가격은, 예를 들면 판금속을 프레스 

(press)로 성형하는 압형 방법의 경비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싼 것이다. 가격 

범위를 간략하게 소개한다면, 그 범위는 매우 

다양해서 간단한 형태는 약 100파운드 

정도되는 것에서부터 크기가 크고 제작이 

까다로운 것은 수천 파운드에 이르는 것도 

있다. 다이의 단가를 산정할 때 제작된 

금속의 킬로그램당 조업에 필요한 다이의 

단가 평균을 내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일반적으로 다이의 단가는 사출이 제공하는 

기계、업과 조립 단가를 절약함에 의해 

수주 내에 전체 생산 단가를 절약시키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최소의 경제적 생산량

하나의 사출 프레스에 사용된 알루미늄 

조각은 적어도 35kg은 된다. 시간과 가격을 

설정한 후에, 한 사출 회사에 대해 요구된 

최소의 경제적인 조업 생산은 500〜 1000kg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비록 적은 

양의 한번에 끝나버리는 품목들이 일반적이지 

못하다 해도 그것들은 제작될 수 있다. 생산 

과정에는 적정 가격으로 생산되기 위해, 생산 

원형(prototype)에 소요되는 양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유연성이 있다. 그래서 틀의 

가격과 요구량은 새로운 사출 형태를 시도해 

보려는 디자인 개발에 대해 주된 장애 요인이 

되지는 못한다.

모서리 반경

다음의 표는 어디에나 가능하게 허용될 수 

있는 모서리 크기를 보여주고 있다.

Minor dimOnsion(mm) Radius on 
over up to and inc. corner(mm)

— 10 0.8
10 25 1.6
25 50 2.5
50

120
120 3.0

5.0

크기의 범위

유용한 최대 크기는 프레스의 출력과 

알루미늄 조각이 사출을 위해 위치된 

컨테이너의 직경에 달려 있다.

최소의 크기는 다른 요소들에 달려 있는데 

그것은 특수한 프레스의 이용을 필요로 하는 

전문 용어로，미니어쳐(miniature : 축소모형)' 

사출이라 불리우는 것이다.

다음의 표는 영국 내의 산업체에서 

쓰여지고 있는 일반적 한계치를 나타내고 

있다. 대부분의 공급 업체들은 외접하는 원의 

최대 크기가 약 200mm 정도의 직경을 갖는 

프레스를 작동시키고 있다.

최 소 최 대

직경 또는 외접원 1.6mm

길이
공장의 배열에 

따라 틀림
12-13 m

전형적 내력(耐力)

BS 1474는 영국 내에서 공급되는 사출의 

내력(耐力)을 망라하고 있다. 다음의 

일반적인 내력들이 이를 대표하고 있다.

외접원의 조건내 선택된 길이 1000mm
다며
」 이상이면

평력 (S) 를 잃는다

요철 내력(Concavity & Convexity tolerances)

100mm 까지 모든것 1.5mm

100mm 이상 사출시 (M) 2.0mm

다른모든것 2.5mm

사출된 물체와 공동단면을 위한 뒤틀림 내력

300mm에 대한一길이에대한

외접원의 직경 뒤틀림⑴의 뒤틀림의

각도 전체각도

40mm 이하 1° 5。

40에서 80mm까지 1/2° 一 3°
80mm 이상의

직경에서 2°
8000mm까지의 길이

8000mm 이상의 길이 1/4* 3°

정상 각도 내력

모든 각도들은 단면 끝에서 측정된다.

가장가는다리의 

명목두께

특수한 각(6)으로부터 

파생되는 허용치

1.6mm 까지 ±2°
1.6mm이상 5.0까지 ±1皈°

5.0mm 이상 ±1°

각도 내력에 의해 독자적으로 조절될 수 있는 어떤 

한 다리(leg)의 변위

단면의 넓이(A) 이상에서 요철상의 최대내력(B)은 

넓이 10mm에 대해 0.05mm이다.

