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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영국 디자인 카운슬상과 에딘버러 공작상

디자인 카운슬상(Design Council Awards) 

은 영국내의 일반 산업 제품 분야에서 탁월한 

우수 제품 생산에 기여한 회사에 매년 

수여된다. 이 상을 위해 매년 성격상 4백 내지 

5백 여의 제품들이 출품되는데, 여기서 심사는 

제품 자체의 혁신성과 디자인의 가치도를 

어떤 회사가 가장 잘 인식하고 있는가를 그 

주된 선발 기준으로 삼고 있다. 심사는 

저명하고 공정한 심사위원단에 의해 이미 

높은 수준의 선발 기준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상한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에서 설명되고 있는 올해 수상한 30여 

점들은 2가지 중요한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그것은 첫째로, 오늘날 다양한 종류의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려는 생산업체는 대단히 다양한 

범주의 디자인 전문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이며 두번째로, 제품 판매를 

보장하여 실제적인 시장 수요에 근본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상업적 예리한 통찰력을 

지녀야 한다는 사실이다.

디자인 카운슬상에는 장식용 소비 제품 및 

주문 제품•내구성 소비 제품 및 주문 제품- 

엔지니어링 제품•엔지니어링 부품•의료 장비• 

영국 모터 산업 제품 등의 6개 부문이 있으며 

각 부문의 수상작 중에서 매년 하나 또는 

경우에 따라 2개의 제품이 6인 위원회의 

추천으로 에딘버러 공작(HRH the Duke of 

Edinburgh) 디자이너 상으로 선정되는데, 이 

상이야말로 영국 디자인 상의 최고 영예라 할 

수 있다. 1984년에는 콜리어 켐벨(Collier 

Campbell)의 '가구용 직물(finishing fabrics)을 

위한 여섯가지 시안'이 이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장식용 소비 제품 및 주문 제품 부문 수상작

95점의 출품작 가운데서 심사 결과 단 2개 

제품 만이 장식용 소비자 제품 및 주문 

제품의 상을 수상했다. 그 중 한 점은 금년도 

에딘버러 공작 디자이너 상을 수상한 가구용 

직물이다.

에딘버러 공작 디자이너상 

수상작
가구용긐물을 위한 6가지 시도

제작: Collier Campbell Ltd.

콜리어 켐벨 (Collier Campbell)에 의해 

디자인된 가구용 직물을 위한 다음의 6가지 

시도一 집시 (Romany), 길의 정취 (Spice Route), 

하바나(Havana), 홍등가(Kasbah), 데쥬르의 

보금자리(Cote D'Azur) 그리고 물가의 초원 

(Water Meadow)—들은 1983년 시장에 첫선을 

보인 이래 대단한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다. 

그것은 폭 137cm(54in)의 100% 면에 찍혀져 

미터당 7파운드 95실링의 가격을 받고 있다. 

25가지의 색채 혼합은 매우 다양한 분위기를 

자아내게 한다.

콜리어 켐벨사는 2명의 디자이너와 함께 

수잔 콜리어 (Susan Collier)와 사라 켐벨 (Sarah 

CambeU) 자매에 의해 1979년 설립되었는데,
콜리어 켐벨의 6가지 콜렉션은 영국 및 유럽과 일본 Fischbacher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제품은

등지에서의 판매를 위해 스위스에 근거를 둔 Lancaster의 Strandfast에서 날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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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그들 자신이 향후 20년 후 

직물업계에서 최고의 베스트셀러를 만들어 

내는 회사가 되리라는 꿈을 갖고 대담한 

시도들을 해왔다.

그들의 사업은 처음에 직물 원단의 

디자인과 공급을 하는 데서부터 이제는 직접 

소매 시장과 연결되는 가구용 직물과 의류 

제조로 성공적인 전환을 하고 있다.

주요 거래회사는 미국 내의 침대 린네르 

(linen) 제조업계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는 

마르텍스(Martex)사인데, 이 회사는 콜리어 

켐벨의 디자인 덕택으로 2억 7천만 달러를 

벌어들였으며, 콜리어 켐벨은 마르텍스로부터 

8십 5만 9천 달러의 로열티를 받았다.

트라이앵글 문구류(Triangle Stationary) 
제작: Triangle Designs

일기장, 노우트, 綴(pads) 그리고 주소록 

등의 문구류를 대상으로 하는 트라이앵글사의 

제품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로버트 부드윅 

(Robert Budwig)에 의해 디자인되었는데, 

이는 현재 시판중인 동종의 제품에 대한 그 

자신의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그는 그러한 제품들이 일상적으로 

사용되기에 충분히 견고하지 못하고 조악해서 

쉽게 싫증나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했다.

디자인을 전개시키는 과정에서 그는 각 

페이지의 연결을。자형의 와이어로 

바인딩시키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견고한 

커버를 사용함으로써 독특한 스타일을 

트라이앵글사의 제품은 그 자체의 스타일에서 풍겨 나오는 이미지가 매우 강렬하다.

부여했다. 단순한 삼각형의 기본 모티브 

(motif)는 강한 블랙(black)과 레드(red)의 

대조, 또는 파란색, 노란색, 하얀색의 조합이 

선택에 따라 굵은 선과 대비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한 방법은 포장지에 서 선물 

꼬리표, 메모지철 또는 노우트에 이르기까지 

모든 디자인에 적용되고 있다.

내구성 소비 제품 및 주문 제품 부문 수상작

내구성 소비 제품 및 주문 제품 부문에는 

작년에 수상한 2개사의 제품이 포함되어 있다 

5등에 입상한 패터슨(Paterson)사의 오비탈 

컬러 프로세서 (Orbital C시or Processor) 와 

연속 2등에 입상한 STC사의 엑시큐텔 

(Executel)이 그것들이다.

트랜一시트 의자(Tran-sit seating) 

피이스의 강철판으로 주조되었다. 의자는 

사용자가 편안한 자세로 쉽게 앉을 수 있도록 

정확한 각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앉으면 

대단히 안락하고 보기에도 매혹적인 형상을 

하고 있다.

의자 자체는 벽 또는 바닥에 자유로이 

설치될 수 있도록 둥근 강철 프레임으로 

지지되고 각기의 서로 다른 조합으로 배열될

수도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0MK사는 또한 

그 의자와 같은 유니트로 사이드 테이블 

(Side Table)도 생산하는데, 그것은 사용자가 

스낵 코너와 같이 간단한 음식을 들 수 있는 

장소에 적합하다. 사용자가 의자에 커버재가 

씌어져 있는 것을 원하는 곳이라면, 커버재는 

의자의 둥글게 처리된 윤곽을 따라 사전에 

성형된 안쪽 표면에 곧바로 적용될 수 있다 

제작: OMK Design Ltd.

트랜一시트(Tran-sit) 의자의 시초는 개트윅 

(Gatwick) 공항 여객 라운지에 설치를 

목적으로 영국 공항 당국에서 안락하고 방화 

처리된 의자의 필요성을 느낀 데서 비롯된다.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의 그룹인 피터 그린一 

스미스 (Peter Glynn-Smith) 팀은 새로운 화재 

법규에 대처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재료를 금속으로 한 의자뿐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이미 나와 있는 그러한 종류의 의자는 

충분히 안락하지 못했다.

0MK 사의 수석 디자이너 로드니 킨스먼 

(Rodney Kinsman)을 중심으로 피 터 그린一 

스미스팀이 착수한 끝에 트랜一시트 의자에 

대한 기본 컨셉트를 제안하기에 이르렀는데, 

이 의자의 전체 골격은 세공 처리된 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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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90 방책 시스템(Guideline 
90 barrier system)
제작 : Marler Haley Expo Systems Ltd.

가이드라인 90은 공항, 역 그리고 은행 등과 

같은 장소에 있어서 혼잡한 군중을 관리하기 

위해 말러 하레이사가 개발한 바닥에 부착된 

방책 시스템 (barrier system) 이다.

그 시스템은 그리드 패턴 (grid pattern)으로 

조립시 바닥면에 고정시키도록 되어 있는 

기둥으로 이루어진다. 각 기둥은 등간격으로 

바닥에 고정되는데, 서로 90° 각도에서 4개의 

바(bar)가 연결될 수 있어 다양한 조합을 보일 

수 있다. 사용하지 않는 기판(bases)들은 

바닥면과 매끈하도록 캡을 씌워 은폐시킬 수 

있다. 또한 보행자의 흐름이 바뀌어져야 할 

때마다 포스트(posts)와 레일(rail)의 위치는 

세개의 간단한 도구로 쉽게 변경될 수 있다.

기둥 그 자체는 PVC슬이리브(sleeve)에 

의해 덮혀진 복잡한 알루미늄 돌출부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레일의 알루미늄 슬리이브와 

접합되게 된다. 다른 색이 칠可진 슬리이브는 

기둥의 기능을 변형시킴으로써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도록 한다.

가이드라인 90은 원래 영국 공항당국을 위해 Marley 

Haley사에 의해 개발되었다.

트레블래이드 바퀴(Travalaid Castors) 
제작 ： British Castors Ltd.

심사위원회는 브리티시 캐스터(British 

Castors) 사에 의해 개발된 트래블래이드 

바퀴에 대해 “시각적으로나 구조적으로 20여 

년만에 처음으로 좋은 바퀴가 나왔다”고 

말하면서 "특히 슈퍼마아켓이나 병원과 같은 

곳에서의 절실한 요구를 종래의 제품은 

만족시켜 주지 못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나일론으로 원래 주조된 직경 125mm의 

트래블래이드의 두 개의 바퀴는 구조체 중심 

부위의 양 옆에 있는 볼 베어링에 독립적으로 

붙어 있다. 바퀴의 회전은 구조체에 붙어 있는 

강철 핀에서 이루어지며, 이것은 불순물이 

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밀폐되어 보호된다. 

돌출물은 없으며 선은 부드럽고 미끈한 

형태이다. 이 바퀴는 병원에서 쓰이는 가구 

또는 침대 등에 광범위하게 쓰이며 혹은 

슈퍼마아켓용 손수레에 사용되고 있다. 어떤 

큰 슈퍼마아켓 같은 곳의 진열 라인을 따라 

이동할 수 있게 바닥에 손수레 레일을 설치한 

특수한 경우, 컨베이어 레일의 홈에 

맞물리도록 2개의 얇은 보조 바퀴를 사용할 

수 있다. 두 바퀴 사이의 브레이크 패드(brake 

pad)는 바퀴가 홈에서 이탈됨으로써 손수레를 

경사진 곳에서 안전하게 보호한다. 안쪽 

브레이크는 바퀴 자체의 모양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바깥쪽 브레이크보다 덜 마모된다.

트래블래이드 바퀴는 표준 규격의 고무 또는 완충 

역할을 하는 미세 세포질 형태를 지니고 있다.

듀라빔 회중전등(Du「abeam torch)
제작 : Duracell Uk

“듀라빔 (Durabeam)은 대단히 우수한 

제품이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 쥐어 보고 

사용하고 그리고 사고 싶어 한다. 그것은 즉, 

굿 디자인 제품이다”라고 심사위원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1982년 6월에 시판되기 시작한 듀라빔은 

밧데리를 사용하는 기타 관련 제품과 차별화 

시키고자 한 듀라셀(Duracell)사의 다각 경영 

방식의 일환으로 출발한 것이다. 듀라셀사는 

회중전등의 전통적인 스타일과 이미지를 뛰어 

넘을 수 있고, 디자인만 잘 되면 시장 

점유율이 상당할 것이라고 확신했었다. 

그럴러면 우선 그 제품은 쉽게 빛을 

자유자재로 어느 방향으로나 보낼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타사 

제품과 가격 경쟁에 있어 유리한 장점을 

필요로 했다.

이러한 기본 개념을 설정한 듀라셀사는 

1980년 5월에 BIB 디자인 컨설턴트에 

의뢰하였고, BIB는 일련의 디자인 컨셉트를 

제안하고 그 중에서 가장 나은 디자인을 

듀라셀측에 회답했는데, 그것은 전구가 들어 

있는 헤드(head) 부분에 제동 장치를 

설치하여 특정 위치에서도 움직일 수 있으며, 

거기에서 전구는 전등의 몸체 안쪽에서 

보호되고 어떠한 각도로도 유지될 수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듀라빔은 똑바로 또는 

측면으로 위치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요구된 

일정 지역을 똑바로 비출 수 있는 유효 조절 

능력이 뛰어나다.

제동 장치는 견고한 노란색의 아세틀(acetal) 

로 주조된 연속층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밧데리가 장착되는 전등 내부 단면을 

형성한다. 바깥 케이스는 완전히 블랙으로 

되어 있어 하드웨어 자체의 질을 좌우하고 

있다.

시판되기 시작한 이래 얼마되지 않아 

듀라빔은 가정용 필수용품의 대명사가 

되었으며, 또한 장애자들에 의해 추천되어 

「Motor Magazine」의，올해의 자동차 

액세서리'로 채택된 바 있고, 뉴욕의 뮤지엄 

오브 모던 아트(the Museam of Modern 

Art)에 소장되었다. 브리즈 노턴(Brize Norton) 

에 있는 조인트 공항(Joint Air Transport) 

당국에서는 항공기 착륙 지시 등의 용도로 

사용해 '오고 있는데, 그것은 듀라빔의 회전 

헤드 부위가 헬리콥터 등의 비행체에 정확한 

각도로 빛을 보낼 수 있는 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듀라빔은 2가지 사이즈(89 x38mm, 133 x60mm)가 

있으며 밧데리 장착력에 완벽한 순응성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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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퍼니처 프로그램 2(Programme 
2 office furnitue)
제작: Lucas Furniture Systems Ltd.

루카스 퍼니처(Lucas Furniture) 사는 완벽한 

사무 환경을 제공할 목적으로 프로그램 

2(Programme 2)를 개발 했는데,이 시스템은 

데스크뿐만 아니라 서류 보관 유니트 

스크린(screen) 그리고 조명과 분리 판넬 등의 

설비까지 모두 총괄하고 있다.

디자이너 존 세이어(John Sayer)는 최초의 

프로그램 시리즈로부터 외팔보 데스크 

프레임(Cantilever Desk Frame)의 아이디어를 

적용시켜 모든 데스크와 기계류 테이블들의 

바닥은 바깥쪽이 블랙 

멜라민(melamine) 판넬로 처리된 강철 

프레임으로 되어 있다. 데스크 위의 표면은 

강화 처리된 자연 목재 베니어로 처리되어있다.

본 제품이 한층 더 발전된 점은 모든 

데스크, 기계류 테이블 그리고 스크린 

판넬에는 복잡한 전선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전화 설비와 고도의 사무 능률을 위한 

장비들은 편리하게 설치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그와 더불어 문서 보관용 

설합을 가진 데스크를 위해 루카스사는 백화일 

데스크(back file desk)를 생산하는데, 그것은 

서류를 철할 수 있는 부분, 필기구용 슬라이딩 

트레이(sliding tray), 개인 소지품을 위한 설비, 

전기 또는 전화용 소켓 그리고

핀-업(pin-up)할 수 있는 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데스크 뒷쪽으로의 

수납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뚜껑 

아래에 감추어지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시 

데스크 자체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다.

본 제품에 대해 루카스사는 존 세이어가 

“디자인 팀은 시장 조사 단계에서부터 기업 

프로모션 활동까지의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한 것처럼 디자인에 그 역점을 

두고 있다.

루카스사의 프로그램2 시리즈는 분리 판넬가 

스크린에서부터 데스크와 작업 테이블까지의 모든 

사무 환경을 도맡을 수 있다.

전문용 주방 나이프 시리즈(Professional 
Kitchen) Knives 제작 : Kitchen Devils

키친 데빌스(Kitchen Devils)사가 전문용 

주방 나이프들의 개발을 착수하려 할 때, 

회사 설립자인 해롤드 비어스톤(Harold 

Bearston)은 날(blades)이 표준형은 아니더라도 

서로 다른 손잡이 부분을 가진, 완전히 

새로운 칼이 디자인되길 원했다. 그에 따라 

그는 전년도에 수상했던 디자이너 로버트 

웰치(Robert Welch)에 그 제품을 의뢰했다. 

로버트 웰치의 모델 형태로 진전된 많은 서로 

다른 시안들 중에서, 최초의 디자인 안이 

약간의 수정이 가해져 최종 제품으로 

생산되었다.

각기의 나이프의 특성은 돌출된 칼의 

슴베(tang:칼이 자루 속으로 들어간 부분) 

부분에서 명확히 나타나는데, 그것은 슴베가 

보여지도록 남겨 놓는, 즉 강철을 양분된 

자루에서 리벳팅 (riveting) 하는 종래의 방법에 

의해 제작된 것이 아니라, 강철 위에 바로 

유리 함유 폴리프로필렌(glass-filled 

polypropylene)을 모울딩하고 여분의 강도를 

위해 리벳팅하여, 슴베가 노출되도록 모울딩 

된 부분을 갈아내는 방법으로 제작되었다. 

모울딩 방식은 음식 조각이 끼게 될 틈새가 

없기 때문에 위생적이며 튼튼하다.

칼날은 좋은 날을 유지시켜 주는 

고탄소강이며, 이 회사의 가정용 나이프의 

품질 또한 전문 분야용과 똑같은 성질을 

갖도록 하기 위해 품질 관리하고 있다.

1982년 6월 전문용 나이프를 시판한 이래 키친 

데빌스사는 20%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STC 엑스큐텔(STC Executel) 
제작 : STC Telecommunication Ltd.

엑스큐텔은 STC사가 통화중인 전화의 혼선, 

오접 그리고 잘못 걸려온 전화 등으로 인한 

업무 능률의 차질을 줄이기 위해 개발한 전화 

설비로서, 자동 통화 기록장치와 개인 전화 

번호 기록 그리고 텔레텍스트 뷰잉(Teletext ， 

Viewing)등 행정적 웤스테이션(executive 

workstation)의 기능까지도 충족시킬 수 있게 

한다는 취 지하에 1980년에 시판되 었다. 제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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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큐텔의 시판 가격은 영국에서 약 1,250파운드 정도이며, 미국과 극동 지역에서도 시판되고 있다.

모든 디자인은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로버트 크로스(Robert Cross of 

Cross Almond & Partners) 디자인 컨설턴트에 

의뢰했다. 제품 개발 매니저인 마이크 

테 일러(Mike Taylor)는 그 제품의 개발에 대해 

“우리가의뢰를 받았을 때 제품 이미지에 대한 

생 각이 서 있었다. 즉, 그것은 일상적인 전자 

장비의 모습을 제거해 내는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로버트 크로스 컨설턴트의 디자인은 그 

제품에 사용된 테크놀로지가 두드러진 특색을 

지닌다. 초심자라도 쉽게 빨리 작동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공간을 가진 키보드와 

콤팩트한 회전 비쥬얼 디스플레이 유니트가 

납작한 케이스 자체의 모습과 잘 조화되어 

있다.

구조적 으로나 형 태 적으로나, 엑 스큐텔은 

논리 기억 장치를 가진 마이크로컴퓨터가 

신속하게 자동 재호출을 가능하게 하며, 

수동식으로 자유롭게 작동되는 음성 확대 

스피커와 마이크로폰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종래에 개발되었던 전화기와는 차이가 있다.

더우기 그것은 사용자가 그들의 특별한 

필요에서 개인용 데이터를 정리하고 쉽게 

필요할 때 뽑아낼 수 있는 암호 수록 데이터 

카세트 장치를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자 일기 장치 (electronic diary)에 수록되는 

그날의 사항들은 회합 또는 업무 마감 등의 

사항이 한 눈에 파악될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한 달치로 합해지고, 열람 장치는 특별한 

사항에 대한 기억을 통고해 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엑스큐텔의 기능은 중복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즉, 전화를 통해 수록된

사항들을 알려주고 기록하는 비서 역할뿐만 

아니라 사용자간의 통화 장치 기능도 

수행한다.

오비탈 컬러 프린트 프로세서와 전동 

장치(Orbilal Colour Print Processor 
& Power Drive)
제작 : Paterson Products Ltd

패터슨(Paterson)사의 오비탈 컬러 프린트 

프로세서는 디자인 디렉터인 에릭 

테일러 (Eric Taylor)가 드럼 프로세싱 

방법 (Drum Processing Method)을 싫어한 

데서 비롯한 것이다. 그는 드럼 방식이 

오비탈 프로세서의 가격은 약 22파운드 정도이며, 전동 장치는 30파운드에 시판되고 있다.

어두운 곳에서 조작하기에 너무 다루기 

힘들고,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며, 번거롭고 

소음이 많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인화지를 

말리지 않고 제 상태 그대로 유지하길 원했다.

디자인에 착수하면서 이러한 최종 평가를 

한 후, 테일러는 빛 차단막과 화학 용액들이 

투입될 수 있는 단순하면서도 미궁같은 

장치인 평평한 현상용기(flat developing 

tray)를 디자인했다. 여기서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다면, 어떻게 용액을 휘저을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그래서 그는 연구 끝에, 아무 

것도 아닌 면도용 거울에서 영감을 찾아냈다. 

거울은 컵 모양을 한 바닥(base)면厶] 얹혀져 

플라스틱 성분의 球위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각도로도 회전이 가능하다. 돔(dome) 

형태의 바닥면에 평평한 제판용기(flat 

processing tray)가 올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쉽게 회전되어 내부의 화학 용액이 인화지에 

골고루 묻혀지게 하는 작용을 한다.

이 작용을 통해 화학 용액의 계속적인 순환과 

혼합이 이루어져 가능한 한 인화에 있어 

최상의 상태를 얻게 된다.

오비탈 프로세서 (orbital processor)는 

1982년에 착수되어 다음 해에 개발되었는데, 

이것은 대단히 단순하여서 14X14인치의 

사이즈에 단 55ml 의 용액밖에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이고 크기가 작으며, 어두운 

암실에서 즉석 사진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임의 전동 장치 (optiona] power unit)는 

사용자가 사용 도중 다른 일도 할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계속적인 혼합을 하도록 하는 

장치이다. 그것은 견고성과 구조적 안전을 

위 해 폴리 카보네 이 트(p시ycarbonate)로 

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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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제품 부문 수상작

JCB 와 프리스트먼 (Priestman)사는 모두 

전년도 수상업체이며, 올해에는 이 부문에 

2종류의 항공기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모두 

서로 광대한 시장 개척을 목표로 삼고 있다.

JCB 3CX 배코 적하기(JCB 3CX 
backhoe loader)
제작 : JCB Bamford Excavators Ltd.

JCB의 배코 적하기가 시장 점유율에서 

선두를 지키는 길은 전세계 소비자측의 

특수한 조직상의 또한 법적인 요구 조건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보된 

작업 수행 능력과 신뢰성이 부여된 새로운 

제품을 생산해 내는 것이라고 JCB사는 

스스로 그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다. “우리의 

당면 과제는 그토록 넓은 범주의 시장 요구에 

대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품 생산에 놓여 

있다”고 JCB사 연구소의 주임 디렉터인 드렉 

프라임 (Derek Prime)은 말한다. 그는 또한 

“새로운 디자인이란 항상 다음의 세 가지 

기본 골격에서 산출되는 것으로서 이는 

소비자 요구, 합리적 제품 생산 그리고 

증가된 기계적 다용도성에서 비롯된다”고 

말하고 있다.