운행 온도 범위

알루미늄의 용융점은 660℃ 정도이며 

알루미늄과 그 합금들이 100℃ 이상일 때, 

어떤 합금들은 다른 것들보다 더 강도를 

보유하긴 하지만 강도의 상실을 보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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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 U자형의 용접된 물체의 단면은 어떻게 밑면가 

옆벽이 사출 과정에 의해 서로 다른 두께를 가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여유있는 모서리 반경에 

주의하기 바란다.

11. 이와 같이 대단히 복잡한 단면은 알루미늄의 

열전달 속성울 지닌 사출 가정의 다양성을 디자인 상에 

적용시킴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

12. 이러한 이중 창틀 고정장치를 위한 창틀대의 예는 

단단함파 밀봉을 위한 홈들과 같은 모습들이 어떻게 하나의. 

단일.모양으로 단면화 처리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13. 이러한 테니스 라켓의 프레임 단면은 강도, 경량가 

매혹적인 외양율 결합시킴으로써 만들어진 것이다.이 

단면은 라켓의 줄을 허용할 수 있게 또한 그로 인해 

요구된 형태로 구부릴 수 있게 구멍이 나 있다.여기서는

어떻게 경량성이 3개의 구멍을 지닌 사출의 사용에 의해 

얻어질 수 있는가에 주의하기 바란다. ' -

14. 이 화물트럭의 차체 바닥판은 보강재와 맞물린 

장치의 모습을 보여준다.

15. 하나의 관례적으로 디자인된 알루미늄 단면은 한 

전자공학 산업체에 의해 인쇄된 회로판 모듈을 위해 

가격이 저렴하고대단히 소형인 단단한 

봉입물(en이。sure)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사출에 의한 봉합체 'P'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 

중애서 가장 작은 P.C.B 모듈 봉합체이다;그것은 또한 

판을 고착시킴으로써 조립 작업을 줄여 생산 가격을 

감소시켰다.

사출 방법의 이용은 이와 같은 모듈 포장재의 경량가 

소형화에도 공헌하고 있는 것이다.

시작한다.

알루미늄 합금들은 100℃(가열된 엔진 

피스톤의 예와 같이) 이상의 작업 온도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그러 a 그것이 구조적 

적용을 위해 제작되는 것이라면 그 한계점은 

더 낮다. 과열(over heating)은 그 금속의 

구조적 배열을 변경시키며, 대부분위 경우 

최소의 강도가 냉각될 때 회복되지 못한다.

대조적으로 낮은 온도에서는 주요한 

알루미늄 합금들은 유연성의 어떤 중요한 

손상도 없이 강도의 증가를 보여준다. 

이것에서는 어떤 다른 물질에서 보여지는 

부서지는 효과(brittle effect)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속성들의 잇점은 一200℃의 

저온적 적용을 위해 알루미늄이 사용됐을 때 

얻어진다.

합금의 선택

넓은 범위의 합금 선택이 대부분의 목적에 

적합시키기에 유용하다. 이는 무른 쪽의 

범위에 속하는 순수 알루미늄에서부터 매우 

강한 쪽에 속하는 우주선의 알루미늄一 

아연一마그네슘(Al・Zn-Mg) 합금에까지 

해당된다.

강도 속성은 변화할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속성들은 

예를 들면,기계 가공성,용접성, 전기적 이용 등은 

전기 분해 외장에 특별히 적합한 합금을 

부여하기 위해 합금 내에서 발전된다.

그러나 대부분 일반적인 엔지니어링 상의 

목적을 위해, 합금의 선택은 잘 입증된 

물질의 작은 범위이기 때문에 협소할지도 

모른다. Al-Mg-Si(알루미늄一마그네슘一 

실리콘) 합금은 엔지니어링적 선택에 있어， 

，전천후，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보편화되어 있는 것 중의 하나이다.