본 제품 3cx는 4개의 동시 변속 기어 

장치(speed synchromesh transmission)# 

지니고 회전력 변환 장치와 동력 전환 

유니트를 장치한 종류로서는 유일한 기종이다. 

작동상의 장점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운전중'의 기어 변속과 종전에 사용되던 

트랙터 스타일인 단일 지륜 장치 (skid unit) 

대신에 개별적인 구동 콤포넌트( transmission 

components)를 사용함으로써 보다 좋아진 

편이성과 기어 변속에 자유로운 점을 들 수 

있다.

운전석내에서 기계 작동자 중 누가 가장 

오랫 동안 견디는가에 대한 그들 자신의 

연구는 본 제품의 조절 장치의 

레이아웃(layout)과 앉은 자세 및 운전석 

자체가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 될 수 있게 

이끌었다. 정확한 작동을 위한 가시성(visibility) 

역시 개선되었다. 운전석은 구조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현행 법정 규준치 이하로 

소음을 차단시켜 주며, 낙하물 또는 기타의 

안전 사고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해 줄 수 있게 

디자인되어 있다.

본 제품은 건축 또는 토목 공사용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굴착과 적하 작업이 

주된 기능이다. 또한 3cx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도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다목적용이다. 즉, 착암기, 땅을 파는 장치,

JCB 3cx의 동력 연결 장치는 운전중에도 기어 

변속이 가능한 동시 구동 기어 박스로 되어 있다.

연쇄 톱날, 홁 퍼내는 삽, 기초 공사용 기둥 

장착기, 굴착용 송곳, 양수기 그리고 시멘트 

호퍼 (cement hoppers) 등으로도 사용된다.

쇼트 360 항공기(Shorts 360 aircraft) 
제작 : Short Brothers Ltd

쇼트360 정기 봉근용(Shorts 360

Commuter)과 단거리 여객 수송기 (short-haul 

passenger aircraft)의 前身은 기종 330으로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시외 정기 통근자들을 

주 대상으로 여객 편의성과 공간을 제공해 

주려는 의도로 개발되었다.

전장은 기종 330보다 약 3・5m가량 

확장되었으며, 좌석도 30인승에서 36인승으로 

Short 360은 6개국에서 40여 개가 넘는 항공사에 의해 현재 운영되고 있다.

증가되었다. 뒷쪽에 3인용 좌석이 있고 통로의 

양 옆에 1인용과 2인용 좌석 11개가 

레이아웃되어 있는데 이 모두 훌륭한 여유 

공간을 갖고 있다. 기내는 완벽한 냉난방 

장치와 콤팩트한 화장실 그리고 기내 주방 

시설까지 갖추고 있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 기종 360의 단순한 디자인은 손쉬운 

유지와 신뢰성을 위해 소박한 형태를 

반영하고 있다. 보다 넓어진 몸체와 평방 

횡단면은 6피이트가 넘는 사람도 불편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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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있을 수 있게 설계되었다. 쇼트사는 원래 

다음의 3가지 목적을 갖고 기종 360을 디자인 

했다. 첫째, 비행기로 통근하는 여객 시장의 

높은 이용성에 대해 가격면에서 효과적인 

항공기를 개발해 내는 것, 둘째, 유지 운용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 그리고 세째로 

승객과 화물을 싣고도 빠른 방향 전환이 

가능하고 안락하며 신뢰할 수 있는 비행겨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회장이자 디렉터이기도 

한 필립 포어먼(Philip Foreman)은 말하고 

있다.

기종 360은 1년에 대략 7000번 정도의 

비행 회수와 비행 시간 3600시간 정도 이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여객들에게 일반 항공 

회사에서 제공하는 안락성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입증된 자료료서 일반 지방 항공을 

이용하는 것보다 Shorts 360은 여객 부담에 

있어 35%나 낮기 때문에 대단히 경제적이다.

울트로스펙 분광광도계(Ultrospec 
spectrophotometer)
제작 : LKB Biochrom Ltd

연구소, 산업체 그리고 교육 기관에서의 

사용 목적을 위해 쉽게 작동되는 단일 광선 

분광 광도계(single-beam spectrophotometer)인 

울트로스펙 (Ultrospec)은 LKB 

바이크롬(Biochrom)사의 세밀한 시장 분석의 

결과였다.

LKB 바이크롬사는 아미노산 분석기와 그 

사용을 위한 화학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매우 전문적인 분야라서 성장 기회가 별로 

없었다고 관리 디렉터인 데이비드 

스토레이(David Storey)는 말하고 있다. 

"그래서 1980년에 우리는 새로운 연구에 

착수했는데, 그를 통해 우리가 기대했었던 

대단한 시장을 발견했다. 즉, 그것은 자외선과 

가시 광선 모두를 포함하는 분광 광도계 였다”고 

그는 덧붙였다.

분광 광도계는 특수 파장에서의 빛의 

홉수성을 광학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용액내 

물질의 농도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시장 

조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적했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장비들은 

대단히 복잡하고 불합리한 작동 과정을 지닌 

너무 많은 조정 장치들로 인해 조작시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잘 쓰여지지 않고, 

확실히 그 모든 기능이 충실치 않음을 보여 

주었다.

'우선 첫번째 단계는 모든 작동을 

컨트롤하는 중앙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디자인의 초점을 두는 것이었다”고 제품 개발 

매니저인 스티브 모울트(Steve Moult)는 

설명한다. “이는 몇 가지의 직접적인 장점을 

갖게 되는데, 단순하고 신속한 조작, 

컴퓨터와 연결됨으로써 능력 자체의 신뢰성과 

정확성의 증대, 단일 빔 장치 (single-beam 

instrument)의 적용 분야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조작하는 사람이 

실수할 가능성이 있는 각 결정 단계를 

자동적으로 처리해 준다. 예를 들어, 지시 

램프와 필터(filter)의 조합은 파장과 일치되게 

선택된다. 그것은 자동적으로 측정하게 되는 

것이다. 필터는 필요 없는 빛을 제거 

선택하기 때문에 작동 범위를 확대시키고, 

샘플(sample)은 광선의 경로에 정확하게 

위치되어, 원하지 않는 신호에 대한 계속적인 

補整(compensation)은 작동이 보다 안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도록 해 준다. 이 장치는 

퍼스널 컴퓨터 프린터 그리고 레코더 등과 

연결해서 사용될 수 있는 고도의 다용도성을 

지니고 있다.

“기본적인 옵티컬 디자인(basic optical 

design)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자마자 우리는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컨설턴트인 

Bell/Wickham 연구소의 존 윅크햄(John 

Wickham)에게 의뢰하여 우리의 구상을 

구체적으로 옮기기 위해 그와 밀접히 작업을 

했다”고 데이비드 스토레이는 덧붙인다.

존 윅크햄의 디자인은 실험실 환경에 

적합한 좋은 시각적 특성을 제공한다. 

케스트된 알루미늄 베이스(aluminium base)는 

샘플을 교체할 때 용이한 수납을 위한 처리를 

위해 하우징(housing)뿐만 아니라 프리즘 등의 

광학 장치에 필수적인 고정성을 부여한다.

CRL2000 프로세서 플랜트 콘트롤러(CRL 
2000 processor planter controller) 
제작 : Control and Readout Ltd

산업체들이 보다 효과적이고 생산적이기 

위해 끊임 없이 공장이 돌아가려면 고도의 

프로세서 컨트롤 장치가 완비 되어야 한다. 

CRL 2000은 증가하는 복잡성과 고도의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에 입각해 컨트롤 앤드 

리드아우트(Control and Readout)사에 의해 

개발되었다.

개발에 착수한 것은 4년전이었으며, 완성된 

시제품은 시험적으로 대단한 잠재력을 지닌 

어느 산업체에 설치되었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장비와 조절성 사이에 인간 

공학적이고 기능적인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며, 

또한 환경적 문제와 더불어 제품 자체의 개성 

부족 등의 결점이 노출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산업 디자인 컨설턴트를 소개받기 위해 

디자인 카운슬(Design Council)에 추천을 

의뢰하여 서섹스(Sussex)의 홀샘 (Horsham)에 

있는 켄 새들러사(Ken Sadler Associates)의 

켄 새들러 (Ken Sadler) 와 성공적인 협조를 할 

수 있었다”고 CRL사의 과장인 이언 

워크(Ian Wick)는 말하고 있다.

켄 새들러는 서로 다른 작업에 전개된 

소프트웨어와 전자 공학, 그리고 하드웨어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CRL사의 

디자인팀과 긴밀한 접촉을 했다.

“이것은 우리 CRL에 있어선 대단히 중요한 

국면이었다. 왜냐하면 이제껏 우리가 

기준으로 채택해 왔던 제품 개발 프로세서에 

완전히 다른 어프로치를 채택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었다”고 이언 워크는 말했다.

디자인에 있어 주된 문제는 매우 거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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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환경을 지탱해 낼 수 있어야만 하는 

장치라는 데 있었다. 케스팅(casting)이 

이제껏 필요한 수행 능력을 부여해 왔었지만 

본 디자인에서는 보다 실질적인 유지성과 

더불어 매혹적인 모습에 디자인의 포인트를 

두었다. 특히 오퍼레이터의 키보드(key 

board)의 물리적이고 그래픽적인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부여했는데, 그것은 

일상적으로 사용되어 온 것과는 다른 多膜質의 

키보드에 얇은 판들이 삽입된 소프트 

키(soft key)로 되어 있다. 모든 키보드는 

산업 환경으로부터 습기 • 충격 또는 진동 

등의 장애 요인들까지 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몸체에 캐스킷(gasket) 방식으로 

패킹되어 있다.

레이저 트랙 디지타이저 디스플레이와 

플로터(Lasertrak digitiser display 
and plotter)
제작 : Laser-scan Laboratories Ltd

1969년 이래 레이저-스캔

레이 버러 토리 (Laser-Scan Laboratories)사는 

반자동 디지타이저(semi-automatic digitisers), 
디스플레이와 플로터 같은 다양한 시스템을 

생산해 왔는데, 이 모두는 광학 • 역학• 컴퓨터 

사이언스와 레이저 반향시스템(laser-deflection 

systems) 등과 같은 진보된 기업 기술의 

근간이 되는 것들이다.

1970년대 후반에 이 회사는 

패스트랙 (Fastrak)이라 불리우는 

디 지 타이 즈(digitise), 디 스플레 이 (display)와 

플롯 맵(plot maps)을 생산했으나 기술적 

능력은 진보되었던 반면 인간 공학적인 

결함이 노출되었다.

따라서 시각적으로나 인간 공학적으로나.

CRL2000은 약 1만 5천파운드 정도의 가격으로 작동될 수 있다.

대단히 뛰어난 제품을 개발하기로 결심한 

레이저一스캔사는 최초의 디자인을 개선시키고 

디자인 연구의 위임을 기본 취지로 한 디자인 

카운슬(Design Council)의 Funded Consultancy 

계획에 도움을 의뢰했다. 그 결과 재디자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산업 디자인 

컨설턴트인 새프론 월덴(Saffron Walden)의 

워윅 에반스(Warwick Evans) 가 

레이저-스캔사 디자인 팀과 함께 작업하기에 

이르렀다. 레이아웃, 인간 공학, 재질, 

그리고 장비의 시각적 양상에 대한 

아이디어와 제안들은 기술 전문가들이 이미 

얻어낸 전자 공학적 소재에 신중하게 

재위치시켜졌고, 이러한 방법으로 제품의 

출납, 커미셔닝(commissioning), 서비스와 

작동자의 사용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이 

극복되었다.

수상한 이 레이저트랙 (Lasertrak)의 최종 

제품은 작년부터 시판되기 시작한 것으로, 

시각적으로 보다 매혹적이며, 사용하기에 

보다 편리해진 키보드는 오른손잡이 또는 

왼손잡이의 작동자에 상관 없이 전용이 

가능하고, 작동자에게 적합한 위치를 취해 

줄 수 있는 지도와 기록 문서를 위한 

유니트도 갖고 있다.

레이저트랙은 또한 몇 가지의 조절상의 

핵심이 있다. 그래픽 도큐멘트(graphic 

document)로부터의 정보, 특히 지도는 

스크린상에 투사될 수 있으며, 레이저 

빔 (lazer beam)의 스캐닝(scanning)에 의해 

대단히 빨리 디지탈화 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편집되어 컴퓨터에 수록될 수 있으며, 

또한 마그네틱 테입(magnetic tape)상의 

디지탈 데이터(digital data) 또는 하드 카피 

맵 (hard capy maps)으로 제작될 수 있다.

프리스트먼 VC15 토사 채취기(Priestman 
VC15 earth moving machine) 
제작 ： Priestman Brothers Ltd

토사 채취를 위해 수압 적하기와 흙 퍼내는 

장비 메이커인 프리스트먼

브라더스(Priestman Brothers)사는 새로운

레이저 트랙 자동 디지타이징 장치(automatic 

digitising)의 속도와 정확성은 작동자의 실수로 인한 

착오없이 자세한 mapping project가 완벽하게 처리된다.

그 결과 정보는 정확하며 다음 단계의 자료화를 위한 

준비 형태로 된다.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해외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를 원했다. 조사 연구에 의한 소비자 

반응은 가격이 싸면서 연료가 적게들고 

그리고 보다 많은 적하 능력과 흙을 파 내는 

데 있어 작업 반경이 보다 넓은 제품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진행된 연구의 성과가 바로 

토사 채취 장비로서 각기 양상이 새롭게 

조합된 V15였다. 평행추(counter weight)는 

지지가 필요한 앞쪽의 중량을 감소시키면서 

효과적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본체의 

뒤쪽에 위치한다. 또한 붐(boom)의 자체 

중량을 들어 올리는 데 필요한 수압식 

피스톤의 힘을 최소로 줄여 주면서, 적하중을 

들어올리는 데 필요한 힘을 최대로 해 준다.

평행추는 붐에서 미끄러지도록 디자인되어 

왔는데, 이것은 앞쪽 끝 하중의 작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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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15는 국내 시장은 물론 걸끄러운 미국 시장을 

포함해 해외에서도 성공을 거두어 오!] 있다. 

Pnestman사는 이 굴착기 디자인이 배수 관계 사업

산업 엔지니어링 분야, 공공 사업, 채석, 채광 사업 

등에 다양하게 적용되는 기계류 가운데 근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일치되어 움직이기 위한 팬던트 케이블(pendani 

cables)에 의해 암(arm)에 연결된다. 가변적인 

평행추는 중력 중심 운동을 제한하여 기계를 

전체 작업 반경을 통해 대단히 안정스럽게 

해 주며, 또한 바스켓 (basket)에 좋은 

조절성을 부여한다.

VC15는 종래의 굴착기보다 15%나 경량이고 

15m에 이르기까지 적하력이 50%나 증가된 

장비이다. 이는 디자인의 조합에 의해 얻어진 

것으로서 바스켓은 수압식 윈치 (bydraulic 

winch: 감아 올리는 장치)와 케이블에 의해 

당겨진다. 붐(boom)과 암(arm)이 보다 가볍게 

제작될수록, 앞쪽 끝의 자체 중량은 감소되고 

수행 능력은 더 커진다.

경향은 항공 조사 작업이나 항공 사진 촬영 

등의 작업에는 적합하지 못하다. 일반적으로, 

종래의 헬리콥터 또는 비슷한 기능을 가진 

비행기들이 이러한 작업에 투입되어 오긴 

했지만 헬리콥터는 조정하기가 까다로울 뿐 

아니라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기에는 소음과 

진동이 대단히 심하고, 선회 비행 능력이 

뒤떨어지는 결함을 갖고 있다”고 에즐리 

회장은 말한다.

“그래서 나는 空対地 가시성(air to 

ground visibility)이 보다 좋으며 진동이 없고, 

거칠은 공기 흐름 속이나 거칠은 지형에서도 

이착륙에 문제가 없는 저속 비행이 가능 

하면서도 고정 날개 방식을 취하는 비행기를 

구상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 비행기는 개발 초기부터 기체 뒤에 

엔진을 두도록 계획된 것이며, 그 성격은 

흡사 곤충의 눈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다. 

원래 그 디자인은 앞쪽에 두 명이 앉고 뒤에 

한 명이 앉을 수 있게 계획되었으나 그 후 

조정실은 세 명이 나란히 옆으로 앉을 수 

있게 넓혀졌기 때문에 화물과 장비를 위해 

많은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조정실 내에서 기지개를 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공간이다. 엔진 컨트롤 장치는 

콤팩트하게 정리되어 있고 조정판은 명확하게 

최소한의 것만으로 배치되어 있다.

덕트로 된 팬 추진 방식(ducted fan 

propulsion)0] 조용한 저속 비행을 위해 

취해졌고, 엔진은 진동을 차단시키기 위해 

주 기체와 고무 처리로 붙어 있는 보조 탱크의 

안쪽에 견고히 고정되어 있다. 높은 꼬리 

날개는 엔진의 용이한 수리를 허용하며, 보조 

탱크는 편리한 유지를 위해 분리될 수도 있다.

기능적인 엔지니어링 제품인 

옵티카(Optica)에 독특한 성격을 심어 놓은 

사람은 인정받는 그래픽 디자이너인 피오너 

에즐리 (Fiona Edgley) 였다. 마치 곤충의 눈과 

같은 조정실에 대한 그의 발상은 그가 

잠자리의 인상을 통해 받은 이미지를 부여한 

것이다.

에즐리 에어크래프트(Edgley Aircraft)사는 

옵티카의 생산을 위해 설립된 것이며, 

세계에서 경량 관측용 항공기의 단일 목적을 

위해 처음으로 설립된 회사라 할 수 있다. 

옵티카는 쾌적성, 무진동, 모든 방면에 걸친 

가시성, 저렴한 가격과 유지 운용의 단순성이 

보장된다.

추천 작품

에즐리 EA7 관측용 항공기(Edgley 
EA7 Optica aircraft)
제작 : Edgley Aircraft Ltd

새로운 관측용 항공기 에즐리

옵티카(Edgley Optica)는 조정력에 있어 

대단히 뛰어난, 최초로 덕티드 팬(ducted 

f거n)을 가진 상업용 항공기이다.

회장인 존 에즐리(John Edgley)가 마음

속에 그린 저속 비행 관측용 항공기의 구상은 

197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량 비행기에 

있어 현대의 경량은 속도와 비행 능력의 

향상 그리고 지면이 아니라 조종사의 시계를 

개선시키는 작업에만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옵티카는 사진 촬영울 비롯하여 텔레비젼, 보도 취재, 탐사는 물론 보안 순찰, 卫통 감시 그리고 해안 경비

관광, 오일 가스 송유관 조사, 지질 조사 또는 광물 근무 등의 수많은 용도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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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부품 부문 수상작

영국기업들은 부품 디자인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에 있으며, 그 부품들은 많은 세계적 

성공 제품들의 각 부위를 구성하고 있다. 

다음의 5개 수상 제품은 1984년도 이 분야에 

있어 영국의 우수성을 대표하고 있다.

머레이 드라이 픽스 루프 시스템(Marley 
Dry Fix roof system) 
제작 ： Marley Rooftile Ltd

스코틀랜드와 영국 북부의 1 월 강풍은 

머레이 드라이 픽스 루프 시스템 설치 

테스트에 적합치 못한 것으로 보였지만, 

그러한 의혹심에도 불구하고 훌륭히 견디어 

냈다.

그 시스템은 환기 가능한 건식 

용마루(ventilated dry ridge), 건식 

모서리 (dry verge), PVC 페시어(fascia)와 

환기 가능한 下側 그리고 벼슬 모양의 처마 

채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 구성 부품들은 

습식 모르타르(wet mortar) 의 사용을 

배제했기 때문에 이른바 건식 용마루와 건식 

모서리라 부른다. 이것은 본 시스템이 어떠한 

기상 조건에서도 적합하다는 사실과 설치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본 시스템의 판매를 맡고 있고 머레이 

루프타일(Marley Rooftile)사의 신제품 개발 

부서 제품 담당 매니저인 크리스 쿠퍼(Chris 

Cooper)와 그 제조 생산을 맡고 있는 계열 

회사인 머레이 엑스트루션(Marley 

Extrusion)의 개발 담당 매니저인 조프 

퀸넬(Geoff Quinell)이 건식 용마루와 건식 

모서리를 각각 디자인했다.

그들은 제품이 단독적으로 뿐만 아니라 

조합되어 사용될 수도 있게 프로젝트를 서로 

협력하여 진행시켰다.

조프 퀸넬 자신이 설정한 디자인의 

제약점은 용마루의 연결이 전통적인 모습을 

지녀야 하고, 지붕 박공(gable)의 층계진 

모습을 반영해야 하며, 플라스틱을 다루는 데 

익숙치 않은 지붕 공사업자에 의해서도 쉽게 

조립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모서리는 

6가지의 서로 다른 유니트와 조합되기에 

용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오른쪽 왼쪽 구별이 있고 회색 

또는 부르고뉴 적색으로 칠해져 있는 PVC 

성형된 유니트가 나왔다. 그 유니트는 

75mm와 115mm사이의 타일을 겹쳐 사용할 

때 적합하다. 만일 중첩이 미숙한 지붕공에 

의해 75mm 이하가 되었다면 유니트의 조합이 

틀려지게 된다. 따라서 조프 퀸넬은 공구 

가격의 저하를 유지하기 위해 그러한 모든 

변수를 처리할 수 있게 단일한 기본 유니트로 

디자인해야 했다.

환기 가능한 용마루 시스템은 톱 타일링 

배튼(top tiling batten)에 위치한 돌줄된 PVC 

버튼 단면으로 구성된다. 가장 윗쪽의 옆으로 

줄지어 층을 이룬 타일들은 이 배튼의 한 

단면에 꽉 끼어지게 되어 있으며, 채양 

유니트와 함께 기상 변화에 견디도록 

처리되어 있다 “채양 유니트와 배튼의 

단면은 현대 주택의 문제인 '갑갑함5을 해결해 

주기 위해 습한 공기가 빠져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환기구(ventilation slots)를 갖는다고 

시스템의 바로 이 부분을 디자인했던 크리스 

쿠퍼는 말하고 있다. 조합된 용마루는 배튼의 

단면에 돌출된 걸쇠와 지붕의 정점을 따라 

놓여진다. 이 시스템은 상이한 지붕 물매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지붕의 유니트가 조합된 

상태 위에 용마루 캡 (ridge cap)이 덮여져 

마감된다.

쿠플렉스의 새로운 기중기(Kuplex New 
Generation Chain Slings)
제작 : Parsons Cham Co Ltd

최근에 가장 잘 만들어진 쿠플렉스 기중기 

시스템(Kuplex Chain Sling system)으로서 

새로운 쿠플렉스 제품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파슨즈 체인 (Parsons Cham)사는 효율적인 

가격의 제철 작업으로 기본 소재들의 

대부분을 얻기를 원했다. 동시에 이것은 보다 

가볍고 사용하기에 안전하고 손쉬운 

시스템으로 만들어졌으며, 이는 사용자와 

판매자(도매업자)들 모두에게 중요한 이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엔지니어링 디렉터 크리스 버든(Chris 

Burdon)의 지휘하에 개발에 착수한 첫 

단계는 하나의 매인 링크(main link)로 구성된 

마스터 링크(master link)를 만들어서 경비가 

많이 투입되는 주형 작업과 용접해야 하는 

부위를 없애는 것이었다. 이것은 생산비 

절감과 판매자의 보관 경비를 줄여 주며 매우 

강하면서도 한층 더 경량인 제품을 만들게 

해 준다. 마스터 링크를 위한 1-빔 (beam) 

단면과 연결 후크(hooks)를 위한 T-단면 

(section) 의 사용 역시 물자를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처음 쿠플렉스 모습 중 하나는 짧아진 

클러치(clutch: 기중기의 갈고리 부분)로서 

버팀 길이를 만들 수 있도록 조정을 위한 

설비였다. 이것은 모든 유형을 들어 올리는 

상황에서, 사용하기 안전하고 조정하기 

쉬운 다용도의 슬링(sling)을 만든다. 종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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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여 개의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진 쿠플렉스 시스템의 

재디자인은 12개월 동안에 완성되었다.

New Generation은 원래의 시스템이 지녔던 장점을 

잘 취하고 있다.

쿠플렉스 시스템으로서 짧아진 클러치 장치는 

하나의 쿠플러(kupler)와 3개의 체인 링크를 

사용하는 마스터 링크와 독립적으로 매달려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디자인에서의 짧아진 

클러치는 슬링 버팀대(Sling leg) 그 자체에 

속해 있으며 잠금장치와 클러치 부위를 

포함하는데, 여기가 슬링 버팀대의 

현수점 (suspension point)을 형성한다. 

사용자가 버팀 길이를 짧게 하려면 단순히 

클러치에 체인을 밀어 넣으면 된다. 그러면 

이것은 여분의 부착물들로 좀더 복잡한 

마스터 링크를 갖는 선을 억제한다.

9800 테이프 연속 송출 장치(9800 
Streaming tape transport) 
제작 : THORN EMI Datatech Ltd

컴퓨터의 사용이 늘어감에 따라 많은 양의 

정보가 플로피 디스크(floppy disc)와 하드 

디스크 카트릿지에 보관되고 있지만, 한 

디스크 시스템의 실수로 모든 데이터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비난받을 여지가 많다. 따라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표준 형태로는 마그네틱 테입에 

1/2로 복사하는 방법이며, 데이터텍크(Data

tech) 사의 9800 테이프 연속 송출 장치는 그 

이동을 위한 저렴한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디스크 자체에 대한 백 업 

시스템 (보완 장치)의 많은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자료 생산 파트의 책임자인 듀크 

에벤저(DukeEbenezek)는 설명한다. "우리는 

다용도이며 저렴하고 작은 사이즈이면서 

IBM사의 포멧(format)과 일치하는 마이크로 

소형 제품 시장을 개설할 작정이다”라고 

부언한다.

그 장치는 조작에 특별한 전문 기술이 필요 

없이 사용하기 쉽다. 예를 들어, 9800은 

잘못 작동될 수가 없다. 즉, 테이프가 잘못 

놓일 경우, 기계는 이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해 조작자에게 그의 잘못을 신호로 

알려준다. 문을 닫고 앞쪽판 위에 테이프를 

걸면 자동적으로 릴(reel)의 회전 부위 

위치가 정해지고 고정된다. 여과된 낮은 

압력의 공기가 들어올리는—중심쪽으로 테이프 

경로를 통해 테이프를 잡아준다.

THORN EMI Datatech사의 모델9800은 소형이고 

저렴한 가격(공시가격 : 2,100파운드)으로서 넓은 

시장의 주요 경쟁 제품으로 부각되고 있다.

Mod이 810 온도 조절 장치 (Mod이 810 
temperature Controller) 
제작 : Eurotherm Ltd

마이크로프로세 서 (microprocessor) 로 

조절되는 810 온도 조절 장치 (temperature 

controller)는 정밀한 사출 성형과 플라스틱 

사출 작업, 금속 또는 세라믹류(ceramics)의 

열 처리 과정과 같은 산업 공정이나 물질 

검사, 결정 또는 배양 증식과 같은 과학적 

적용을 위해 개발된 전자 조절 장치로서 

유러텀(Euroiherm)사에 의해 제작된 것이다.

조절 장치는 미세한 범위내의 온도 조절을 

위해, 또한 갑작스런 변동에 재빨리 반응할 

수 있도록 사용된다. 지난 15년 동안 진전된 

조절 장치는 트랜지스터 회로의 도입으로 

급속도로 발전되어 왔다. 이것은 기계적 

모순과 낮은 정확성 등과 같은 문제를 

개선했으며 최근 명확한 LED 디스플레이의 

도입 역시 프로세서 오퍼레이터에게 좀더 

간편한 조작성을 부여했다.

“설치되어 있는 장치는 사용 설명서의 도움 

없이 사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작의 단순성은 디자인상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유러텀사의 연구 개발 매니저인 

롤컨 스미드(Lorcan Smith)는 말한다. 그는 

계속해서, “이것은 완전한 장치 조작을 위해 

단지 3개의 버튼만을 갖는다. 2개의 누름 

버튼은 온도 조절을 하며, 3번째 스크롤 

버튼(scroll button)은 누름 버튼의 조정과 

유사하게 14futher parameters에 접근하도록 

해준다. 이는 모델810이 다른 많은 

시스템에도 사용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장치가 되도록 해 준다”고 말했다.

유러텀사는 디자인 컨설턴트인 돈 투스틴(Don 

T니stin)가 밀접한 관계하에 본 제품을 개발해 냈는데, 

모델 810은 앞으로 몇 년 지나, 모든 열관리 엔지니어에 

의해 예고된 전문화의 경향에 대처할 수 있는 

다용도성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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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장비 부문 수상작

올해 이 부문에는 영국의 외과 의료 

장비 산업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2개의 

제품이 선출됐다. 의료 장비 계획은 영국 보건 

사회 보장국과 에드워드 왕립 의료 기금(the 

King Edward's Hospital Fund)의 상호 지원을 

받고 있다.

Mark II 항생물질 디스크 디스펜스 

(MarkII Antibiotic Disc Dispenser) 
제작 : Oxoid Ltd

옥소이드(Oxoid)사의 MarkII 항생 물질 

디스크 디스펜서(Mark II Antibiotic Disc 

Dispense)는 병원균의 감염성 테스트를 위해 

배양 매체의 표면 위에 항생 물질을 함유한 

종이 디스크를 정확히 장치하기 위한 것으로 

병원 연구실에서 사용된다.

47파운드의 가격으로, 국내외 모든 일상 

실험실에서 매일 사용되고 있으며, 시간 

소모를 요하는 반복적이고 단조로운 일을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용이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Mark II 디자인에 있어 주된 제약점은 

옥소이드(Oxoid)의 디스크 카트릿지(disc 

catridge)의 크기와 테스트에 사용된 세균 

매체를 운반하는 세균 배양용 페트리 

접시(petri dishes)의 크기였다. 또한 페트리 

접시내의 매체의 양 역시 디스펜서(dispenser)가 

디스크(disc)와 매체간에 확실한 접촉을 

하도록 조절 가능한 높이여만 한다는 사실 

이었다.

아세탈 플라스틱(acetal plastics)은 움직이는 

접촉 표면에 작은 마찰을 주기 위해 랙비 

플라스틱(Wragby Plastics)사에 의해 

사용되었고  , 폴리카보네이트 플라스틱은 

스커트(skirt) 와 카트릿지 홀더 (cartrige 

holder)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었다.

사용 이점 중, 부드럽게 작동하는 피스톤

일주일에 약 200여 개가 생산되는 옥소이드사의 

디스펜서는 영국가 독일에서 가장 성공을 거두었으며, 

기타 주요 시장으로는 서유럽 오스트레일리아, 

남아프리카와 캐나다를 들 수 있다.

장치는 디스펜서가 한 손으로도 조작될 수 

있도록 해 주며, 피스톤은 재생산 가능한 

정확성을 부여해 주고 균일한 접촉을 보장해 

주는 배양 매체에 정확히 항생성 

디스크(antibiotic disc)를 위치시킨다. 

디스펜서는 데스크 카트릿지가 오염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비어 있을 때는 

자동적으로 잠겨진다. 이것은 또한 항생 

물질의 선택에 있어 사용자에게융통성을 

제공한다. 즉, 작동자가 테스트 사이클(test 

cycles)을 변화시키려면 다만 카트릿지의 

범위만을 변화시키면 된다.

미세 외과 수술용 마이크러 다이어몬드 

수술캘Mic「a diamond knives for 
microsurgery)
제작: Microsurgical Administrative 

Services Ltd

미세 외과 수술용 칼들에 있어 그 날에 

다이어몬드를 사용하는 세계 최초의 회사가 

MAS였다. 그 칼의 몸체에는 

티타늄(titanium)을 도입했고, 그것에 視섬유 

조명 (fibre optic illumination)을 병합시켜 

올 연말까지 수술시 환자의 수술 부위를 

마취시킬 수 있게 칼날에 레이저 빔(laser 

beam)을 장치하는 계획을 하고 있다.

MAS사의 개발은 관리 책임자인

잭 호스킨0ack Hoskin)이 안과 전문의 덜모트 

피어스(Dermot Pierse)와 수출 장비의 장점에 

대해 논의한 것에서 출발했다. 전통적으로 

면도날 종류가 수술 칼날로 사용되어 왔지만 

피어스는 이것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해 왔었고, MAS사측에서 다른 소재를 

개발해 보라고 제시했다.

사파이어와 루비로도 시도해 본 결과 

MAS사는 이상적인 소재로 다이어몬드를 

Micra의 가격은 표준형이 395파운드, 3mm, 3면 닐이 745파운드 이다.

결정했다. 그러나 회사가 시도한 첫번째 날은 

매우 예리했지만 너무 넓어서 상처 부위를 

확대시켰다. 결국에는 자회사인 드 비어스(De 

Beers)사가 레이저로 절단해 수작업으로 

가공한 보석질의 다이어몬드로 대단히 훌륭한 

변형된 날을 만들어 냈다.

고도 기술의 다이어몬드 날은 보통 강철보다 

엄청나게 비싸고 혹자는 Micra가 팔리지 

않으리라 주장했었다. 그러나 다이어몬드 날은 

대단히 예리해서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미세한 수술까지 해내게 되어 수술 과정을 

변화시 켰다.

다이어몬드는 너무 깨끗이 잘라지기 때문에 

수술 부위가 비틀리지 않아, 수술 후에 난시 

진전 위험이 있는 안과 수술에는 특히 더한 

공헌을 하였다. 또다른 중요한 이점은, 

한쪽 눈 수술에 면도날과 같은 날은 

3개씩이나 필요한 반면 다이어몬드 날은 

영구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단 칼날의 폭과 예리성이 정확하게 정해진 

다음, MAS사는 티타뉴titanium) 몸체를 

개발했다. 이 금속은 강하고 가벼울 뿐만 

아니라 이 표면에 부딪치는 빛의 단 

8%만이 반사되는 옥소이드 코팅(oxoid coating) 

방법으로 처리될 수 있다. 이는 강한 강도의 

조명하에서 현미경을 통해 수술해야 하는 

외과 수술에 있어선 대단히 큰 공헌이라 할 

수 있다. 각기의 칼날은 몸체로 밀어 넣을 수 

있으며 MAS사는 또한 미세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을 때를 위해 좌우 양옆에 날을 

지지하는 부위가 달린 종류도 만들었다. 

이것은 안구 정면을 재교정시키는 수술로서 

방사상 각질 교정 수술(radial keratotomy)에서 

사용되는데, 이 수술은 다른 수술칼로는 

도저히 처리할 수 없다. 어떤 종류는 칼날을 

통해 조명을 부여하는 섬유 안과봉(fibre optic 

rod)에 부착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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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모터 산업 제품 부문 수상작

금년도 모터 산업 부문의 수상 제품들은 

스스로 애써 선전하지 않아도 될만큼 제품 

디자인 측면에서 뛰어난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들이다. 자동차 산업 계획 (Motor Industy 

Scheme) 은 자동차 생산 판매 협회 (the 

Society of Motor Manufactures and Trades)에서 

후원하고 있다.

각도 조절용 좌석 벨트 리트렉트

(Angle adjustable seat belt retractor) 
제작 : Securon(Amersham) Ltd

서큐론(Securon)사의 긴급 잠금 

리트렉터 (emergency locking retracts)는 

어떠한 각도에서도 고정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좌석 뒤로 벨트를 수직으로 설치 

했었던 방식을 극복했다. 오늘날의 

살롱(saloon)류의 차와 고급차들의 후면 

좌석 벨트에 수직적인 결합 위치를 찾아 

낸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또한 그것으로는 

좌우 구별이 필요한 리트렉터 (retractor)가 

2개로 서로 결합되어야 하기 때문에 설치 

위치가 제한 당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좌석 벨트와 더불어 이 리트렉터는 현재 모든 유럽 포함해 약 25파운드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표준 규격과 일치하며, BSI 승인을 거쳐 VAT를

갖고 있다.

그러나 서큐론사의 후면 좌석 벨트는 어떠한 

설치 위치에서도 고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손쉬운 외부 조절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다. 거기에는 화물에 사용되는 3점 

지지형 모델(3-point model)과, 릴(reel)과 

승객의 어깨 사이에 지시선이 없을 때 

사용되는 4점 지지형 모델(《point mounting 

model)이 있다. 이 두 모델들은 거의 모든 

좌석에 설치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큐론사의 관리 담당 디렉터 

로미 프록터 (Rommy Proctor)에 의한 문제 

해결은 리트렉터가 작용 후 곧바로 관성력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그의 디자인에 있어 

관성 장치는 두 개의 대립된 짐발(gimbal)에 

부착된다. 각기의 그것은 리트렉터가 장치된 

후 수평면으로 이동될 수 있다. 내부에 역회전 

원추체가 들어 있는 구조는 벨트가 곧바로 

철수되게 하는 작용을 한다. 자동차 스피드에 

심각한 갑작스런 변화가 일어 났을 때 그 

원추체는 기울어져 벨트의 제동 장치가 

작동되게 된다.

관성 릴 (inenia reel) 장치의 부속 프래임은 

부식 방지를 위해 강철로 압연되고 전기 

도금된 것이다. 밀폐용 블랙 플라스틱은 코일 

스프링(coil spring)과 관성 릴 잠금 장치를 

안보이게 한다.

多초점 헤드램프(H이pofocal head lamp) 
제작 : Lucas Electrical Ltd

다초점 헤드램프는 매우 정밀한 표면 가공 

처리에 의해 고도로 정밀한 반사경을 

생산했었고 DMC(Dough Moulded 

Compound)라 불리웠던 루카스(Lucas 

Electrical)사에 의해 1970년대에 개발했었던 

소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일단 그로부터 기본 

직사각형의 헤드램프를 성공적으로 개발하자 

루카스사의 엔지니어들은 일반적인 초점을 

지닌 多단면 반사경 (multi faceted reflector)의 

개발에 착수했다. 그래서 이름이 

호모포컬(Homofocal)이라 붙여졌다. 개발의 

주 목표는 전체 크기가 작고 고도로 유효한 

램프를 제작하는 것이었다.

헤드램프내의 빛의 수집은 일반적인 

헤드램프보다 렌즈가 프리즘에 훨씬 적은 

빛을 내 보낼 때 보다 효과적이다. 이것은 

렌즈의 각도가 수평에 대해 뒤쪽에서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한 

자동차 바퀴의 저항성을 개선시킨다. 새로운 

재료 또한 루카스사의 성공을 가능하게 

했는데, 포물선을 그리는 식의 빛을 허용하지 

않는 반사경은 CAD(Computer Aided 

Design)에 의한 결과였다. 또 다른 효과는 

자동차 본네트(bonnet) 아래서 최소 공간을 

점유하면서도 그것이 고도의 효과적인 광원을 

제공하고 있는 점이며, 또한 자동차 디자인 

측면에서 그 부품은 관례적인 헤드램프를 

사용하는 것보다 프로필(profile)에 있어 

디자이너에게 보다 많은 자유를 부여한다.

다초점 램프는 Citroen BX에 최초로 장착되었고 영국 

자동차에 처음 적용된 것은 BL Maestro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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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티사의 백라이트 안테나는 자동차에 원래 설치되어 

나오는 장치로 그 개발은 각기의 자동차 생산업체하에서

이루어진다.

백라이트 라디오 안테나(Backlite radio
aerial)
제작 : Salford Electrical Instruments Ltd

백라이트 안테나는 자동차 후면 창의 히팅 

요소(heating element)와 함께 라디오 안테나를 

형성한다. 이것은 AM,FM,UHF 채널 모두에 

좋은 수신력을 부여한다. 이 제품은 설포드 

전기 기구(Salford Electrical Instrument)사에 

의해 만들어졌고 그들과 더불어 BSH 

Electronics人］•오｝ Industrial Development Bangor 

(UCNW)사와의 기술 협력으로 개발되었다.

자동차에는 수많은 모델이 있기 때문에 

백라이트 안테나는 내장 장치로 디자인된 

것이다. 그 디자인의 주요 특성은 아래 쪽의 

라디오 시그널(radio signal)이 히팅(heating)을 

위해 사용되는 직류와는 분리된다는 점이며, 

스크린의 히팅 요소를 재디자인하지 않고 

연구팀이 그 고유한 성격을 이용해 개발해 

냈다는 데 있다. 그 새로운 해결이란 서로 

분리된 요소들이 놓여지는 것이 아니라 

히터(heater)를 라디오의 전체 주파수대에 

걸쳐 합해 놓은 것이다.

몇 년간의 연구 끝에, 획기적인 진전이 

포드(Ford)사가 그들의 신개발 오리온 

모델(Orion Model)을 디자인하는 단계에서 

협력을 통해 얻어졌다. SEI사는 백라이트 

안테나의 프로토타입(prototype)을 그것에 설치, 

테스트를 통해 인정받은 후, 1983년 5월 

포드사에 의해 대량 생산에 들어갔다.

휩 안테나(Whip Antena)보다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데서 얻어지는 이점은 반달리즘 

(vandalism)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고 

외부 부식이 없으며, 생산 공정에서 몸체 작업 

중의 번거로움을 제거시킬 수 있는 점이다.

스트리트 킹은 현재 17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오리온 모델에 있어서 조립이 후면 필라(rear 

pillar)의 한쪽에 장착됨에 따라 포드사의 전체 

조립 시간과 부품의 수가 줄어 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다른 이점은 휩 안테나의 제거로 

6%정도의 드래그 효과를 가져왔다.

스트리트 킹 거리 청소차(StreetKing 
street sweeper)
제작 : Schmidt Manufacturing & 

Equipment(UK)Ltd

슈미트사의 스트리트 킹(Street King)은 

상이한 조건하에서 대단히 적응력이 좋고 

작동하기에 안락하고 편리한 작으면서도 

교묘하게 작동되는 '도시용' 청소차이다.

그것의 혁신성은 중심부의 흡입 노즐(suction 

nozzle)을 통해 오물을 청소하는 2개의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브러쉬에 있다. 노즐은 

지면의 변화하는 윤곽을 따라 작용하기 때문에 

일정한 진공 상태를 유지하고 소음을줄여준다. 

1분에 5갤런의 물이 노즐을 통해 투입되고 

거기에서 동시에 분무된다. 이는 쓰레기를 

흡입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을 위해 최소의 

단위로 줄이려 하는 데 기인한다.

그렇게 작은 기계가 충분한 물을 공급해야 

되는 문제는, 스트리트 킹이 재 급수를 위해 

되돌아 으•지 않고도 20〜25마일을 청소할 수 

있게 하는 물 재순환 시스템에 의해 

해결되었다.

청소용 부러쉬(brush)역시 다용도로 

디자인되었으며, 조정자는 협소한 보도든 또는 

개방된 보행자 통행 구역이든 장소에 구애됨 

없이 부러쉬를 조정할 수 있으며, 울퉁불퉁한 

표면에서는 자동적으로 조정된다. 부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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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체(arm)의 조정은 스트리트 킹이 주차된 

자동차에 한 발자국 거리까지 이내의 모든 

것을 청소할 수 있으며, 둥근 가로등대나 상점 

출입구까지 조정을 허용한다.

부러쉬 양쪽의 감지대 (sensor bar＞는 만일 

어떠한 장애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물러나게 

해주는 작용을 한다.

회전 붐(boom) 이 장치된 호스는 주차된 

차들의 사이라든가 매우 좁은 모서리 그리고 

자동차가 청소하기에 도달하기 힘든 곳을 

청소할 수 있게 한다. 6인치 높이 정도의 

난간은 문제 없이 올라갈 수 있다.

추천 작품

좌석 벨트 조절 장치(Seat belt comfort 
adjuster)
ASE(UK)Ltd

본 제품은 운전자에게 그들의 사이즈 또는 

앉은 자세에 관계 없이 안락하게 벨트를 조일 

수 있도록 필러의 고정 장치의 높이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 안전하고도 손쉬운 방법을 

제공한다.

캔고 (Kango)사의 엔지니어인 존 템플(John 

Temple)은 조정자가 재고정시킬 수 있게 

본 장치를 간단히 조절하기 위해선, 수직적인 좌석 받아야 한다. 그러면 사용자는 원하는 위치가 되게끔 

벨트와 마찬가지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틀어지게 힘을 위아래로 움직이면 된다

한다는 생각으로 18개월 동안 그 프로젝트에 

몰두했다. 디자인상의 제약점은 다음과 같았다. 

즉, 첫째, 자동차의 현존하는 고정 포인트 

(anchorage point)에 볼트로 죄어져 있어야 

한다. 둘째, 제품이 유지되는 데 있어 요구되는 

까다로운 규격 조건 때문에 그 장치는 간단한 

조작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세째, 

그것은 안전성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계획된 부품이어야 한다. 그리고 

네째, 작동이 유연해야 한다.

판매 담당 디렉터인 앤드류 워드(Andrew 

Ward)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처음에 

우리가 디자인한 좌석 벨트는 역학적 안전 

요구 조건에는 만족스러웠으나 사용자가 

편안하게 사용하는 데 있어선 문제가 있었다. 