특수한 적용을 위해 그에 적합한 합금을 

선택하려면 알루미늄 사출업 협회(Aluminium 

Extruders, Association) 또는 그 회원인 

회사들에 문의하면 자료를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적용

사출의 적용은 열전도율, 전기 전도율, 

부식 저항과 매혹적인 와양뿐만 아니라 

형태의 다양성과 결합된 경량이면서도 

고강도인 장점과 같이 그 금속의 다른 많은 

장점적 성격들을 이용한다.

그러므로 최종적 사용은 소형화된 컴퓨터 

부품에서부터 군사적 목적 또는 구조적 

적용을 위해 이용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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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우수디자인상품 

—선정실시안내一

"GD마크는 디자인이 뛰어난 상품에만 붙여집니디;해

한국디자인포장센터가 실시하는 "우수디자인 （Good Design） 
상품선정제（약칭 GD마크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산품 가운데서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을 선정하여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실시 목적은 일반 소비자 및 생산•유통 

관계자들의 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진작시키고 동시에 

우리나라의 산업디자인 개발의 촉진과 상품의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는 국민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GD마크제의 취지를 깊게 

이해하시어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요강
가. 선정대상품목（'85 년도）

부 문 별 세부 품목

전기 • 전자 •텔리비젼

•전기세탁기

•전자레인지

•전기청소기

•전기보온밥통

• 전기믹스

•전기냉장고 

•전기탈수기 

•전기다리미 

•전기면도기 

•전기솥

•전가쥬서

•선풍기

•전화기

•후레쉬

•전기스탠드

• 전기포트

•전기모발건조기

주택 설비 • 욕조류〈법랑, 스테인레스강판, 인조대리석, 유리섬유 

강화 폴리에스테르제 ）

• 가정용 주방용구（조리대, 가스대, 코너대 물버림대, 

복합취사대 등）

•도자기질타일

•위생용기（세면기, 양변기, 변기 등）

레져스고［츠 •테니스라켓 •자전거용공기펌프

아동용구 •유모차

•어린이용 그네

•유아용 삼륜차 •보행기

사무기 기 

（문구）

•볼펜

•연필깎기

•만년필 •

•스테이플러

•샤프연필

일 용 품 •라이터

•진공보온병

•석유레인지

•우산및양산

•보온도시락

•석유난방기구

•손톱깎기

• 가스레인지

• 가스a방기구

완 구 •봉제완구

•금속완구

•고무또는플라스틱 완구

•기타 완구

기 타 • 핸드백

• 열쇠고리

•혁대 •지갑

나•선정대상제외품목

가항의 선정대상품목 중 다음에 해당하는 상품은

선정대상서 제외됩니다.

1）1983년 5월 30일 이전에 국내에서 판매된 상품

2）외국에서 생산된 상품

3）대량생산이 불가능한 상품

4）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등의 법률적인 분 규가 

있는 상품
5） 觞善 모방한 제품 상품

6）국내기술 및 시설의 미비로 품질검사를 못하는 상품

7） 미풍양속을 해치는 상품

다. 신청자의 자격

1） 해당상품을 제조하는 자

2）해당상품을 자신의 고유상표로 판매하는 자

라. 신청접수기간

1） 신청서류접수: 1985.6.24 〜 1985.7.31
2） 해당상품접수: 1985.7.25 〜 1985.7.31
（단, 접수기간 중 토요일은 12 ： 00시까지이며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합니다）

마. 신청접수처 및 문의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128（우편번호 110）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산업 디자인 개발부

전화: 762-9130, 762-9462
바. 선정결과발표

선정결과는 개별통지하며, 선정된 상품에 한하여 1985년
8월 30일에 한국디자인포장센터 공고판에 게시합니다.

단 선정에서 탈락한 상품에 대하여는 관계자 이외의 

사람에게는 비밀로 합니다.

사• 선정탈락상품 반출기간

1985년 9월 16일부터 1985년 9월 21 일까지 （단, 반출기간 중 

토요일은 12 : 00시까지이며,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합니다） 

위 반출기간 중 반출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하여는

한국디자인포장센터에서 파손 도난 등의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당센터에서 임의 처분합니다.