자동차 생산업체들은 그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는데 메르세데스(Mercedes)사와 같은 몇몇 

소수 기업만이 좌석 벨트를 위해 조절 가능한 

상단 고정 포인트(upper anchorage point)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원래 생산 

라인에서부터 부착된 장치이면서 동시에 

재위치시킬 수 있는 제품을 원했다.”

그 결과로 나온 것이 잠금 장치가 옆면 

충돌에 관성 보호 될 수 있는 신중한 

프로토타입이다. 거기에는 충돌시에 벨트가 

꼬이면서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움직이는 

고리의 회전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한

손으로 착용하기에 용이하며, 어린이들 같이 

벨트를 잡아다니는 기질이 있는 사람으로 인한 

풀림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적으로 잠겨진다.

AEconoguide 피스톤(AEconoguide 
piston)
제작 : AE Developments Ltd

본 제품은 휘발유와 디젤 엔진에서 엔진 

효율과 동력 전달성을 개선하기 위해 AE(AE 

Development)사가 개발한 것이다. 그것은 

스커트(skirt)의 각기 옆에 3개의 작은 개별적 

접촉 부분이나 패드 (pads)가 있어 75%까지 

실린더 내경(cylinder bore)과의 접촉률을 

효율적으로 감소시킨다. 패드는 스커트(skirt) 

표면의 0.025mm까지 지탱하여, 패드 

가장자리는 피스톤이 움직일 때 오일막이 

형성되게끔 매우 얕은 각도로 처리되었다.

AE사는 고도로 정밀한 컴퓨터로 통제되는 

기계 시스템을 통해 피스톤 생산을 하고 있다. 

컴퓨터에 의한 컨트롤은 표면 처리에 대한 

보다 신뢰할 만한 생산과 더욱 질이 좋아진 

마감 처리를 가능하게 했고, 작은 패드 등을 

포함해 복잡한 스커트의 기계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었다.

휘발유 엔진에서의 테스트로 피스톤은 

전동력에서 최고 14%까지 마모 훼손율을 

줄였고, 최고 4%까지 연료 소모율을 줄여 주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그 피스톤은 고열 마찰 

테스트 후에 질의 저하가 없었고, 350시간 

동안 지구력 테스트에도 원상태 그대로의 

기계적 흔적이 피스톤에 남아 있었다.

새로운 피스톤의 개념은 일정한 접촉부위와 스커트의 

견고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패드의 위치는 피스톤의 

동작을 정확하게 안내하며, 흔들거림을 막아준다. 패드의 

위치와 비율은 그림에서 보여지고 있다. 단위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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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사산업 디자으1 공모전 및 삼성 굿 디자인전

지난 해부터 국내 기업에서는 처음으로 

금성사（주）와 삼성전자（주어】서 민간 

기업 주도의「금성사 디자인 

공모전」과「삼성 굿 디자인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나라 산업 

디자인계의 발전을 위해서 더없이 

고무적인 일로 각계의 환영을 받고 있다.

날로 고급화되고 다양해져 가는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시켜 주고 높아져만 

가는 각국의 보호 무역 장벽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우수 제품의 개발이 첩경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상품의 기능과 더불어 굿 디자인의 개발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은 상품 경쟁 

시장의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기업들이 

가장 절실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비추어 볼 때 민간 기업 

주도의 이 두 전시회가 오히려 때 늦은 

감도 없지 않지만 산겁 디자인의 중요성을 

대외에 널리 주지시키고 산업 디자인 

인구의 저변 확대를 기하면서 국내 

타기업에게 자극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앞으로 국내 산컵 디자인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리라고 기대해 본다.

제2회 금성N 산업 디자인 공모전

口尺］回应®r ［諷公工

国汉閒□［虱用□◎頁］

여타 제품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전자 

제품 분야에 미치는 디자인의 중요성은 그 

상품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막중한 것이며, 

또 그런 만큼 디자인 경쟁도 치열하다. 이런 

점에서 금성사도 다른 분야보다는 일찌기 

디자인 부문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국내 산업 디자인의 진흥과 육성, 학교와 

기업간의 산학 협동 체제의 확립과 창의성이 

뛰어난 산업 디자이너를 발굴함으로써 점차 

고도화되어 가고 있는 국내 산업 디자인계의 

활성화 요구에 적극 부응코자 함”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산업 디자인 공모전도 산업 디자인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을 통해 기성 디자이너의 

한계성을 탈피한 보다 참신하고 창의적인 

디자인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미래의 우수한 

인재를 미리 확보하는 동시에 자체내 

디자이너에게 새로운 자극제적인 요인을 

제공하여 보다 우수한 디자인 개발의 활로를 

모색하고자 함이 그 본래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공모전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기성 

디자이너와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도면과 

작품 설명서를 통한 1차 심사가 먼저 실시 

된다. 일차 심사를 통과한 작품에 대해서는 

모형 제작비를 회사에서 부담하여 이 완성된 

목업을 통해 본선 심사가 실시된다.

목업 제작비를 회사에서 부담해 주는 것은 

「삼성 굿 디자인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출품자가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게 되어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작품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게 된다.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접수된 올해의 출품 

현황을 보면 제1부 전자 응용 부문에 72점, 

제2부 전기 응용 부문에 43점, 제3부 올림픽 

상품 부문에 18점 등 총148점이 출품되어 

자체내에서 실시하는 1차 심사에서 제1부 

14점, 제2부 10점, 제3부 5점이 선정되었다.

1차 심사를 통과한 29점은 회사에서 부담한 

경비로 제작한 목업을 통해 학계, 언론계, 

산업계, 공공 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본선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각 부문의 수상 

작품이 결정되었다.

금성사의 한 관계자는 “출품된 작품의 

수준이 지난 해에 비해 많은 발전을 

보였으며, 출품자들로 하여금 기업이 

요구하는 디자인 방향을 파악하게 하여 

양산성, 경제성, 서비스성 등을 고려한 작품 

제작 방향으로 진행시키고, 회사에서 모형 

제작 비용을 일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출품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주고 

자유스러운 표현을 최대한 구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결과 모든 줄품작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평준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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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수상작품

•작품명: 아동용 컴퓨터 시스템

•작가: 홍 재언•이 인욱•지 연규•김 양성（명지실전） 

.부문 : 제1부문（OA/COMPUTER）

컴퓨터를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우선 어린이들의 관심 대상인 전자 게임 등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흥미를 느끼게 하고 다음에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나 사용 방법을 익히게 하여 학습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다.

또한 현재의 可스컴이 갖는 획일적이며 메카니컬한 

형태를 배제하고 어린이들이 친숙하고 좋아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시켰고 어린이들의 신체적인 특성가 활동 

범위를 고려하여 어린이들이 사용하기 쉽게 

디자인하였다.

특상 수상작품

•작품명 : baby FRIEND BS-3000

• 작 가: 신 명철•남 광희•김 선화•안 영민（홍익대학원） 

• 부 문 :제2부문（전기 기타）

항상 끓여야만 어떠한 용기의 소독이 가능하다라는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인공 영양아를 위한 위생 기기, 

즉 전자 장치를 이용한 우유병 세척 기기로서 좁은 

공간안에서 여러 기느 즉 가습기, 온수공급기 등을 

해결해줌으로 해서 여러 제품을 구비해야 하는 문제도 

해결시켜 줄 수 있고 끓여서 소독해야 하는 시간의 약 

1/3 정도가 소모되므로 시간을 절약하여 좀 더 아기와 

가까와질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

특상 수상작품

• 작품명 : 이동식 뮤직박스 디자인

• 작 가:윤 진식（영남대）

• 부 문 : 제1부문（AUDIO）

중상류층가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 입식AUDIO이다. 

학생들의 책상이나 침대옆, 안방, 거실 등 어느 곳에서도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제품과의 친근감을 강조하였고 

첨단 전자 기술의 실용적인 메카니즘으로 구성하여 

그 효율을 극대화시켰다.

또 AUDIO의 새로운 동적 기능과 공간의 효율적 

활용 , 현대적 감각의 형태미에 주안점을 주어 

디자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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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상 수상작품

• 작품명 : 콤포넌트 시스템

• 작 가 : 김 재호•오 길환•이 상훈（한양대）

• 부 문 : 제3부문（AM/FM RADIO）

기존 Cassette Recorder들의 Portable Style 

일변도에서 벗어나 휴대에 간편한 운반 손잡이 등을 

가감히 삭제하고 Cassette Recorder도 하나의 

Accessory로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장식미에 

최대의 역점을 두고 디자인하였다.

장려상 수상작품

• 작품명 : 전기 온수기겸 드라이어

• 작 가: 박 호창•김 대진（원광대）

• 부 문 :제2부문（공조기

현대 사회의 급격한 발전으로 샤워 시설 및 드라이어는 

문화 생활의 필수품으로 등장되었다. 인간의 

본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샤워는 육체적•정신적 

건강뿐만 아니라 미용에도 필수적인 수단의 하나이다. 

그러나 4계절 샤워를 하기 위하여 보일러를 가동시 많은 

에너지의 소비가 따르므로 보편화 되어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 에너지 절약형으로 

대중성을 띠며 편리하고 합리적인 드라이어를 겸한 

소형 순간온수 샤워기를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장려상 수상작품

• 작품명:벽개용 종합 음향기기

• 작 가:서 병렬（영남대）

• 부 문 :제1부문（AUDI。）

전문 AUDIO 개념의 기기 COMPONENT 

SYSTEM을 벽에 설치함으로써 듣는 AUDIO에서 보고 

듣는 AU이。로의 소리와 기기의 하모니, 메카니즘과 

기능의 대중성을 제고하여 미래지향적인 효과에 

주안점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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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상 수상작품

•작품명: 접는 선풍기

•작 가:황석수•채희수（영남대）

• 부 문 :제2부문（회전기）

제2회 삼성 굿 디자인전 

於

삼성 굿 디자인전은 일반 공모전과는 달리 

기업이 선택한 참가자들에게 회사측이 미리 

선정한 프로斗트를 의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즉, 참여 기회가 회사가 미리 선정한 

학계와 산업 디자인 전공 대학생들에게 

선택적으로 부여되어 그 참가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또한 이들과 더불어 회사내의 

자체 디자이너들도 함께 참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은 산업 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기업 실무 

디자이너들과 상호 보완적인 의견 교환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기업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생한 산업 디자인 실무에 

최대한 가까이 접근하게 함으로써 짧은

시간에 실무 경험을 쌓게 할 수 있는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업체의 디자인 부문에서는 대학을 

졸업한 신입 사원이 실무에 익숙해질 

때까지의 시간을 적어도 2년 이상으로 잡고 

있는 실정인데, 이 기간을 최대한으로 

단축시켜 빠른 시간내에 실무 처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업체와의 교류를 통하여 실무 

경험을 쌓도록 해야 한다는 절실한 요구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 점은 학생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삼성 굿 디자인전」의 진행 

방식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참가 대상이 지나치게 한정되어 있고 각 팀의 

특성 등에 대한 배려 없이 일방적으로 

프로젝트가 부여되었다는 점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 보여진다. 또한 모든 

경비를 회사측에서 부담하고 기타 관련 자료 

및 방법적 문제에 있어 회사측과 상의하면서 

진행함에 따라 대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신선한 감각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회사측의 

지나친 간섭으로 자칫 기성 디자이너들의 

매너리즘을 답습하는 방향으로 유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 그 회수가 

거듭할수록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정될 

것으로 보이며, 디자인 프로젝트를 

학생들에게 의뢰하는 다분히 혁신적인 산학 

협동 체제의 독특한 성격 역시 보다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삼성 굿 디자인전」이 

앞으로 더 많은 기업체에서 더 많은 

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기회를 제공하게 해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국내 

제품 디자인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고 

본다.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이 디자인전을 

통해 얻은 성과 가운데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의 하나로 자체 디자이너들이 받은 

자극을 들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현장 디자이너들이 새로운 형태에 대한 

강렬한 욕구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 

전시회를 통해 그들을 일깨우고 고무시킬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것이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라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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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디자인실 연구작품

① 
¥~

③④

1.
• BOOK SHELF TYPE

W-DECK CASSETTE

• DIMENSION :340(W) X 190(H) X 120(D)

현재의 MINI COMPONENT의 장점은 좋은 음질, 

고출력의 다양한 기능에 있다. 그러나 형태적인 면에서 

단순히 대형 COMPONENT의 .축소에 불과하며 

돟여지는 방식과 개념에서 대盘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다. BST.C는 이러한 MYMY TYPE CASSETTE와 

MINI COMPONENT의 장점을 취하 보완한 전혀 
새로운 DESIGN^다.

2.

• AV SYSTEM SSA 700

• DIMENSION :2382(W)X810(H)X480(D)

N SYSTEM SSA 700 SERIES는 최고의 

MECHANISM으로 음질과 화질을 명쾌하게 구성하였다. 

사용자와 기기사이의 계면이 되는 시각표시 장치를 

SUPER QUALITY의 FL과 LED를 사용한 이AGRAM 

으로 UN IT 및 SYSTEM 의 작동 상태를 쉽게 알아볼수 

있도록 하여 AV체계의 효율을 더욱 높였다.

3.

• 21 INCH PRINTER TELEVISION

• DIMENSION :500(W)X810(H)X435(D)

사용자의 편의성과 생생한 현장감을 재현하는데 

기초를 두어 텔레비젼 기능에 영상의 정지화상을 

P지NT할 수 있는 PRINTER를 정착시킨 복합제품이다. 

• 1 매 15조의 고속 PRINT 기능

• 고화질•고해상도의 선명한 PRINT(16단계의 고화질, 

흑백화상, 280X234 DOT의 고해상도)

4.

• FM/AM

STEREO RECEIVER

• DIMENSION :70(W)X70(H)X 15(D)

SPORTS정보전달 체계에서 관람객은 현장상황만으로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어렵다. 관람객은 

합리적이고 정확한 결과를 예측하려 한다. 따라서 

정보전달체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도구 

리시버는 필수품이 되어가고 있다.

또한 호환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것에 FM STEREO 

수신기능을 첨가하여 리시버로서의 기능을 완벽하게 

하였으며 환상적 형태 및 부드럽고 저항감없는 파스텔풍 

COLOR의 조화로 판촉물 및 액세시리 역할을 겸할 수 

있도록 디자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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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찌 ⑦
5.

•8mm 일체형

VIDEO CAMERA

• DIMENSION :165(W)X204(H)X420(D)

인류생활이 VIDEO 문화권에 돌입되면서 많은 

필요제품이 개발되었으며 향후에도 소비자의 NEEDS를 

계속적으로 접하게 될 것이다.

여기 제시한 8mm COMPACT VIDEO DECK와 / 

CAMERA의 복합제품은 축소지향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각기 독립된 기능을 간단한 GUIDE를 이용 

일체화시켜 제품의 우월성, 휴대성, 기동성을 얻도록 

유도하였다.

6.

• ELECTRIC FAN(12")

• DIMENSION :375(W)X689(H)X315(D)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냉방기구의 출현은 

주 냉방과 보조 냉방기구로 사용되어 지는 기구들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ELECTRIC FAN은 보조 냉방기구의 하나로서 

우리 생활에 깊숙히 파고들었다. 그러나 기존의 

ELECTRIC FAN은 생활환경의 공간과의 만남에서 

형태학적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외관 색상에 

있어서도 고정관념의 색상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보조 냉방기구로써의 기능을 충족시킴과 동시에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도모하며 쾌적한 주거환경의 

창출이라는 점에 착안점을 두고 디자인하였다.

7.

• 5 INCH

VIDEO DOOR PHONE

• DIMENSION :185(W)X248(H)X 126(D)

생활의 패턴이 다양화되면서부터 인간은 보다 좋은 

생활환경가 문화생활을 즐기려 하며 이를 만족하기 위해 

고도의 전자가학 첨단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좀더 

안락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고자 한다.

급변하는 기술가 병행하는 DESIGN과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도록 제품에 대한 인식을 재고시키려는 의도에 

DESIGN의 초점을 맞추었다.

산학협동작품

• PERSONAL COMPUTER SYSTEM

• DIMENSION:

M 0 N ITO R: 370(W) X 530( H) X 320( D)

KEY BOARD:365(W) X32(H)X 170(D)

PRINTER:370(W)X85(H)X300(D)

• 권 혜영•강 덕구•배•문수•이 정교(홍익대)

실생활에 필요로 하는 자료나 사무생활의 정리를 

컴퓨터를 통해 할수 있도록 보편화되어 컴퓨터가 

사무실과 가정의 필수품이 될 수 있고 보다 많은 

수요자에 의해 애호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첫째, 여러 종류로 되어있는 것을 점차적으로 하나의 

통일된 SYSTEM으로 조화시켜 나가고 둘째, 조형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가구나 사무집기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에 입각하여 이제까지의 기본 FORM을 

탈피하여 예술성과 감각성을 주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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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9.

• COO시NG SYSTEM

• 이MENSION :540(W) X 1550(H) X500(D)

• 이 재권•김•민호•형 재윤•심 재숙

주거형태의 변화에 따른 생활공간의 협소로 인하여 

각종 주방기기가 차지하는 긍간을 보다 줄이기 위하여 

설치 공간을 최소화 하였으며, 전자렌지를 중심으로한 

몇개의 ELEMENT를 조합하여 주변기기들과 일체화 

시킴으로써 TOTAL ASSEMBLY 방식으로 설정하여 

작업동선의 단축과 기능적인 사용성을 용이하게 

계획하였다.

10.

• LAUNDRY SYSTEM

• DIMENSION :760(W)X 1740(H) X580(D)

• 이 인희•장 유훈•김 영준(영남대)

LAUNDRY SYSTEM은 현대 생활에서 인간이 생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생활 필수품인 동시에 좁은 주택공간 

내에서는 매우 필요한 도구인 것이다. 이러한 NEED와 

VWXNT에 건조기와 세탁기의 제반요소와 특징을 

종합분석하고 조형과정을 통하여 보다 사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LAUNDRY SYSTEM 디자인이다. 

11.

•VIDEO SYSTEM

• DIMENSION:440(W)X440(H)X420(D)

•추 성진•임 진민•임 병문(부산 산업대)

우리의 생활속에서 텔리비젼이 갖고 있던 의미가 점차 

바뀌어져 가고 있다. 오락기기로서의 텔리비젼은 생활 

PATTERN 중에서 취침과 일의 다음가는 긴시간을 

함께하는 진정한 생활의 PARTNER로서 새로운 변신이 

자연스럽게 요구되어졌다.

이에 근거를 두어 새로운 역할을 부여, 다른 영상 

SOURCE를 접속시키던가 내부에 장착시켜 

일체화匕으로써 생활과의 접근을 꾀하게 되었으며 

다종으로 이루어졌던 VIDEO SYSTEM을 일체-루. 

COMPACT하게 처리, 간단한 조작으로 사용자에 川 

창조하는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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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작품

• 이 우성(숙명여대)

• SLIM TYPE

VACUUM CLEANER

• DIMENSION :420(W) X250(H) X 107(D)

단순하면서 가볍고, SPACESAVEB 하면서 기본적인 

기능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제품의 연구에 노력하였으며, 

최근들어 가전기기들의 S니M화 경향에 힘입어 BODY를 

최대한 S니M화 하였으며 계획된 범위내에서 DUST 

BAG의 용량을 최대화하였다. 기능선택 S/W는 ■ 

FEATHER TOUCH 기능을 도입하여 단순화 시키고 

DUST의 용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끔 INDICATOR를 

NEEDLE타입으로 디자인 하였으며 사용빈도가 높은 

두가지의 기능 (ON/OFF스윗치, CORD REEL)은 

FOOT CONTROL이 용이하게끔 양쪽으로 이격시켜 

디자인하였다.

13.

• 곡卜 원모(중앙대)

• MICROWAVE

GRILL OVEN RANGE

• DIMENSION :450(W) X420(H) X400(D)

현대식생활의 패턴이 다양화 되어짐에 따라 OVEN, 

GRILL, FERMENTATION의 기능을 갖춘 편리한 

주방기기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이에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였다. 형태는 단순하고 

MODERN한 감각으로 처리하였으며, 조리선택 스윗치를 

조작의 정밀성과 SOFT TOUCH CONTROL을 

고려하여 인간 공학적으로 손가락 끝 부위의 넓이를 

충분히 주어 오접이 방지되도록 디자인하였으며, 작동 

확인을 워하여 조리선택 스윗치마다 LAMP를 

부착하였다.

14.

• 부 수언(서울대)

• SLIM TYPE VTR

• DIMENSION :430(W) X 100(H) X 378(D)

생산 계획중인 모델의 샷시와 몸체부분 금속프레스 

케이스를 사용하여 디자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자의 측면에서 조작가 능률가 편리성을 최대한 

고려하였다.

형태를 간결하게 처리함으로써 오디오 시스템 및 

텔리비젼가 같은 공간에 설치되었을 때 복잡성을 최대한 

간결하게 느끼도록 계획하였다.

전체적으로 다양한 표면 재질감의 표출이나 조작부위의 

돌출정도를 평면화 시킴으로써 단순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비디오 테이프의 진행상황과 기능별 

조작에 의한 식별이 용이하도록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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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한숙3자인포장센터를 

잘 알고 계십니까

'83년 우리의 수출은 241억불을 돌파했읍니다.

이는 오로지 우리 모두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입 

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무거운 과업은 90년대 

에 기필코 선진조국을 건설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수출을 더욱 증대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것은 기술혁신, 생산성 향상, 새로운 

시장개척과 국제 경쟁력이 높은 우수한 제품의 개 

발 여하에 달려 있읍니다. 보다 편리하고 아름답고 

다양하며 고품질의 저렴한 제품을 만드는 것은 바 

로 종합된 두뇌 기술의 영역이며 또한 산업디자인 

의 전문영역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 

들은 보다 합리적이며 현재 유통구조에 맞게 경제 

적으로 포장될 때 비로소 우수한 상품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성취하는 길은 결국 우리에게 내재 

한 무한한 잠재력을 일깨우는 두뇌 기술의 개발과 

이것의 적극 활용 뿐 입니다.

이와 같이 수출 증대와 국가 경제 발전에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인 산업디자인과 포장 

분야의 육성•발전을 위하여「한국디자인포장센터」 

는 여러가지 국가시책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 

읍니다.

주요사업

• 연구 개발사업

중소기업에 대한 상품디자인 및 포장기술의 연구 개발

• 지도사업

중소기업에 대한 상품디자인 및 포장기술의 지도 상담

•교육연수사업

기업체 실무디자이너를 위한 산업디자인 교육 및 포장 

관리사 辺육

• 출판 및 홍보사업

「산업디자인」지 및「포장기술」夭I 발간, 기타 전문서적 

출판

• 전시사업

「대한민국산업디자인 전람회」및 기타 관련전人I, 상설 

전시관 운영, 전시장 대。!

• 자료수집•관리 및 전파사업

디자인 및,포장분야의 전문또서, 자료를 소장한 도서관 

및 자료실 운영

•국제협력사업

국제산업디자인 단체협의회 (ICSID), 국제 시각디자인 

협의회(ICOGRADA) 세계포장기구(WPO), 아시아포 

장연맹(APF) 가입 및 회원 단체 활용

•관련단체 지원사업

디자인 및 포장 관련 단체활동 지원

• 포장자재 공급사업

국제开격의 골판지상자 공급을 위한 시범공장 운영

• 기타 정부의 위촉사업 및 승인사업

한국디자은포장세터
KOREA DESIGN & PACKAGING CENTER



자연 유기 시스템을 통한 디자인의 전개
바이오디자인의 성격과 그 접근 방법에 관한 연구

김 민수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원

I •머리말

자연은 자신이 살아 가는 환경과의 유기성을 

통해 존재하며, 그 존재 양식은 그 자신의 

생물학적 필연성에 의해 구성된다. 그것은 

種의 개체 보존을 위한 생물체 고유의 존재 

법칙인 것이다.

생물계의 일원으로서 인간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변화와 선택의 가능성을 높여온 

결과 오늘날과 같은 풍요한 문명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18세기 이후 과학과 

테크놀로지에 의해 자연과 인간 사이에 제2의 

인공적 자연을 만들어 냄으로써 점차 자신의 

이미지대로 유사한 자연을 만들어 내려는 

노력의 결과였다. 그에 따라 인간은 최초로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그 시점에서부터 인간은 

생물학적 존재로서 자연과의 관련성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바꾸어 말하면, 과학과 

테크놀로지를 통한 물질 문명의 덕분으로 

우리는 인류의 최대 과제, 즉 자연 앞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고 그 두려운 존재에 

대해 미래를 예측하고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강렬한 소망이 이제 드디어 이루어지려는 

시점에 우리는 서있는 것이다. 그와 더불어 

현재 우리 시대에 널리 만연된 서기 2000년에 

대한 전망은 중세 말기 이래의 인류의 모든 

염원이 완전히 실현되는 해가 되리라는 신화를 

심어 놓았다. 과연 서기 2000년대에 그와 같은 

멋진 신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을 

것인가? (핵전쟁이 그때까지도 인류를 

멸망시켜 버리지 않는다면… )

이와 비슷한 질문이 지난 1983년 10월 

밀라노(Milano)에서 개최된 ICSID총회에서도 

다음과 같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과거는，지구 우주선 

(spaceship earth)'이라 규정할 만큼 더욱 더 

통합되어 가고 있는 장소로서의 세계관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 전문화된 작업과 증가되고 있는 

재료의 유동성 사이에서 세계가 만들어 내고 

있는 제품과 인간과의 관계는 이러한 통합의 

양상으로 상호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견해가 아직도 이치에 맞는 것인지, 또한 

현재의 우리는 소수의 폐쇄된 영역으로 

분화되어 가고 있는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 .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세계의 이러한 

캐러번(caravan)은 과연 아직도 해볼만한 

놀음인가? •••(중략)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만들어 냈던 것은 이제껏 전체 인류 역사를 

통해 만들어 냈던 총량과 맞먹을 지경의 

급속한 물질적 팽창을 야기시켰다. 이와 같이 

양적으로 쏟아져 나온 얄팍한 제품들은 

부정적인 피드백(feedback)을 야기시켰을 

뿐이다. 과연 우리의 가치는 변화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새로운 물질 세계가 재발견될 

수 있을 것인가?”

ICSID 의 이같은 물음은 현재 의미심장하게 

야기되고 있는 어떤 動因들에 의해, 디자인의 

미래에 있어 과거와 같이 지구 전체를 

재구성하려는 데 목적을 둔 능동적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되지만은 않으리라는 우려에서 

표명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이렇듯 

확실히 보장된 듯한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를 

불확실한 미래로 이끌어 가고 있는 그 動因이란 아니며, 자연과의 전체적 관련성 속에서 찾아야

무엇인가?

자연계의 모든 것에 적용된 일반적 원칙이란 

그것이 다른 것들과 동떨어져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 현상과 물질은 항상 다른 

것들과 상호 연관되게 작용하는 전체로서의 

유기성을 갖는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심각히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전체로서의 

관계성이 무시되고 비인간화된 기능이라는 

불변의 인위적 환경 및 과학적 개념이라는 

추상적 범주에 배경을 둔 기술주의적 사유 

방식이 근시안적인 경제적 기준에 의해 

독자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술 

경제주의적 원칙에 의한, 자연 환경에 대한 

무차별 공격으로 에너지와 물질 자원에 

의존하고 있는 현 기술주의 체제는 역으로 

위협받기에 이르렀으며, 영국의 사회학자 

죠프리 비커스(Geoffrey Vickers)가 "변화의 

속도는 가속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변화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그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의 통제 능력은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②고한 바와 같이 새로운 

인위적 환경 속에서 인간의 정신과 사회성이 

존속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맹목적으로 적응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보다 극적인 현실은 과학과 

테크놀로지에 의해 생겨난 엄청난 환경 변화가 

진보라고 불리는 화려한 장막 뒤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험 신호를 통제하려는 노력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이 에너지 

고갈, 환경 오염으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 

가치관의 혼란, 인구 폭발, 또한 핵전쟁의 

위협적 공포 등과 같이 현재의 물질적 번영을 

성격화하는 다양한 위기들은 지구라는 폐쇄 

시스템 (closed system)내에서 이제까지의 

기술주의적 계 획 (technocratic planning)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리라는 가망을 사실상 

어둡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인위적 물질 문명의 

창출이라는 디자인의 대명제는 결코 

독자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할 것이다. 그에 대한 경시는 결국 유기적 

관련성을 더욱 약화시키고 와해시키는 데 

기여하는 보조 역할밖에 담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한다. 자연의 질서 속에서 

모든 생물은 무언가의 방법으로 다음 순간을 

예지하고, 그에 합당한 행동을 취한다. 한 

유기체가 그에 합당한 행동을 취할 수 없게 

되면 그 생물은 주위의 격심한 생물학적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사라져 버린다. 

이것은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칙으로서, 바꾸어 말하면 앞으로의 디자인의 

역할이 과거와 같이 맹목적인 낙관주의에 

헌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대한 

가능성과 자원의 절약적인 한계 내에서 

표준화된 인간 테크놀로지에 의해 억압당한 

다양한 가능성을 표출시키는 데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와 같은 가능성은 20억년이란 

긴 세월 동안 지구라는 광대한 실험실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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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가 처한 모든 문제의 실마리를 지니고 

있는 자연을 통해 에너지 경제성의 원리 및 

다양한 형태와 기능의 효율성에 입각한 

인간주의적 테크놀로지의 전환에 의해 디자인을 

전개시키는 과정에서 얻어질 것이다. 이 

관계성에서 디자인이 구축하는 인위적 환경 

세계는 자연과 인간과의 생태학적 보상 관계를 

통해 재균형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이때 . 

비로소 우리는 생존 가능한 인간화된 환경에서 

생활 환경의 질적 향상이라는 또 하나의 명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디자인의 미래가 

인류를 현재의 위기로 몰고 온 맹목적인 

진보(blind progress)，과정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앞을 내다 보는 진보 (seeing progress)' 

과정 속에 놓여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미래에 

있어 디자인의 성패는 오로지 현재 우리의 

균형 감각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재인식해야만 한다. 바이오디자인(Biodesign)은 

이러한 인식 과정에서 구성된 일종의 대안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현대 문명 속의 인간의 

상황을 검토해 봄으로써 오늘날 산업 사회 

속에서 디자인이 문제 삼아야 할 내용들을 

살펴보고, 다음으로는 생물 공학적 입장에서 

바이오닉 스(Bionics)와 사이 버네 틱 스(Cybernatics) 

등의 자연 연구 분야들이 지니는 기본 성격과 

디자인의 본질적 의미를 검토해 봄으로써 

바이오디자인의 개념화 작업을 시도해 

보았으며,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바이오디자인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적 문제를 

사례들을 통해 분류 소개함으로써 앞으로의 

디자인 활동에 유용하도록 그 가능성을 새로운 

방향에서 모색해 보았다.

H. 인간의 현상황

지구를 둘러싼 기체의 외피(대기권)와 고체 

표면(岩石圈 또는 水體表面) 사이에는 생물권 

(biosphere)이 있다. 생물권은 생물에 의해 덮인 

층이며, 이 생물계는 포도의 껍질과 같이 지구 

표면을 덮고 있다. 생물권의 안에는 생물 

부분의 사이에 끊임 없이 상호 작용이 일어나며 

이 상호 작용을 살펴보면 각 생물은 지구의 

필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요인들이 갖추어져 

있는 일정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안에서 

각 생물은 자기 제어 시스템, 즉 시스템 안의 

모든 생물 사이에 작용하는 여러 겹의 피드백 

효과가 뚜렷해진다. 이 시스템을 생태학③에서는 

생태계(ecosystem)라 부른다. 이 생태계는 상호 

의존적이며, 서로 관련된 많은 요소들의 상호 

작용은 전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모든 것은 시스템 내에서 조절되어 어떤 

종류의 전체적 질서의 계층 관계에 의해 

조정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계 내에서의

물질적 흐름은 끊임 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 

시스템 자체의 전체성은 언제나 유지되고 있는 

것이 이 생태계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명화된 오늘날의 인간만은 이미 그 

생태계의 일부분이길 거부해 오고 있으며 현 

문명의 주된 흐름은 인간과 자연 생태계와의 

그와 같은 순환적 균형 관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과거 3세기 이상이나 인류는 일련의 눈부신 

기술 진보에 의해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의 

외견상의 한계를 확장하는 괄목할만한 기록을 

세워 왔다. 대부분의 인류 사회에 있어서 

근대의 역사는 과학적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을 지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을 발견하고, 그 원리를 테크놀로지와 

결합시켜 이룩된 물질적 원리에 기초한 것이다. 

그와 같은 물질적 원리를 이어 받은 현대에 

있어 기술 혁신에 의해서,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변형시킴으로써 우리의 환경을 

언제까지나 변모하기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만연된 믿음을 가지게 된 저변에는 

문화 전체가 한정된 범주 내에서 생존하는 

것을 배우기 보다는 오히려 그 한계와 싸운다는 

원칙을 갖고 진보해 왔기 때문이다. 물론 그 

의식의 밑바닥에는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취약하다는 원인도 있지만, 인류와 그 활동의 

상대적인 크기에 비해 자연과 그 자원이 

무궁무진하게 거대해 보인 까닭에 이와 같은 

문화의 경향이 조장되어 왔던 것이다. 이 

문제는 부분적으로一오늘날 현대를 가르켜 

기술 전자 공학 사회 (technetronic society)④ 

• 과학 기술 혁명의 시대(scientic technological 

revolution) • 후기 산업 사회 (post industrial 

society)라 일컫는一현대 산업 사회의 계획에 

내포된 몇 가지 전제, 그 자체에 기인한다. 현 

시스템은 그 전제에 따라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다.

첫째, 현대 사회 시스템의 기술주의적 

계획은 그 자체가 산업 사회의 산물로서 

한계에 도달한 현 시대의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오늘날 산업 사회는 산업 

혁명 이후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통한 물질적 

복지의 극대화를 지향하는 체계인 것이다. 

따라서 최대의 효용과 최대 생산 방식에 의한 

경제적 발전은 기술주의 방식에 있어 최고의 

목표이며 과학 기술은 그 주된 수단인 것이다. 

즉, 기술주의적 계획은 경제 중심주의적 기본 

가정 위에 세워진 것이다.

둘째로, 기술주의적 계획은 산업 사회의 

현재 지향적 성격을 내포한다. 현 산업 사회에 

있어서의 계획은 가까운 장래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근시안적 계획은 자연 

환경에 대한 장기적 전망을 고려치 않으며, 

눈앞의 경제적 기준에 의한 계획은 자연에

대한 생태학적, 생물학적인 그리고 장기적인 

사회적 효과에 대해 아무런 고려를 하지 않고 

취급되며 적용되고 있다.

세째로, 기술주의적 계획은 무엇인가 한다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니까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관성적 성향을 내포하고 

있다.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면 비록 

인류 전체가 파멸해 버리더라도 그것을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 그 결과 아이로니컬하게도 

인류의 평화가 강대국의 핵무기 보유량에 

비례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다. 또한 달이나 

혹성에의 여행이 가능하면 비록 지구상에서의 

엄청난 에너지의 부대 비용이 소모되더라도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무엇인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니까 해야만 된다는 원리는 

한번 받아들이면 다른 모든 가치는 이 기술적 

윤리에 맞추어지고 마는 것이다.

그 결과 오늘날 산업 사회 특유의 양적인 

가치 추구와 현재 지향적 기술주의의 관성력은 

지구가 처한 환경적 변화를 무시한 채 

지속적인 진행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이 원리를 통해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기술적인 돌파에 

의해 자연의 한계를 무한히 극복해 나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갖고 

있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인간의 

활동과 자연의 한계 사이의 상대적 관계는 

현재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기하급수적인 

시스템의 성장으로 말미암아 매년 몇 백만의 

인간과 몇 수십억톤이나 되는 오염 물질이 

생태학적 시스템에 새로이 끼어 들고 있고 

무한하리라고 생각했던 쓸 수 있는 자원도 

이제 한계에 접어 들고 있다. 로마클럽 (Rome 

Club)의 연구보고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세계 인구, 공업화, 오염, 

식량 생산 및 자원의 사용에 대한 현재의 

성장률이 변하지 않고 계속되는 한 돌아오는 

100년 이내에 지구상의 성장은 극한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때 가장 일어나기 쉬움직한 

결말은 인구와 공업 생산력의 매우 갑작스런, 

제어 불가능한 감소이다.”⑤ 환경 의학 전문가 

르네 두보스(RenA Dubos)는 “환경의 위기 

대책은 최우선적으로 되어져야 한다. 현재의 

경향이 급속적으로 전환되지 않는 한 지구는 

인간 존재에 있어 적합한 장소로 되어지지 

않는다”⑥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한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현재 거의 배타적으로 

생태적, 생물학적 그리고 장기간에 걸친 사회적 

영향에 대해 아무런 고려도 없이 근시안적인 

기술 경제적 기준에서 양적으로만 확대되고 

있는 인간의 활동은 환경의 포용력과 전체적 

질서의 계층 관계를 무너뜨리고 급기야는 

생존의 문제로까지 발전된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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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오늘날의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로의 진행 과정은 인간 조직내에 자기 

제어 시스템이 장비되기도 전에 조직 한계를 

압도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고자 하는 시도의 또다른 

예인 것이다. 이점에 대해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 (AnoldJ. Toynbee)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현대 사회의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결정적 문제는 새로운 비인간적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느냐가 아니라 이 새로운 환경이 

인간 상호 작용에 초래한 영향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중략)… 인간의 

새로운 인공적 환경 속에서 인간의 사회성이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받을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대답이야 말로 인류의 미래에 

대한 결정적인 대답이 될 것이다. ”⑥ 흔히 

테크놀로지의 변화에 따른 사회 변화 과정은 

필연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으로 간주해 

버린다. 그런 식의 논리를 전개하는 데는 

인간이 무한한 순응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는 진정 

인간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할 수 

없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만일 인간에게 

무한한 순응성이 있다면 역사에 있어 혁명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문화 자체도 

인간을 그 양식에 저항심 없이 순응시켰을 

것이기 때문에 변동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인간은 다만 비교적 순응성이 있다고 할 

정도이지 사회 변화와 자기의 인간적 욕구와의 

사이의 불균형을 심하게 견뎌내기 힘들만큼 

만드는 조건에 대해서는 항상 반응하고 항의해 

왔던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물질화된 환경 

구조 속의 사회적 병리 현상은 인간이 무한히 

순응적인 존재가 아님을 보여주는 한 단면의 

예시적 표출인 것이다.

그러므로 장기적 안목에서 이러한 현상은 

환경을 위해서나 궁극적으로는 인간 자신에 

대해 모두가 위험한 상태이다. 이것은 이제껏 

진행 방향에 있어 전혀 예기치 않았던 

생태학적 자업 자득의 형태로 구체화된 것이며, 

이러한 생태학적 장애는 결과적으로 환경의 

대참사와 사회적 압박, 그로 인해 붕괴 현상을 

야기시킬 것이다. 현대 사회는 언제 어디에서 

그리고 어떤 형태의 힘으로 필연적인 자연의 

부머랭 (boomerag: 호주의 원주민들이 쓰던 

던지면 되돌아 오는 사냥도구)이 현 문명 

구조에 되돌아와 칠 것인지 그 절실한 위기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부머 랭이 되돌아 

오는 속도는 그것을 던진 인간의 힘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할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은 지구 자체의 

한계로 인해 앞으로의 계획이 전과 같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 또한 현재의 양적인 

확대가 계속되어 자원과 에너지의 고갈에 의해

공업 생산력이 급속히 감소한다는 사실이 

산업과 경제적 물질 환경에 기반을 둔 

디자인에 있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다. 그것은 주로 환경 

과학이나 생태학 등에서나 언급되어야 할 

성질로 책임을 회피해 버리는 경향에서 

비롯된다. 본지페(Gui Bonsiepe)가 말한 바와 

같이 미래가 낙관적이든 비낙관적이든 인간의 

환경은 이 순간에도 파괴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⑦ 따라서 이제까지 

디자인이 수행해 왔던 많은 역할 그 

자체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상태이며, 환경 

오염의 방지 수단 및 인간 환경의 생태학적 

특성의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할까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현재의 성장 

추세에 성실히 봉사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변경하고 장기에 걸쳐 지속 가능한 생태학적 

및 경제적인 안정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의미한다. 이 전반적인 균형 상태에서 

만이 디자인을 통해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물질적 필요를 만족시키는 것이 가능하며,모든 

사람이 개인적로서의 인간적인 능력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다. 따라서 

디자인은, 파파넼 (Victor Papanek)이 말한 바와 

같이 그것이 생태학석으로 책임을 갖고 있고 

사회적으로 반응하기 것이기 위해서는 진정한 

의미로서 혁명적이고 급진적(근본적)이어야 • 

한다•⑧그것은 자연의 '최소 노력의 법칙

(principle of least effort) \ 즉 최소의 발명으로 

최대의 다양성(minimum inventory for maximum 
diversity)' ⑨을, 혹은 최소로서 최대를 만든다는 

원칙에 이바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자연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존재적 수행 

능력을 연구함으로써만 가능하며, 이를 통해 

디자인이 구성하는 물리적 환경에 있어서의 

에너지 경제성과 인간의 본질적 필요성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되는 것이다.

in• 자연 유기 시스템을 통한 디자인의 전개

1• 바이오디자인의 개념적 성격

(1) 정의

현재까지 디자인의 측면에서 자연물이 

지니는 합리적 기본 원리를 통해 디자인을 

전개시키고자 한 시도는 바우하우스 이후 기초 

조형 과정의 한 방법으로서 부분적으로 이어져 

왔지만, 한 원리로서 또한 그 전개 과정에 

있어 어떠한 방법적 특색을 부여해 오지 

못했다. 그것은 이제껏 자연에 대한 연구 

과정이 서로 분산된 영역에서 진행되어 온 

사실에 주된 원인이 있다. 각기의 분야에만 

익숙한 전문가들一식물 학자•동물 학자

미생물 학자•계통 발생 학자 또는 구조 발생 

학자 등一과의 학제적 연결을 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따라 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만의 암호를 만들어 내는 일에 몰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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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스스로 만들어 낸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 

또다른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전문화가 더욱 

더 분화되어 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수직적으로 

세분화된 제분야의 통합을 통해 자연이 

의도하는 유기적 질서를 이루기 위해선 이 

시대의 마지막 전형적 모습이 될 교차된 

제학문의 임무는, 정확히 말해 학제적 

아이디어 (interdisplinary)의 움직임을 

증진시키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바이오디자인의 

개념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

바이오디자인이란 그 작업이 자연 유기 

시스템에 근거를 둔 디자인으로서 생물학적 

原形(biological prototype)들이 지니는 기본 

원리를 통해 인위적 환경에 의미 있는 유기적 

질서를 부여하려는 의식적 노력의 일면이다. 

바이오디자인은 자연으로부터의 유추를 통해 

인위적 시스템(man-made system)의 발전을 

기 하려는 생'물공학(biological engineering)의 

방법론적 접근(methodological approach)과 

자연과의 보상적 균형 관계를 통해 의미 있는 

유기적 질서를 부여하려는 디자인의 생태학적 

접근(ecological approach)을 그 개념적 모델로 

하고 있다. 앞의 표1은 그 관계를 보여 준다. 

(2)생물 공학의 성격

오늘날에 있어 살아 있는 생물 유기체(Hving 

organism)의 존재적 수행 능력을 성격화 

하려는 공학적 유추는 본잡한 정보 보관과 

상사형 또는 계수형 컴퓨터의 발달에서부터 

인위적 신경 구성 요소(amificial component 

neurons)에 의한 정보를 중계하는 장치까지의 

범위로 확대되고 있으며, 또한 유기체의 역학적 

구성 방법과 동작 기능에 대한 유추는 복잡한 

단계에까지 이르러 전자적, 전기화학적 그리고 

전기역학적 장치로까지 접근되어 오고 있다. 

이와 같이 생물 유기체를 통한 복잡한 인위적 

인간- 기계 시 스템 (man-machine system)을 

발전시키려는 데 목적을 둔 생물공학 

분야로서는 사이버네틱스(Cybernatics: 인공 

두뇌학)와 바이오닉스(Bionics)의 상호 연관된 

접근 방법을 들 수 있다.

사이버네틱스는 1%8년 미국 MIT의 수학 

교수 노버트 위너(Nobert Wienner)에 의해 

명명되면서 소개된 연구 분야로서, 영어로 

'키잡이 (helmsman)，를 뜻하는 그리스어 

'kybemetes'에서 그 용어를 빌어온 것에 

유래한다. 위너 자신이 정의하길 

“사이버네틱스란 생물체와 자체 적응(self- 

adapting), 자체 조절(self-regulating), 자체 

조직(self-organizing)이 가능한 기계 시스템 

양자에 공통된 제어 기능과 전달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분야이다”⑩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이버네틱스의 주요 과제는 정보의 

전달에서부터 수용(reception)에 이르기까지의 

정보 이론과 실행뿐만 아니라 생물체, 사회 

특성이 있다. 그 현상이란 생물 유기체라는 

대상에 대한 조절 작용성과 인위적 상사체의 

개발을 의미하며, 접근에 있어 시각의 

차이점이란 생물체의 수행 능력이 모델화되는 

데 있어 적용된 복잡성과 추상성의 차이에 

있다. 따라서 사이버네틱스는 생물체와 기계의 

보다 복잡한 작용을 성격화하는 데 적합한 

변형—수행 력 (performance-modification)과 자체 

교감하는 피드백 (self-communicating information- 

feedback)을 포함하는 프로세스상의 거대 

모델을 만드는 것 (the macro-modeling of the 

process)에 주안점을 두는 반면 바이오닉스는 

모방된 신경 네트웤(simulated nerve networks)과 

인공적 신경 세포 그리고 구성 요소의 기능을 

이루는 미시적 모델을 만드는 것加 micro- 

modeling of component function) 또는 이러한 

기본적 구성 요소들로부터 나타나는 

프로세스를 통해 보다 복잡한 기능적 상사체를 

구성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⑯ 

즉, 사이버네틱스적 방법이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구성 요소를 추출하는 것이라면 

바이오닉스적 접근은 결정된 구성 요소의 

적절한 조합에 의해 기능을 재현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이오닉스와 

사이버네틱스는 자연 유기체에 대한 접근 

방식에 있어 프로세스적 의미에서 결정지워진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디자인의 

성격을 프로세적 의미에서 살펴봄으로써 

바이오디자인의 성격을 보다 분명히 

제시하고자 한다.