2•선 정
가•심사기준

1）외관 : 외관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종합적으로 아름답게 

구성되어 있으며 독창성이 있을 것.

2）기능 : 사용목적에 적합한 기능성 사용상의 편리성 및 유지 

관리상의 용이성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을 것.

3）품질: 적절한 재료를 유효하게 사용하여 해당 상품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품질수준을 충분히 충족시킬 것.

4） 안전성 : 사용시 사용자에게 위해가 없을 것.

5）기타 : 대량생산에 적합하며 가격이 합리적일 것.

나. 심사위원회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는 디자인분야 및 기타 관련분야의 

전문가들 중에서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1차 심사위원회와 2차 

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다. 심사절차

선정을 위하여 신청된 상품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심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차 심사 : 신청된 전 상품을 대상으로 하여 외관과 기능적 

요소에 중점을두어 심사함.

2）2차 심사: 1차 심사에서 선정된 상품을 대상으로 품질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심사함.

3• 선정품의 특혜
가. 선정증 교부: 선정된 상품에는 "우수디자인상품”으로 선정된 

상품임을 증명하는 선정증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나. 마크사용: 선정된 상품에는 “GD마크 사용규칙”에 의거

“우수디자인상품”임을 나타내는 GD마크를 2년간 사용할 수 

있읍니다

다. 선정품홍보: GD마크제 및 선정품의 보급과 홍보를 위하여 

유인물을 제작 배포합니다.

라• 전 시 : 선정품은 서울 및 지방 6대도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주, 창원）를 이동하며 일반인들에게 전시합니다.

4•신청절차
해당상품 1 개（해당상품이 조 또는 계열로 된 경우에는 조 또는 

계열 전체를 1개로함）와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당 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신청수수료는 없읍니다.

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1）신청서（소정양切: 신청상품 1종당 1매
2）상품설명서 （소정羽） : 신청상품 1종당 1 매（해당상품 

사진 1매 필요）

3）상품목록표（소정양街 : 신청회사당 3부
4）품질관계 증빙서류 ：1부
품질관계 증빙서류는 심사시 품질확인에 필요한 것으로 

다음의 서류 중 1매를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①해당 상품의 KS표시 허가증 사본

②해당상품의 품질등급 사정서 사본

③기타 공공검사 기관에서 실시한 해당상품의 품질검사 

성적서

5•기타사항
가. 선정품보관: 선정된 상품의 신청인은 선정품과 함께 다음의 

자료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자료는 당 센터에서 

영구 보관하여, GD마크제 및 디자인 연구의 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1）사진 3매
2）규격서 2부
3）치수를 기입한 도면 2부
4）색견본 2부

나. 사후관리 : 당 센터에서는 선정품의 생산, 판매, 유통과정 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합니다.

다. 선정품의 취소 : 선정된 상품이 다음에 해당하는 상품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합니다.

1）선정된 상품이 선정대상 제외품인 경우

2）선정된 상품이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가항에 의거 보관된 자료와 다른 상품을 선정품으로 

판매하는 경우

선정，GD 口邰吃자。、이 우수한은謠&서 

謂無嚼 港 있읍니다. 

GD 마크三 a 기느,안전성，寵讓어' 

상품의 더자工;사 皐수성苗 七財忆一 

書箜 생활을 도오'줄

诙 한국디자의포장세터
즈2/ KOREA DESIGN & PACKAGING CENTER



時間은 크리에이터의 가장 큰 武器입니다.

'기이너 서-;본으 외국제 
「지 않나도좋 G니타.

' "、•三로 신한에서 
一［자C, : C】기분 

】 즐겁게충, 드 GANZ

A
N 첨 류가 스

'니다.
절크기의 2于

&新韓画具工業社
서울시 층로구 안국동 148 해영회관 9층. 724 -4119

12.83. COLORS S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