( 3)바이오디자인의 성격

바이오디자인을 성격화하는 데 있어 먼저 

디자인의 프로세스적 정의(즉, 디자인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면 그것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부류에서 정의되고 있다.

1 )논리적 범주의 예

— 하나의 목적 지향적인 문제 해결 활동 

(Archer, L. Bruce)®

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롭고 유용한 

것을 끄집어 내기 위한 창조적 활동 

(Reswick,J.B.)® 

2)관리적 측면의 예

— 의미있는 질서를 부여하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 (Papanek, Victor) ⑲

— 특별한 일련의 상황에서 진정한 필요성의 

핵심에 도달하기 위한 적절한 해결 방법 

(Matchett,E)®

— 실수로 인해 고도의 악효과를 가져올지도 

모를 불확실성에 대한 의사 결정(Asimov,M.产 

3)상징적 의미의 예

— 매우 복잡한 신념 활동의 수행。。nes, 
J. Christopher)®

조직 그리고 엔지니어링적 상황의 규칙적인 

과정과 제어에 있어서 정보의 끊임 없는 변동과 

유용 과정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사이버네틱스에 의해 생물체의 지각을 통한 

정보의 발산, 전달 그리고 수용 과정이 

밝혀졌고, 이로 인해 오늘날의 제어와자동화의 

응용에 결정적 역할을 한 도날드 마이클(Donald 

N.Michael)이 제창한 사이버네이션(Cybernation: 

인공 두뇌 공학)⑪을 탄생시킨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시간상으로 이에 뒤늦게 출현한 

바이오닉스는 1959년 미국의 라이트 페터슨 

센터 (Wright-Patterson Center)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으며, 공식적으로 표명된 것은 I960년 

미공군 과학자 잭 스틸 (Jack E.Steel) 소령에 

의해，생물학(Biology)+역학(Mechanics》을 

기본 전제로 바이오닉스라고 명명되었다. 어떤 

의미에서 바이오닉스 연구는 역사적으로 볼 때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인간은 기나긴 역사를 

통해 이미 자연을 관찰하여 어떤 인공물의 

구조나 역학적 현상에 이를 도입하고 확대해 

보려는 시도를 끊임 없이 해왔던 것이다. 잭 

스틸(Jack E. Steel) 자신은 바이오닉스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바이오닉스는 

자연계에 입각한 과학 또는 자연계 시스템의 

특별한 성격을 추출해 내는 시스템의 과학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후자에 더 가까운 

개념이다•”⑫ 그 후 프랑스 파리의 톰슨 

휴스톤사(Thomson-Houston Co.)의 루시 엥 

제라딩 (Lucien G^radin)의 정의는 보다 사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바이오닉스란 기술적인 

문제 해결에 있어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생물계(living system)의 지식을 적용하는 

테크놀로지이다”⑬라고 했으며 이와 더불어 

러시아의 엔지니어 이고르 미로노빅 미로노브 

(Igor Mironovic Mironov)는 "바이오닉스란 

생물 유기체의 신비를 통찰하기 위해 과학이 

쏟을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결합하기 위한 

새로운 과학으로서 그리스 어원에서 '생명 

(life)，을 의미하는 句。n，에서 유래한 것”⑭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또다른 정의로서 

빅터 파파넼의 정의를 들 수 있는데, 

바이오닉스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말해 주고 

있다. “바이오닉스란 인위적 합성 시스템(man- 

made synthetic systems)의 디자인을 위해 

생물학적인 원형들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⑮ 

이와 같은 정의들을 살펴보면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정의에 있어 일치하는 것은 

바이오닉스의 성격이 자연 유기체로부터의 

유추(analogy)라는 관점에 일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질적으로 사이버네틱스의 초점과 

바이오닉스의 그것은 서로 다른 시각에서 

동일한 현상으로 수렴한다는 데 그 이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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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다양한 디자인의 정의는 디자인 

행위 자체가 사고하는 정신적 과정인 동시에 

실체를 통해 표출되는 관념의 전환 과정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디자인이 현재를 

재구성하고 더욱 이상적인 미래를 위해 

계획하고자 하는 의도적 과정에서 출발되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디자인 행위 자체가 

이상적인 미래를 위해 계획하는 과정이라 할 

때 우리는 현재의 변화 과정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디자인은 대부분이 테크놀로지의 

변화 과정을 내포하며, 이러한 변화는 

직접적으로 사회적 변화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이 테크놀로지와 사회 

사이의 직접적 연관 관계는 다시 디자인이 

발생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피드백 현상을 보여 

준다. 오늘날 디자인의 질적인 가치를 논할 때 

흔히 대부분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변화 과정이 얼마나 풍부히 

디자인 속에 반영되고 성취되었는가 하는 데 

주목한다는 사실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결과가 흔히 

무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앞의 II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흔히 테크놀로지의 변화로 인한 

사회 변화 과정은 필연적으로 받아 들여져야 

할 것으로 간주해 버리는 경향에서 비롯된 

것이다. 만일 디자인이 기술적 진보 과정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체제 속의 

인간적 요인은 수학적 통계상의 한 요소로서, 

또한 생활 수준의 질적 향상이란 개념은 

경제적 관점에서 취급되어 버리기 때문에 

상승하는 생산과 그 결과로서 소비 패턴이 

중요시되게 마련이다. 그것은 인간을 소비인 

(Homo Consumens),㉓ 즉 보다 많이 갖고 보다 

많이 쓰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전적인 

소비자로 바꾸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소비인으로서 인간은 더욱 더 많은 것을 

바라는, 소비할 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 디자인이 진정 그러한 가치에 우선 할 

때 디자이너란 밴스 패커드(Vance Packard)가 

말한 바 같이 '소비성향을 유도하는 사람들(The 

Wastemakers)'임에 틀림없다.

테크놀로지란 단지 시간 과정에 편승된 

독자적 진행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그 

자체에는 제어할 윤리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디자인은 현재의 변화 과정을 제어하고 인간적 

차원에서 조절하려는 윤리를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디자인에 대한 

사고, 즉 왜 디자인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은 생활을 아름답고 편리하게 영위하기 

위해 디자인한다라는 과거의 단순한 차원 

이상의 해답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f 디자인이 

테크놀로지의 다이내즘(dynamism)을 관리하고 

제어를 위한 주의를 기울이려는 노력도 없이 

무작정 맹목적으로 그것을 수용한다는 것은, 

앞에서 애시모프(Asimov)가 한 정의와도 같이, 

'실수로 인해 고도의 악효과를 가져올지도 모를 

불확실한 의사 결정'을 제어할 윤리도 없는 

기술주의적 계획에 모든 것을 맡겨 버리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지구 전체 시스템과의 생태학적 균형이 

파경에 이른 현대 산업 시스템의 진행 방식에 

수동적으로 편승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다.

여기서 디자인의 문제를 거듭해서 

기술주의적 해결 방식과 결부시켜 논하는 

이유는 오늘날의 현실적 조건이 한계에 처해 

있다는 데 대한 반론인으로서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개발하면 모든 것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가장 위험하고 또한 

일반적인 기술적 낙관주의가 다수의 

디자이너의 생각 속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테크놀로지는 문제의 징조를 해결할 수는 

있지만 본질적인 원인에는 작용할 수 없는 

것이다. 모든 물체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테크놀로지를 선봉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一위험한 시스템에 있어서의 인간 존재의 

생존과 현실적 위기에 있어서의 대처에서 

회피하는 해결책으로서 유효한 행동을 취하는 

것을 방해하는 결과가 되어 버린다. 분명한 

것은 결코 테크놀로지 자체를 헛된 

것이라든지, 불필요한 것, 나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또한 

과학 기술 그 자체가 현재의 환경 파괴의 

원인이 아님은 확실하다. 중국인들은 화약을 

발명했지만 수 세기 동안은 이것을 

불꽃놀이하는 데 밖에는 쓰지 않았다. 따라서 

과학 기술을 올바르게 이용만 한다면 또한 

그것들이 의도적인 제어와 조합으로 

채용된다면 인류 사회의 장래에 있어 지극히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므로 디자인에 있어 현재 변화되고 있는 

산업 사회 특유의 기술적 진보를 인간주의적 

계획으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다음과 같은 생태학적 윤리가 디자인 

과정에 전제되어야만 한다.

1)그 기술 진보를 받아들이면 사회적 

(정신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발생할 것인가?

2)그 기술 진보를 채택, 적용하는 데는 

어떠한 생태학적 환경 변화가 필요하며 또 그 

변화가 일어나기 까지는 얼마나 걸릴 

것인가?

3)그 기술 진보로 인한 인위적 폐기에 의해 

야기될 인접 효과는 무엇이며, 그 다음에 

나타날 부대 효과는 무엇인가?

우리들 내부에 그같은 제어 능력이 균형 

감각 속에 확실히 존재할 때만이 디자인의 

의식적인 노력은 진정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즉, 파파넼이 관리적 의미에서 

정의한 의미있는 질서를 부여하기 위한 의식 

적인 노력이란 현재의 문제를 인식하고 보다 

인간화된 사회 속에서 인간의 정신이 살아 

숨쉴 수 있는 방향으로 향하도록 유기적 

질서를 취할려는 경향이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질서란 모든 자연 유기체가 

전체 생태계내에서 조화를 이루듯이 인간과 

자연과의, 또한 인간과 디자인과의 순리적 

조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바꾸어 말하자면 

인간의 사회성과 인위적 물질 환경과의 혹은 

테크놀로지의 급속한 변화 과정과 생태학적 

환경 사이의 균형 상태를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연을 이해하고 보다 깊은 

관찰을 통해 합목적성이 존재하는 인위적 

실체(artifact)로 접근해 간다는 것은 

자연계내의 유기체들이 지니는 질서를 통해 

'의미 있는 유기적 질서'를 부여하는 과정인 

것이다. 여기에서 의미 있다는 것은 인위적 

실체로의 접근 과정이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전용됨을 뜻하는 것으로 이는 자연을 단순히 

모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설명한 생물 공학 분야의 

목적이 자연의 기본 원리를 연구하여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에 그 원리와 과정을 밝히고자 

하는 추출 과정이라면 바이오 디자인은 

그러한 방법론적 접근을 통해 인간 환경이 

자연과 균형 관계를 통해 생태학적으로 

바람직한 유기적 질서를 갖도록 재구성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2. 현재의 경향

인간이 자연이 지니고 있는 이상적인 구성 

방식을 통해 환경을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계속되어 

온 과정이며, 자연물의 존재적 

수행력이야말로 생물학적 성격상 취약한 

인간에게는 언제나 동경의 대상이었다. 그 

구조와 매카니즘을 통해 움직이는 모델 

(working model)을 만들어 보려는 노력은 

그리스 신화의 이카루스(Icarus: 하늘로 날기 

위해 밀납으로 된 날개를 붙이고 날았으나 

태양에 너무 접근해 밀납이 녹아 바다에 

떨어져 죽은 신화속의 인물)를 시작으로 

인간의 자연 연구가 출발되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그 같은 사고가 가장 

만연했던 시대는 르네상스기였다. 그 시대는 

확실히 예술적인 기반과 과학적 사고의 

문호가 가장 개방된 시기였다. 이때 이미 

표면 측정 과학 기구, 자동 추진되는 

매카니즘(자동 장치), 육중한 물체를 들어 

올리는 견인 장치, 중량과 칫수를 측정하는 

도구, 렌즈와 거울, 수로 등 그 때까지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수단들이 연구되었다. 

비잔티움｛Byzantium)의 영웅인 다마스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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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ascus)의 아폴로도로스(Appollodorus)의 

계획과 무엇보다도 빌라드 호네커트(Villard 

de Honnecourt) 가 보여준 기계 독수리의 

스케치(fig.l) 모두 의미심장한 것이며, 

비제바노(Guido da Vigevano)가 1328년에 

구상한 양가죽에 공기를 불어 넣은 배(电2) 
등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와 더불어 

수력에 의한 자동톱, 수동 방적기, 부교 또는 

동교, 자동 물레방아, 아르키메데스 스크류, 

잠수복, 모빌 기중기, 수력 풀무, 비행기, 

잠수함, 수압 터빈 등과 같은 모든 구상들은 

르네상스 시대가 자연으로부터 추출될 수 

있는 응용 과학의 가능성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J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a Vinci)의 

수많은 구상은 결코 특수한 경우가 아니다. 

그의 수상 구명 벨트를 위한 스케치 그리고 

페달로 동력을 전달시켜 움직이는 글라이더의 

착상에서 바이오닉스와 같은 응용 과학의 

문제를 자연 저 너머에 숨겨져 있는 복잡한 

미스테리를 규명하고자 했던 시대에 있어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다.

자연이 지니는 유기체 고유의 형태학적 

구성은 인위적 물체의 디자인을 위해 자연의 

구조를 규명하고자 하는 관심과 더불어 

영감을 주는 주된 근원이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식물과 광물 구조체의 형태들은 

사실상 건조 분야(construction field) 에서 세포 

구조와 형태에 대해 연구하려는 데 참고될 

만한 영역들로 간주되어 왔다. 건축가 

버크민스터 풀러(Buckminster Fuller)는 자연 

구조를 관찰하여 측지학적 돌(geodesic dome) 

형태의 새로운 구조체의 시도를 했으며 자연 

구조체가 일반적으로 60°의 최소 수단에 의해 

고도의 저항력을 얻어 내고 있는 사실을 

관찰했다. 영국의 다르시 웬트워드 톰슨경의 

자연의 기하학적이고 수학적인 모델 추출에 

대한 연구는 성장과 형태에 있어서 형태의 

형성과 변경은 유기체 내부의 성장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를 설명하기 

위해 기하학적이고 수학적인 모델을 취하고 

있다(fig.3,4ab,c)・ 그의 연구 방법은 자연의 

수학적이고 물리적 양상으로부터 출발하여 

생물학적 과정 (biological process)을 분석, 

체계화시킴으로써 자연 전반에 걸쳐 구성적 

기본 원리를 설명하려는시도를 위한 것이다•㉕

l. <fig.1> 기계 독수리의 스케치

2. <fig.2> 비제바노의 양가죽배 스케치

3. <fig.3> 앵무 조개의 와선형적 단면 모습

4. <fig.4a> 사각 그리드(gnd)에 일치하는 점으로부터 

추출된 기하학적 와선형은 앵무 조개의 단면의 와선형과 

거의 일치되고 있다.

5. 〈fig 4b〉벌의 봉방과 같은 육각형의 시스템 속에서도 

역시 같은 기하학적 와선형이 추출된다.

6,<fig.4c> 앵무 조개의 단면에서 추출된 와선형의 

비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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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자연 연구를 통한 

디자인의 전개 과정은 몇 가지의 부류에서 

특색 있는 작업이 진행중에 있는데, 그 한 

경우는 독일 스투트가르트 대학(Stuttgart 

University)의 프라이 오토(Frei Otto) 가 

주관하는 경 량 구조체 연구소(IL : the Institute 

for Lightweight Structures)에서 수행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프라이 오토의 경량 

구조체 연구소는 자연의 생물학적 원형을 

건축 구조체적인 입장에서 하나의 건조물로 

파악하는 입장에서 구조 그 자체를 자연계의 

건조물의 구성요소로 고찰하고 있다. IL의 

기본 성격은 프라이 오토 자신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작업한 것 중의 

일부는 건축가와 엔지니어들에게 유용한 

구조와 방법에 대한 문제에 결과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사용에 있어서의 문제는 

자연과의 조화뿐만 아니라, 기능과의 

조화에서도 존재할 것이다. 이것은 자연과 

환경에 최소한의 짐을 부과시키고 가장 적은 

변화를 수반하는 유기적 건조물을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二㉖IL의 인위적 건조 구조체 

연구는 자연 건조물에 대해 현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견지에서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①계획의 통합된 구성 요소로서의 자체 

개발된 형태 발전 과정.

②재료의 사용 및 총체적인 에너지와 

적응성에 따라 자연과 환경의 간섭을 줄이기 

위한 구조의 최고 활용.

다음의 또 하나의 사례는 이탈리아 

밀라노의 'Istitufo Europeo di Design'의 자연 

구조체 연구 센터 (CRNS : Centre of Research 

into Natural Structure)에서 취해진 실험적 

연구 과정으로서, 자연물의 구조와 형태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기본 원리로 발전시켜 

새로운 디자인의 가능성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을 갖고 있다. 따라서 CRNS의 

기본적 접근 방법은 바이오디자인의 전개 

과정에 있어 풍부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본 센터를 지도하고 있는 까르멜로 바르톨로 

(Carmelo di Bartolo)는 CRNS 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CRNS의 주 

목적은 디자인의 측면에서 바이오닉스를 

연구하는 데 있다. 여기서 말하는 

바이오닉스는 기타 신경 생리학 

(neurophysiology) 등에 응용된 바이오닉스의 

분파와는 구별된다. 그 과정은 기가 막힌 

해결책을 산출해 내거나 멋진 결과를 보장 

받기 위해 마련된 것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형태와 물질과 기능 사이의 상호 연결이라는 

관점에서 자연물을 이해하려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러한 이해로부터 실제적인 응용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二㉗그렇기 때문에 

CRNS의 연구적 가치는 그 실험적 성격에 상중 :〈fig.5a,b〉뼈조직을 연구해 적용된 경량 구조체 하 : <fig.6> Frei Otto가 계획한 気力学的 구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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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Fig. 7〉사슴벌레 암컷

중하 : Sg. 9,10〉가시 식물에 대한 연구

<Fig.8> 추출된 원통형의 조인트와 볼륨감에 대한 

여러가지 연구(울름 조형 대학)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그 결과 창의적 연구가 

풍부하게 진행되고 있다您14)・

스투트가르트 대학의 경량 구조체 연구소 

(IL)의 연구가 자연물을 건조 구조체적인 

관점에서, 주로 건축적 입장에서의 적용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반면 CRNS에서의 

연구는 보다 다각적인 측면에서 실험성에 

의미를 둔 자연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이 

양 연구소의 차이라 할 수 있다.

울름 조형 대학(Ulm Hochschule fur 

Gestakung) 에서 다루어진 다음의 사례는 그 

전신인 바우하우스의 이념적 성격을 이어 

받아 기초 과정의 성격을 강화하려는 

입장에서 적용된 성격을 보여 준다. 3・7 에 

제시된 연구 모델은 사슴벌레(stag-beetle)의 

구조적 특성에서 추출된 원통형 요소로 

형성된 막질(membranes)에 의해 고형화된 

요소 의 모빌리티(mobility)를 나타낸 

것이고 fig.8은 그 볼륨감을 추상화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또한 젬프(W・Zemp)라는 

학생에 의해 행해진 연구는 그의 논문 

，가시 식물(a thorny plant)'에서 스케치를 

통해 기하학적 추상 모델과 표면의 변화를 

보여준다(地・9)・ 또다른 모델인 기하학적 

나선형의 물체는 목화꼬투리에 대한 연구에서 

유래한 것이며(电10), 电11의 모델은 

나뭇잎의 곡률(curvation) 연구에서 추출된

것이다.

바우하우스 때부터 죠셉 알버스(Josef • 

Albers)와 모홀리 나기(Moholy Nagy)는 기초 

교육 과정을 통해 자연과 디자인의 관계를 

중요하게 다루었는데, 그 중 죠셉 알버스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연을 연구시켜 조형의 

기본 요소와 방법을 경제성의 원리를 통해 

터득케 하는 구성적 사고방법을 적용했다. 

이는 모홀리 나기에 있어서도 일치하는 

것으로 모홀리 나기는 조형 원리란 물리학의 

법칙을 빌려온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는 곧 

자연의 법칙이며 자연의 형태는 최소 저항의 

법칙, 공정 절약 등 이른바 경제적 법칙을 

의미하기 때문에 알버스의 구성적 사고와 

근본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알버스의 

구성적 사고 방법과 나기의 경제성의 원리는 

자연의 관찰을 통해 질서와 근본 원리를 

추출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적용하자는 

입장으로서 오늘날까지도 대표적인 기초 

과정으로 울름 조형 대학에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IV. 바이오디자인의 접근 방법

바이오디자인은 성격상 그 접근 과정에 

있어 교차된 제학문 사이에 전적인 상호 

연관적 기능을 통해 전개된다. 일차적으로는 

일반 생물학적 입장에서의 제학문 분야 

(동물학・ 식 물학・ 미 생 물학・ 세 포학・ 곤충학 

등)와 형태학, 구조 발생학 등과 같은 특수 

분야와의 관계성을 들 수 있고, 방법적 

측면에서 유효한 사이버네틱스, 바이오닉스 

등과 같은 생물 공학 분야와의 유기적 

관련성을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이 

바이오디자인은 제학문 요소들과 상호 

관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물에 대한 

접근 방식이 유효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 성격에 적합한 일련의 

프로세스를 형성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순수 과학적 측면에서의 

프로세스는 한 특정한 과학적 사실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실로 구체화되는 데 

있어 필요한 증명 과정을 수반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의 단계를 거쳐 

수행되어진다. 우선 1단계로 데이터(data)나 

특정 현상을 관찰(observation)하고, 제2 

단계에서 관찰에 의한 가설(hypothesis)이 

세워진다. 일단 가설이 세워지면 데이터에 

따라 예측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제3 

단계로는 가설을 시험하는 실험(experiment)을 

통해 그를 확인해 봄으로써 과학적 사실은 

증명(certification)되는 것이다. 실험을 통해 

예측의 진실성이 증명되면 가설은 옳은 것이 

된다9 이를 다시 정리하면 순수 과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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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는 '관찰一가설一실험 一증명의 

과정을 거쳐 과학적 사실을 밝혀내는 것이다 

아직까지 바이오닉스와 같은 응용 학문의 

프로세스는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지는 

않지만 앞에서 살펴 보았 듯이, 바이오닉스의 

여러 가지 정의를 통해 살펴볼 때 

바이오닉스나 사이버네틱스 등은 자연물에 

대한 유추라는 성격에 있어 서로 일치햠을 

알 수 있다. 즉, 바이오닉스의 프로세스의 

경우 자연에 대한 관찰을 통해 인위적 

상사체로의 유추 과정이 중요시되는 것이다. 

따라서 바이오닉스와 같은 생물 공학의 

프로세스는 '관찰一유추一합성'의 과정을 

통해 전개됨을 알 수 있다.

바이오디자인 역시 선행 단계로서 관찰과 

유추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 있어서 

바이오닉스와 같지만 디자인 프로세스가 단지 

유추로 인한 합성 과정만으로 만족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자연을 이해하고 보다 

깊은 관찰을 통해 합목적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여기서 말하는 

합목적성이란 物 자체가 지니는 복합 

기능으로서의 합목적성을 뜻하는 것으로 

윤리적 측면까지도 포함된 포괄적 개념이다). 

또한 합목적성이 존재하는 인위적 실체로서의 

접근 과정은 의미 있는 유기적 질서를 

부여하는 과정이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자연 유기체에 대한 유추와 적용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바이오디자인의 프로세스는 현재 일반적으로 

집약된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는 디자인 

과정이 포함되는데, 이는 페이지(Page)가 

제시한 분석, 종합, 평가의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바이오디자인은 다음과 같이 5단계의 

실험적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즉, 관찰一유주一분석一종합一평가가 

그것이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자연 유기체에 대한 

디자인의 접근 방법은 한 체계적인 원리로서 

특별한 방법론적 특색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그 대상을 다루는 과정에서 

다분히 개인의 감성적 기준에 의해 

무작위적인 진행 방식이 취해져 온 데에 그 

원인이 있다. 물론 디자인 과정에 있어선 

경험적 측면에서 자신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비약 과정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자연 

유기체가 지니는 기본 원리를 디자인 

과정으로 유주, 전환시키는 데는 주어진 

성격과 그 대상에 따라 특별한 접근 방법을 

필요로 한다. 즉, 그것은 체계적인 

방법으로의 진행을 요하는 것이다. 만약 

그러한 접근 방법이 체계적으로 취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자연물을 모방 또는 

조합시키는 피상적 성질의 것이 되는 것이다.

INDUCTIVE APPROACH DEDUCTIVE APPROACH

따라서 바이오디자인은 다음에 설명할 

3가지의 방법을 설정하고 있는데, 우선 그 

접근 방법이 앞서 언급한 바이오디자인의 

프로세스와 구별되는 점은 바이오디자인의 

프로세스가 자연물을 통해 디자인을 

전개시키는 데 있어 적용되는 일련의 적절한 

단계인 반면 그 접근 방법은 그러한 단계를 

수행하는 데 있어 사용되어지는 적절한 

기술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데 있다. 즉, 

바이오디자인의 접근 방법은 프로세스상에서 

수행되어야 할 일을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바이오디자인의 프로세스는 디자인을 완성할 

때까지 시간적 흐름에 따라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의미하며, 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이 바로 바이오디자인의 접근 

방법인 것이다g

본 연구에서 설정하고 있는 그 접근 

방법들은 각기의 방법들이 상호 보완적이며, 

최종적인 결과를 위해 어떤 상황에서는 

모두가 동원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방법적 

특색을 갖는다. 그것은 전적으로 교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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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④제학문 사이의 상호 연관적 기능을 통해 

자연물로부터 모든 가능한 정보를 얻기 위해, 

또한 그 정보를 다시 조직하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총동원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 접근 방법들이란 귀납적 방법 

(inductive approach), 연역적 방법(deductive 

approach), 그리고 외전적 방법(abductive 

approach)을 말하는 것으로 다음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1. 귀납적 방법

귀납적 방법은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여기서 잠시 귀납적이라는 

의미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부분적인 

것에서 전체적인 것을, 또는 특수한 것에서 

일반적인 것을, 개별적인 것에서 우주적인 

것을 추리해 내는 과정, 행위 또는 실례, 

결과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위의 정의를 

통해 귀납적 접근 방법을 정의하자면, 자연 

유기체가 지니는 특수한 존재적 구성 

방식으로부터 일반적 원리를 추출하여 인간과

1 .〈표2〉연역적 접근 방법과 귀납적 접근 방법의 개념

2. <fig.11> 표면 변화에 대한 추상화 모델

3. <fig.12> 나비의 날개

4. <fig.13> 유인 글라이더의 착륙 모습

5. <fig.14a> 불가사리에 대한 연구

<fig.14b,c> 불가사리의 기하학적 분석

<fig.14d> 표면 조직의 배열에서 얻어진 최소 단위의 

기하학적 안정성에 대한 모델

<fig.14e> 기본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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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figJ5a〉푸른 잠자리의 날개가 지니는 비례에 대한 

분석(김 민수, 푸른 잠자리의 구성 원리와 구조적 특성에 

대한 연구, 1984) *

2개의 원의 중심 B와 (?를 밑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의 

정점 H와 H'는 중심선상에서 BC'의 중점이 된다. 이를 

다시 0B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만들면 정삼각형 

BC'H를 이등분하는 선분 H0와의 卫점 F가 된다. 

따라서 B0를 한 변으로 하는 정방형 BOFK를 구하고 

대각선 K0( 2)를 연결해 호 KD를 그으면 중심선에 

대한 원의 교점 D는 2거형(1:1.414)을 이루는 卫점이 

된다. 교점 G의 수직 방향으로 교점 J를 구하고 같은 

방법으로 대각선 J。를 따라 호 JH를 그으면 정삼각형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실체로 전개시키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 

원리란 생물학적 원형(biological prototype)o] 

지니고 있는 특수한 성격에서 추출될 수 있는 

형태 • 구조 • 기능 등의 예시적 표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을 추출한다는 것은 

일종의 디자인 행위를 진행시키기 위한 선택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자연물의 

유기적 속성 자체가 서로 동떨어진, 분리된 

성격으로 구체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자연물은 不定形(amorphous)이거나 

어떤 무작위적인 경향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조절되고 질서를 가진 형태와 

구조의 패턴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㉚ 

형태적인一구조적인一기능적인 관점에서 

자연물의 일반적 원리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은 새로운 디자인 패턴을 정의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 된다. 따라서 접근 과정에 

있어, 관찰을 통한 리서어치 단계는 다음의 

원리와 질서를 파악하는 데 있어 선행되어야 

할 생물학적 특성 등과 같은 제반 성격을 

분명히 해주며 이를 통해 원리와 질서를 

추출하면 이는 분석 방법의 성격에 따라 다음 

단계로의 유추가 가능해 진다(표2).

귀납적 방법의 기본 성격은 생물학적 

원형이 지니고 있는 그 자체의 고유한 특성을 

성격화하고 전용(【ransformadon) 하고자 하는 

데 있다. 즉, 그것은 자연물의 생물학적 

속성이 변화되지 않으며, 추출된 구성 요소의 

특성이 고정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잠자리 또는 나비와 같은 곤충 날개의 

비행이라는 생물학적 특성이 이와 같은 비행 

목적을 위해 적용되는 경우이다(电12,13)・ 
앞에서 소개한 바 있는 암컷의 사슴벌레의 

몸체를 형성하고 있는 막질(membranes)의 

원통형 요소의 특성이 조인트의 결합 방법에 

적용된 예(地.7)도 이 방법에 의해 전개된 

경우이며, fig」4a,b,c와 같이 불가사리에 대한 

연구는 하나의 자연물이 어떻게 추상 

기하학적 성격으로 구체화되는가를 보여주는 

귀납적 전개 방법의 좋은 예이다. 地・15a는 

분석 과정에서 잠자리(푸른 잠자리)의 날개가 

지니는 비례의 원리가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어 있는가를 연구한 결과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 잠자리 날개의 앞쪽 가장자리

BC'H의 정점 H와 정확히 일치되는데, 이때 선분 

H0는 3거형이 된다. 즉 정삼각형 BC'H의 높이 

H。와 저변 BC'를 이능분한 길이의 비는 1 ： 30| 된다. 

이 3의 비율은 황금비 1 : 1.618에 근사한 값으로서 

C'근사 황금비'라 하기도 한다.

중 ：<fig.15b> 날개의 앞쪽 가장자리의 단면을 분석한 

결과 그것은 일종의 空涧구조체(h이low structure)를 

형성하고 있어서 공기 저항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하고 

있다. 단면은 외피를 형성하는 고형의 막질 부위와 내부 

조직으로 성장의 추이에 따라 고형화되는 연질 부위로 

구성되고 있다.

하〈표3〉외전적 접근 방법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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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ding edge)의 단면 분석은 날개가 지니는 

고유한 구조적 특성을 유주해 내기 위해 

분석되고 있는 과정을 보여준다＜fig・15a,b). 

이 방법은 바이오디자인의 기본 접근 

방법으로서 디자인 교육에 있어 효과적인 

방법이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무작위적인 

감성적 직관이나 우연적 디자인 행위에 의한 

결과 위주의 과정을 배제하고 자연의 원초적 

논리를 근거로 디자인의 문제를 풀어 나가는 

조직적 사고 방법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연역적 방법

연역적 방법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추리에 의한 결론의 추론, 특히 본질적으로 

전제로부터 결론을 추론하는 것, 또는 논리적 

연역에 의해 도달된 결론이라 되어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연역적 방법이란 일반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여기서 다시 특수 

원리를 이끌어 내는 추리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연역적 접근 방법이란 원칙적으로 귀납적 

접근 방법과 동일 목적으로 수렴되는 일종의 

피드백 방법으로 자연 유기체가 인위적 

실체로 디자인되는 데 있어 적용된 복잡성과 

추상성에 차이가 있다. 이것은 마치 

사이버네틱스의 연구 방법과 바이오닉스의 

상호 보완적 연구와도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즉, 사이버네틱스의 연구 방법이 기능이라는 

전제를 설정하고 자연물의 구성적 특성을 

추출하여 이와 유사한 생체 시스템으로의 

적용을 위한 것이라면 바이오닉스의 연구 

방법은 결정된 구성 요소의 적절한 조합에 

의해 기능을 재현하는 방법인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바이오디자인의 연역적 접근 방법은 

합목적성을 지닌 기능이라는 측면이 전제되어 

이에 적합한 생물 유기체의 존재적 수행 

능력을 추출하여 최종적으로는 귀납적 방법과 

같은 목적에 도달하는 프로세스적 접근 

방법을 뜻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적 적용을 위해선 자연물의 적응적 

유효성에 대한 검토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선 

귀납적 접근 방법을 통해 풍부한 경험적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여기서 뜻하는 

적응적 유효성이란 요구된 기능여기서 

기능이란 개념은 단순히 물리적 기능 그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 

개념에서 파파넼이 말한 미적인 것까지도 

포함되는 복합 기능, 또는 막스 빌의 

全機能적 의미를 말한다)과 유사한 존재적 

구성 방식 또는 동일한 구성력이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뜻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자연물은 유기적 공통성내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근본적 구성 원리^너지의 효율성, 

최소화의 경향, 유기적 조화 능력 등W 

있어선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개개체의 

유기체들은 생물학적 존재 수행 능력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화된 성격들을 유지하며, 

그로 인해 나타나는 양상이란 개체에 따라 

너무나 다양한 방식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요구되고 전제된 기능에 적용 가능한 

유효성이 연역적 방법에 있어선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성격적으로 귀납적 방법이나 연역적 방법 

모두 양자의 접근 방법 속에서 서로 보완적 

역할을 하는데, 말하자면 연역적 방법의 

피드백 과정이 바로 귀납적 방법인 것이다. 

이것은 바로 양자의 방법들이 서로 동떨어진 

접근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며, 보다 

심도 있고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두 방법들이 

함께 상호 작용함을 뜻한다. 연역적 방법 

역시 사물의 생물학적 속성이 변화되지 않고 

추출된 구성 요소의 특징이 고정된다는 점에 

있어 귀납적 접근 방법과 같다(표2 참조).

3. 外轉的 방법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귀납적 방법이나 

연역적 방법에서는 생물학적 원형이 지니는 

고유한 속성이 변화되지 않고 추출된 구성적 

특성이 종합적 양상으로 작용하는 반면 

외전적 방법에 있어선 그 구성적 고유 방식이 

외전적으로 전용된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외전적이란 의미는 유사한 부분을 분리 

시키는 것, 또는 동질의 한 상태로부터 

흡수해 끌어내는 등의 상태를 말한다.

말하자면 이 방법은 앞의 두 방법이 합해져 

진행되는 종합적 해결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꾸어 말하면 이 방법은 고도의 

추상적 사고 과정에 의한 비약 과정(jumping 

process)을 수반한다. 비약 과정은 귀납적 

방법과 연역적 방법이 서로 피드백을 

형성하며 체계화된 분석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돌발적이고 우연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수많은 분석 과정을 통해 정리되고 얻어진 

것이 합목적성의 실체로 비약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언급했듯이 유기체의 생물학적 

특성이 그대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외전적 

방향으로 전용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잠자리의 날개와 같은 곤충의 비행 목적을 

위한 생물적 특질이 비행을 위한 유사체를 

위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날개 자체의 경량 

구조체적인 성격과 주름 구조체적 성격이 

합성된 구조물이나 또다른 가능성으로 

외전되는 것을 말한다.

fig.16의 a〜h에서 보여지고 있는 왕뱀 

(python)의 턱뼈에 대한 연구는 이 방법의 

성격을 보다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즉, 

왕뱀의 턱뼈가 지니는 구조적 안전성이 

의자라는 인위적 실체로까지 접근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외전적 접근 방법은 앞의 두 

방법을 포함하여 통합된 양상으로 진행하게 

되므로 고도의 경험과 체계적인 추리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각 단계의 피드백 과정이 더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

V. 맺는말

18세기와 19세기의 산업주의에서 미래로 

계속되는 역사의 도정을 통해 현재의 정확한 

위치를 결정짓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선견지명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깨달은 것이지만 인간 활동의 

대부분이 짧은 증배기간을 두고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또 그런 활동들이 거대한 

규모에 이름으로써 놀라울 만큼 빠른 시기에 

현재의 사회 시스템은 그 한계에 접근해 

버린다는 것이다. 산업 사회로 발돋움을 하고 

있는 현재 우리의 단계로서는 다소 요원한 

우려인 것 같지만 우리의 현재 계획이 서구 

문명의 수용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고 또한 그 

같은 경로를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면 그리 먼 

장래의 이야기 만은 아닌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시간 개념은 과거와 같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아더 콤프턴(Arther Comptern) 의 다음과 

같은 글은 대단히 시사적이다.

“우리들의 현재의 생활은 조부모의 

시대와는'耳르다는 말이 있는데, 그 차이는 

조부모의 생활과 2,000년 전의 생활과의 

차이보다도 훨씬 크다. 최근의 과학적 진보의 

속도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시간의 스케줄을 

100만분의 1로 축소해 보자. 그러면 인간이 

처음으로 기묘한 모양의 돌을 도구나 무기로 

쓴 것은 1년 전의 일이 된다. 얼마 후에 

언어가 생겼다. 바로 지난 주에 누군가가 

돌을 깎아서 필요한 도구를 교묘하게 만드는 

기술을 발명했다. 그저께 인간은 상징적인 

문자로서 단순한 그림을 그리는 기능을 갖게 

되었다. 어제 문자가 발명되었다. 청동은 

가장 자주 쓰인 금속이었다. 어제 오후에 

그리스인은 빛나는 예술과 과학을 발달시키고 

있었다. 어제의 깊은 밤에 로마는 몰락하고 

문명 생활의 가치는 중세라는 몇 시간 동안의 

어둠 속에 갇혔다. 갈릴레오는 오늘 아침 8시 

15분에 낙체의 실험을 했다. 11시에 

패러데이의 전자기의 법칙이 발견되고 11시 

30분에 전신 - 전차 - 전등이 발명되었다. H시 

40분에는 렌트겐에 의해 X선이 발견되고 그 

바로 뒤에 라듐의 발견과 무선 전신의 발명이 

뒤따랐다. 겨우 15분 전에 자동차가 일반에 

의해 사용되게 되었다. 항공 우편의 개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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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c.de> 분석 과정들

5분이 지났을 뿐이다. 단파 라디오로 

전세계의 방송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은 불과 

1분쯤 전의 일이다:'(Cedric Santon Hicks, 

Man and Natural Resources, 1975)
이와 같이 시간의 스케줄을 100만분의 1로 

줄여보면 역사 전체의 입장에서 현재의 변화 

과정은 극히 짧은 시간의 주기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된다. 현대의 위기적 

양상은 그 짧은 시간 속에서 농축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영향력 또한 과거와 같이 

완만한 성격의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닥칠지 모를 상황에 

대처하려는 준비 자세가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바이오디자인은 이러한 관점에서 구성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대안적 

개념 (alternative) 이다. 하나의 개념만으로 

모든 위기의 양상에 대처한다는 것은 도그마 

(dogma)를 형성하는 일이며 또한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또다른 많은 대안들과 합해져 통합적인 

양상으로 구성될 때, 마치 많은 비누방울이 

모여 하나의 비누방울을 형성하듯이, 보다 큰 

힘이 될 것이다. 바이오디자인은 바로 그 

조직의 입자를 형성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르네 톰(Rene Thom)이 그의 변동 

이론(theory of catastrophe) 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 세상에 하나의 고정된 상태는 

없으며, 어떤 다른 가능성에 흡수될 수

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많은 자료를 아낌없이 

제공해 주신 명지실업전문대학의 민 경우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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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단

오디오 컴퓨터 시스템에 관하여

김 태호• 박 억철 제19회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 전경련 회장상 수상 작가

1. 오디오 컴퓨터 시스템의 개념 및 배경

일반적으로 오디오 시스템(Audio System)에 

대해서는 라디오 및 라디오 카세트 컴포넌트 

시스템(Component System) 등을 연상할 수 

있을 것이고 컴포넌트 시스템으로는 퍼스널 

컴퓨터•프린터(Printer)•모니터 등이 보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오디오 시스템은 우리 주위에서 항상 

접하고 있어 그에 대한 상식이나 이해를 

충분히 가지고 있고, 컴포넌트 시스템 또한 

최근의 집중적인 보급으로 그에 대한 조작의 

경험이나 매스컴 등을 통한 지식의 보급이 

충분히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제시하고자 하는 오디오 

컴퓨터 시스템은 오디오와 컴퓨터가 별도 

기능으로 조작되는 것이 아니라 두개의 

시스템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즉, 오디오의 기능이 컴퓨터 

시스템의 힘을 빌어 음의 합성과 정보에 대한 

디스플레이 및 데이터 수록이 가능하다는 

새로운 차원의 아이디어인 것이다. 일반 가정 

등에서도 소형 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간단한 데이터 수록과 같은 교육 목적으로 그 

사용 빈도가 날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일상 생활 기기인 오디오 시스템에 컴퓨터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기획적인 동기가 

여기에 편승하고자 함이었으며, 그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현실화시키는 데 그 개념이 

있었다.

• 오디오 컴퓨터 시스템의 도입 개념

(l)Music Synthesizer

⑵컴퓨터 시스템에 의한 레코더와 테이프 

라이브러리(Library)의 관리

(3)오디오 신호의 정보 처리 및 데이터의 수록 

⑷오디오 신호의 그래픽 디스플레이화로 영상 

정보 가능(모니터 화면의 시각화)

⑸음의 동적 개념 도입

이러한 컴퓨터 시스템에 의한 정보 처리 

시스템을 오디오에 통합시켜 

컴비네이션함으로써 단순 기능이 아닌 차원이

다른 시스템으로 전개시켜 나가고자 하였다. 

특히 오디오의 청각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감각적인 음의 세계를 시각적이며 동적이고 

조직적인 음의 세계로 이해하게 하고 데이터 

수록 등으로 새로운 미지의 사실을 깨닫게 

해줄 것이다.

이것은 첫째, 주계획된 오디오와 컴퓨터 

시스템의 통합에 의하여 오디오와 컴퓨터의 

서로간 정보 교환을 가능케 해줄 것이다. 

둘째, 오디오 기능이 필요치 않은 정보 처리 

기능의 활용시에 퍼스널 컴퓨터 및 모니터를 

통하여 일반적인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는 

다목적용이다. 세째, 현재까지 우리가 접하지 

못하였던 음의 그래픽 디스플레이 개념이다. 

즉, 음의 상태를 분석 조사하고 그에 대한 

데이터를 모니터 화면에 시각화한다는 

것이다.

2. 디자인 개념

오디오 컴퓨터의 기능 구성이 상당히 

복잡하고 서로가 주는 디자인 개념이 다른 

것이다. 제품 구성으로 볼 때

오디오 시스템 에 는 ①Time tuner, ② 

Amplifire,③ Cassette deck,(4)Graphic

Equlizer,⑤ Speaker,⑥ Remote Control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컴퓨터 시스템에는 

① Color Monitor, ® Main Computer,③ Key 

Board,(4)Data Printer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이러한 복합 기능에서 오는 형태의 

다양함을 조화시킨다는 것이 어려운 작업 

중의 하나이다. 디자인 개념 설정에 있어서는 

디자인의 통합이 제일 중요한 요소이었으며, 

디자인 통합을 위하여 엔지니어링 및 

메카니즘 측면의 기술 영역을 확인하고 

디자인의 개념으로 접근 가능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었다.

①디자인 개념의 정착

②엔지니어링 및 메카니즘의 도입

③ Compact Slim 한 개념

④디자인 통합

즉, 디자인과 기술의 적절한 조화와 

창조적인 디자인 아이디어에 의해 기술 

측면을 리드해 나가는 여건 조성으로 새로운 

시스템 디자인 통합이 가능한 것이다.

3. 디자인 방향 설정

일반적으로는 새롭게 기획되는 아이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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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구성

대해서는 디자인 어프로우치 단계에서 2가지 

측면에 봉착하게 되며 또 그에 대한 진통을 

겪게 되는 것이다. 그 첫째는 디자인을 우선 

기획하여 엔지니어링과 메카니즘에 따라 

디자인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형식인 것이다. 

어떠한 방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정설은 

없지만 디자인 설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현실 여건이나 사회적인 제요건을 무시한 

어떠한 접근 방법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 것이다. 여기서는 시스템의 특성을 

최대로 살려 디자인 측면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기술과 디자인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분명히 발췌하여 조직적으로 

클로즈一엎 시킬 수 있는 동기 부여에 

중점을 둔 것이다. 또한 디자인 초기 

단계에서 디자인 구성상의 효과적인 감각의 

도입과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 방향 설정을 

위해 디자인 통합을 철저하게 합리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기술 측면과 디자인의 유기적인 통합 

•현실성 및 합리성 추구

• 미래 기획적인 디자인 구축 

•사회적인 여건 반영

•디자인 통합에 대한 이미지 창출

4. 오디오 컴퓨터 시스템의 구성

⑴ 오디오 시스템

오디오 시스템의 기본 구성은 Time Tuner, 

Amplifier, Cassette Deck, Equlizer, Speaker, 

Remote Control 등으로 컴포넌트화하였고, 

이것은 컴퓨터 시스템과의 정보 처리 관계의 

최소 활용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①Time Tuner: 일반적인 오디오 시스템의 

튜너와 달리 튜너 자체 기술에 타이머를 

내장시켜 별도의 타이머 세트가 필요 없이 

튜너와 같이 기능이 복합되어 있다. 튜너의 

타이머로 전체 컴포넌트의 조작 시간 등을 

기억 자동 체크해 주고 타이머의 타임을 문자 

디지탈로 시각화한다. 디지탈의 그래픽 

시각화는 튜너의 작동시 FM・AM 의 주파수 

디스플레이도 가능하게 해준다.

• 타이머+튜너의 복합 기능 탑제

• 터치 방식의 디지트론(digitron) 기능의 

컨트롤

• 조작 상태의 디지탈 그래픽화

• FM/AM 방송국 선택 Preset

•Dimension : W37OXH5OXD238

②INTEGRATED AMPLIFIER : HI-FI 

synthesizer로서 고음의 출력 기능을 갖고 

있다. 부분적인 컴퓨터 컨트롤의 내장으로 

전체 시스템의 음량의 처리 및 조절 등의 

중추 역할을 한다. 작동시 필요한 기능은 

디지탈에 의해 자동 디스플레이 되며, 

그래픽으로 시각화되고 있다.

• 종합적 소스(source) 의 중추 역할

•touch operation system

• up-down 방식 버튼 채용 

•Dimension ： W37OXH52XD238 

③GRAPHIC EQUALIZER : 종래 

equalizer와는 달리 디지트론에 의해 EQ의 

조작 상태를 컬러 그래픽으로 

디스플레이되도록 되어 있다. 음감을 

감각적으로 조정 처리하는 기능과 필요 

음량을 데이터에 의해 자동 조정 가능토록 

되어 있다.

• AMP의 소스에 의한 음의 조정 및 체크

• 디지탈 디스플레이 그래픽 채용

• up-down 버튼 방식

•Dimension : W37OXH52XD238
④스테레오 카세트 데크 : 일렉트로닉 원 

터치 프론트 로딩 (electronic one touch front 

loading) 방식으로 리모트 컨트롤에 의해 

조작이 가능하다. 로직(log© 방식의 데크 

메카니즘으로 테이프의 플레이 상태가 프론트 

디지탈에 의해 자동 체크된다. 이 카세트 

데크는 컴퓨터 소스에 의해 테이프의 저장 

관리 등으로 정보 처리 역할이 가능하다.

•Electronic Logic Control Desk

•Front Loading System
• 테이프의 자동 편집

•Dimension : W 37OXH6OXD238

⑤FLAT SPEAKER SYSTEM : 종래 일반 

스피커의 개념을 벗어난 同軸型의 

스피커로서 우퍼(woofer) 가 평평하게 

처리되어 超薄型이 가능토록 되어 있다. 

스피커가 납작하므로 세워 두거나 특히 벽에 

부착토록 창안되어 스페이스 및 장식 효과를 

용이하게 하고 있다.

• 同軸型 스피커 시스템

•Woofer Voice 내측의 Tweetei설치

• Dimension : W32OXH32OX D67 
©INFRARED CONTROLLED 

COMMANDER : 오디오 시스템을 조작하는 

데 있어 거리를 두고 컨트롤이 가능하며, 

기능은 종래의 오디오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하였으나 기술의 발달로 복잡한 오디오 

기능도 비디오와 같이 리모트 컨트롤이 

가능하게 되었다. 컴퓨터 기능에도 부분적 

컨트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 시스템의 리모트 컨트롤 기능 탑제

• 조작상의 체크

•Dimension ： W290XH65X D30

기컴퓨터 시스템

①KEY BOARD : 일반 형식의 키보드에서 

MAX방식의 소프트웨어를 사용 가능토록 

메카니즘을 다변화하여 퍼스널 컴퓨터화 

시켰다. 소프트웨어는 상단에 도어 방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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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장착하도록 하였고 키는 터치 

오퍼레이션 방식으로 되어 있다.

• 한글 영문 겸용의 key pitch 14mm

•Rom Pack 내장으로 MSX 방식과 

소프트웨어 교환 가능

•Rom Cartridge Slot Door Open 방식 

•Dimension ： W3OOXH58XD213 

②COLOR PLOTTER PRINTER(Data， 

Printer): 컴퓨터 시스템에서 정보와 데이터에 

대한 분석 등을 기록에 의해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모니터에서 입력되어 

화면에서의 각종 데이터 및 컬러 그래픽 

사항을 기록 관리하는 것이며, 오디오 시스템 

음의 관리 및 작곡 등에 대한 데이터 작성도 

용이하다.

•Roll 및 Dot Printer 방식

• 인자 방식 - Roll Type X-Y 미otter 

•Dimension : W160XH85XD245 

③MAIN COMPUTER:오디오와 컴퓨터 

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운영하는 

데 중요한 기기이며 Rom Pact에서 1차 

수정된 신호에 대해서 그것을 분석하여 

모니터 화면에 그래픽으로 디스플레이해 주고 

Printer로 하여금 데이터의 저장 관리를 

용이하도록 명령해 주는 시스템이다. 즉, 

모든 데이터를 활자 혹은 컬러 그래픽으로 

시각화하여 전달해 주는 장치이며, 전체 

시스템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컴퓨터 기능 탑제

• 신호의 컬러 그래픽화

• 데이터 저장 관리

•Dimension : W 37OX H 50X D238 
©COLOR MONITOR: 일반 TV와 달리 

컴퓨터 전용의 컬러 모니터로서 리모트 

컨트롤이 가능하다. 백 캐비넷(Back 

Cabinet)에 스테레오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는데, 독립적으로 디스플레이할 때 음 

청취의 원활을 기하기 위함이다. 플로트(flat) 

CRT의 적용으로 화면의 시각 사이즈를 넓혀 

보다 많은 자료 수록과 그래픽 오퍼레이션 

시의 반사 요인, 즉 장애 요인을 제거하도록 

되어 있다.

• 스테레오 컬러 모니터

• High Contrast 14" Flat CRT

• 스테레오 스피커 및 리모트 컨트롤 

수신부내장

•Dimension ： W 344X H 300X D 350

5. 디자인 전개

디자인 컨셉트가 설정되었고, 그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 분석과 이미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통합하고 오디오 컴퓨터 시스템의 

서로간 특성이 다른 기기에 대한 형태

오디오컴퓨터 시스템 기획 개념

I— 사회적 혹은 일반이용자의 필요성-■PLANNING ANALYSIS 늬— 제품으로서의 가능성 추구

기본 IMAGE ■기술 ____________________ 「- ENGINEERING一기획여건

L_ mechanism 해결가능

1— ■기능 ---------------- 복합기능의 요소검토

I— ■ IMAGE 전개

■ CREATIVE DESIGN

■ MODEL

■ MOCK-UP 재료 성질

MODEL 제작

■ GRAPHIC 계획 : 문자체 및 C이or

구성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그에

디자인 방향 설정

AUDIO SYSTEM
1. DESIGN 방향 (CONCEPT) s-----------------------------------------------  .SLIM COMPACT

\ COMPUTER SYSTEM
'、----- 감각 기능, SIZE

2. DESIGN PO니C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SMOG 사용

■ 통일된 PANEL의 분할《二 DISITAL(Engineering)
弋、COLOR GRAPHIC 
\ REMOCON

3. COLOR PO니CY
AUDIO COMPUTER SYSTE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SILVER + SMOG COLOR
I GRAPHIC — DISITAL color Vcabinet 

■ 、、、PANEL COLOR 、KNOB

⑴오디오 시스템

따른 분석을 토대로 디자인 통합을 시도했다. 

⑴ 자료 분석

Compact Slim한 디자인 이미지에 따라 

엔지니어링 및 메카니즘의 기술 자료를 

분석하고 기능에 대한 배열과 합당한 

사이즈를 결정한다. 또 디자인 통합을 위해 

디지트론을 적용하고 그래픽 디스플레어로 

전체 이미지 통합을 강하게 부합시켜 주고 

있다.

⑵아이디어 통합

Compact Slim한 사이즈의 결정과 기본적인 

통합의 이미지 결정 후 부분적인 디자인 

아이디어 및 각종 사용 계획을 착안하게 

되었다. 즉, 기능 등의 배열상태에 따른 

세부적인 디자인과 디지트론 및 컬러 그래픽, 

브랜드 로고사용 계획 등을 통합하였다. 

가. 디자인 형태 결정

형태감각의 주변요소 발췌

기본형태 SIZE PROPOSION

DESIGN PO니CY

DESIGN POINT

인간공학

SKETCH에 대한 ROUGH MODEL
DESIGN
MOCK-UP

① COMPONENT(TUNER. AMP. DECK. EQ. 

REMOCON)： 최대한 작고 간편하게 하기 

위해 기술 측면의 가능 범위를 합리성 있게 

접근시켰다. 즉, 카세트 데크의 프론트 로딩 

방식 등을 말하며, 디지탈 디스플레이에 의한 

스모그 윈도우(smog window)의 공간 이용은 

전체 디자인 통합에 시안이 되었고 

프론트에서 판넬 하단부의 라인은 플론트한 

형태 감각 및 손잡이의 새로운 배열에 의한 

통일감과 디자인 통합의 보조 역할을 

해주었다.

②SPEAKER： 납작하고 소형으로 형태를 

구성하기 위해 동륜형의 스피커를 적용하고 

정사각형의 사이즈 결정을 위하여 Tweeter를 

Woofei에 내장시켰다. 특히 벽 장식용으로 

사용 가능토록 디자인을 전개시켰다.

©REMOTE CONTROL： 오디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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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전개

자료분석 —— DESIGN 구성, IMAGE 자료

ENGINEERING 
검토 및

MECHANISM 
CHECK

시스템 도표

「一

SPEAKER

COMPUTER

컴포넌트에 별工 분리 되어 조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컴퓨터의 키보드나 데이터 프린터 

(printer)의 형태와 일체감을 갖도록 

진행되었다. 오디오 및 컴퓨터의 일부가 

리모트 컨트롤될 수 있는 많은 기능의 

내장으로 사이즈 자체가 일반 리모콘보다 

커짐으로 해서 가로형의 형태로 각도를 주어 

경사로 처리하여 전체 디자인은 컴포넌트류와 

동일 개념으로 처리하였다.

⑵컴퓨터 시스템

©COLOR MONITOR： 프론트에서 

납작한 look으로 가기 위해 플로트 CRT를 

적용하고 백 캐비넷(Back Cabinet)은 CRT만 

최대로 감쌀 수 있도록 면적을 극소화 

시켰다. 스피커를 후면에 부착시켜 간소하게 

하고 기능 부위는 오디오에서의 스모그 

부분을 강조하여 디자인 통합을 하였다.

②KEY BOARD： 경사를 주어 작동시

----형태

—— 기능

—— 컬러

--- 마크

DESIGN 전개 ——一 IDEA SKETCH, SEE CHECK

—— MOCK-UP(스치로 폴)

一DESIGN PO니CY

—GRAPHIC 계획

IDEA 통합

MOCK-UP 제작

조작이 용이하도록 배려하였고 납작하고 

소형으로 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장착 부위 및 

각종 손잡이류 등을 터치 방식으로 

채택하였다.

③DATA PRINTER： 키보드와 동일 형태로 

진행하기 위해 플론트가 경사로 처리되어 

일반적인 데이터 프린터와는 형태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메카니즘을 제외한 공간을 

극소화시켜 최대한 소형으로 제작하였다.

④MAiN COMPUTER： 모니터의 하단부에 

설치되기 때문에 모니터의 가로 사이즈와 

오디오 컴포넌트의 세로 사이즈에 마추고 

프론트 판넬의 감각은 오디오의 개념으로 

진행하였다. 즉, 디지탈 디스플레이 부분의 

스모그와 하단부 손잡이류 라인 및 손잡이 

형태 등을 시스템에 통합하였다.

나. 그래픽 계획

단일 제품과는 달리 시스템화되기 때문에 

그래픽 계획이 철저히 수립되어야 하고 이 

그래픽 계획은 형태감의 통합에 부합하는 

디자인 정책적인 조화를 모색해야 한다.

①LOGO TYPE 계획 :별도의 Logo 

제작으로 전체 디자인 통합의 강한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②BRAND NAME： 로고 타이프와 

혼돈되지 않도록 사용하고 스모그 공간에 

일률 배치한다.

③ 문자체 : 일반 사식 체 적용

디지탈 디스플레이의 작동 상태의 그래픽은 

컴퓨터 그래픽 형식으로 처리되어 문자와 

기호 등을 병형하여 시각화시킨다.

다. 로고 타이프 제작

제품에 있어서의 훌륭한 로고 타이프는 

굿 이미지 그 이상의 것을 내포하고 있다. 

로고 타이프 제작으로 펫 네임 (pet name) 

화하여 단위별로 적절히 배열하여 전체 

시스템의 통합 개념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이미지 부각을 꾀할 수 있게 된다. 

로고 타이프는 오디오와 컴퓨터의 두문자 앞 

글자체를 그래픽하여 로고화시켰다.

라. 컬러 계획

컬러 계획으로는 전체 컬러 이미지와 

세부적인 컬러 이미지로 구분시켜 전체가 

주는 컬러 이미지는 메탈릭 실버(mctalic 

silver) 계열로 결정하였다. 메탈릭 실버 

계열의 컬러는 컬러가 주는 특이한 인상은 

없으나 최근 가장 가깝게 느끼고 있는 

컬러로서 복합 제품에 조화시키는 최적의 

컬러임을 지적할 수 있다. 세부적인 컬러 

이미지는 그래픽상의 컬러로 볼 수 있다. 

실버 계열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유채색의 컬러로서 캐비넷의 무채색을 잘 

조화시켜 주었고, 디지탈 디스플레이 부위의 

대비를 강하게 가져감으로 해서 시스템 통합 

의지를 강하게 유지시키고 있다.

마. 그래픽 로고 타이프 및 컬러 사양

⑴ Graphic 문자체

ABCDEFGHIJKLMNOPQRS 
0123456789 10

⑵로고 타이프

7IC
AUDIO COMPUTER

⑶제품 컬러

① CABINET :SiLVER(DiC 618)

DARK SILVER(DIC 5M

② GRAPHIC COLOR : PINK(DIC 585)

Green(DIC 638)

Gray(DIC 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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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정보

산업 디자인과 문화

렌D. 싱거

디자인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현 

시대에서 얻은 것뿐만 아니라 현재의 

우리의 존재성이 무엇인가를 보게 된다. 

이것은 전체 제품 경험(total product 
experience)의 일부일 뿐이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스쳐 지나간 과거의 

관점에서 문화를 생각한다. 문화하면 생각나는 

것은 고대의 가공품 이상한 관습, 고고학적 

폐허나 自然史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들이다. 이점에 있어서는 디자이너들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가 주변에 인위적인 

물건들과 물질들을 친밀하게 소유하고 있다 

해도 역사적인 관점과는 다른 문화라는 

주제(Subject)에서 그것들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미국의 수많은 제품 

디자인이 왜 불일치하고, 부조화스럽고, 

무감각한지, 그리고 왜 세계 상품 시장의 

경쟁에서 점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산업 

디자이너들은 기계로 생산된 제품들에 미치는 

문화적 영향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오류

이와 같이 개념적 연계성이 복잡한 첫째 

이유는 아마도 문화와 디자인이 서로 상충된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문화가 역사적 견지에서 생각되어지는 반면, 

본래 성격상 디자인은 미래 지향적이다. 

디자이너들은 그것을 향해, 또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비젼(Vision)을 갖고, 물질적 변화를 

이루기를 기대하며, 다른 전문 분야와는 달리 

과거 보다는 미래를 내다 보도록 훈련받고 

있다.

모더니즘(Modernisim)의 철학은 우리의 * 

디자인에 대한 비젼으로서 또 다른 두 번째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제1차 세계 대전에 따른 

사회적 기술적 변천의 결과로 유럽에서 현대 

디자인(Modern Design)이 발생되어 20세기에 

독일 바우하우스(Bauhaus)에서 공식화되었다. 

그 후 1930년대에 이르러，모던(Modem)，이란 

용어가 처음으로 인터네셔널 스타일 

(International Style)로서 미국에 알려지게 

되었고, '50년대에 이르러 그 영향이 전세계로 

퍼져 갔다. 구조체와 기하학적 건물 형태에서 

보인 평평하고 장식 없이 매끈한 표면 

처리들은 합리적 방법과 테크놀로지의 사용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과거 

부르조아(Bourgeois)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렇듯이 그 철학적 배경이 유럽에 

기초를 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네셔널 

스타일의 함축된 객관성을 문화로 대치되었다.

문화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산업 디자인을 

보는 세 번째 이유는 '보편적인 세계 (Universal 

World)，의 신화에 있다. 이것은 일부 지각된 

유사성들과 세계에 펼쳐진 현대 디자인의 

급증에 기인한다. 바그다드(Bagdad)의 번화가에 

있는 한 건물은 로스엔젤레스나 토오쿄에 있는 

것과 별 다른 것이 없으며, 리바이스 청바지는 

전세계에서 입혀지고 코카콜라는 세계 어디서나 

불티나게 팔린다. 이 모두는 오늘날에는 문화적 

장벽이 이미 무너진 증거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동시적으로 전세계적인 접촉을 허용하는 

현대의 커뮤니케이션과 운송 체계의 가공할 

만한 위력에 덧붙여서 미국의 멜팅-폿 

이론(Melting-Pot Theory)에 기초를 둔 

，지구촌(Global Village)，에 대한 소박한 

예견들이 현재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놀랄만한 것이 못된다.

마지막으로, 전자 기술과 로보트 

테크놀로지를 통한 공업 생산으로부터 기인된 

인간 소외의 증가는 마치 기술 발전의 

필연적 결과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문화적 

특성이 근본적이고 개념적으로 스며들어 있는 

산업 이 전 시기 (Pre-industrial Age)의 인공 

가공품(Artifacts)과는 달리 기계 생산 제품은 

그들의 어떠한 천성도 표면적으로 드러낸 적이 

없다. 그것은 그것들이 마치 상상된 보편적 

취향(Imagined Universal Taste)에 호소하기 s 

위한, 문화적 장벽이 없는 세 계의 상품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언어 및 물건과 문화

문화가 '보편적 취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다는 증거로서 인류 학자들은 

현대 언어가 서로 다른 의미와 구조로 

존속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언어는 

정보(Information)를 전달할 뿐 아니라 세상을 

보고, 경험을 해석하는 유일한방법을 제공한다. 

즉, 언어는 공유된 사상과 감정의 한 체계인 

것이다.

인위적 물건(Man-made Objects)과 언어 

사이의 밀접한 관계는 그들의 기원을 통해 

추적할 수 있다. 즉, 도구 제작과 언어는 둘 다 

5십만년에서 2백만년 사이에 시작된, 가능한 

지식의 축적을 통해 발생한 사건이라고 

인류학자 에드워드 T• 홀(Edward T.Hall)은 

추정하고 있다. 인간 존재에 대한 우리의 

축적된 지식은 인공 가공물의 최초 제작자들에 

의해, 물체 언어(Object Language)속에 

프로그램된 정보로부터 재구성되어 온 것이며, 

그래서 인류 학자들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먼저 그들의 상호 관련성을 생각하게 

하는 언어와 인위적 물체 및 인간성 사이의 

긴밀한 관계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현대의 

물건들은 그것들이 과거에도 그랬듯이 

，지 식 의 창고(Store House of Knowledge)，로서 의 

기능을 계속하고 있다. 그것들이 손으로 

만들어졌느냐 혹은 기계로 만들어졌느냐에 

상관 없이 모든 인위적 물건들은 모두 

심각하게 문화적 영향을 받기 쉬운 것으로서 

인간의 사고•가치관•의사 결정의 물질화 추상 

과정 (Reification)인 것이다.

시각적인 것을 초월해서

국제적인 스타일 (International Style)은 인간의 

감성적 휴식을 무시한 채 이른바 그것의 

합리적인 기하학적 형태로 나아가도록 현대 

디자인을 근본적으로 조장했다. 그래서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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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은 세계적 언어의 기술적 기계공 

스타일의 대명사로 보여지게 되었다. 이러한 

개념에 포함된 현대 디자인의 시각적 미(Visual 

Aesthetics)는 아마도 왜 그 비평이 분명하게 

지적되지 못해 왔는가를 설명하는 이유도 

되겠지만, 문화적 표현과는 다소 동떨어진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독일 

제품을 '독일적'이라 하고, 이탈리아 제품을 

'이탈리아적'이라 하는 등의 논의는 우리의 

의식적 무의식적 상태 모두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보다 의미 있는 성격들을 통해 좀 모호한 

것은 무시해 버리는, 전형적이고 양식화된 

차이들의 묘사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미국인들은 현대 디자인을 원칙적으로 

시각적 충격(Visual Impact)이란 측면에서 

지각해 왔다. 현대 디자인을'단조롭고 메마르고 

차갑고 반인간적인 것'이라 하는 단순한 

비평은, 그 배후에 존재하는 많은 감각적 연루 

관계를 제거하고, 단지 시각적 측면에서만 

해석하려는 편협한 개념적 편견에 근거하고 

있다. 물론, 제품을 사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본다는 것과는 아주 다른 경험에 속한다. 사실 

오늘날의 산업 디자인은 덜 분명하긴 해도 前 

산업 디자인 (Pre-industrial Design)만큼이나 

감각적이다.

사실상 많은 미국적 경험'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문화적으로 억제되는 경향이 있다. 

시각적 측면에서의 미국의 강박 관념외에도 

우리의 청결 숭배주의 (Cleanliness Cults), 냄새 

금기(Odor Taboos) 그리고 공중 방관 태도와 

공공 소음(예를 들어, 무차별적인 부조화스런 

공공 사이렌 소리와 같은) 등을 통해 추론해 

볼 때, 그것은 문화적 감각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데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어쩌면 미국인들이 그들의 감정을 신뢰하는 

태도를 왜 전혀 배우지 못했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해 줄지 모른다. 즉, 그들에겐 “오로지 

보는 것만이 믿는 것이다(Only Seeing is 

Believing).”

제임스 M. 피치(James Marston Fitch)가 그의 

명저「American Building II: The Environmental 

Forces That Shaped it」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건축은 다만 충분히 多감각적 (Full 

Multisensory)이고 경험적 태도(Experimental 

상 :전형적인 독일의 가옥 형태로서 국가의 문화적 이 

상이 일련의 제품 속에 표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질서, 

명확함, 그리고 꾬꼼함이 건축, 도시 경관, 그리고 

심지어는 모터 사이클 등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다.

하 : 공중전화를 통해 보여지는 이질성 문화의 양상은 

공중전화 부스(booth) 내외부 모두에서 차이를 나타낸다. 

어떠한 나라에서도 프라이버시(privacy)는 특수한 

차원의 의미를 갖는다.

Manner)에서 만이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사진으로 건축이나 산업 디자인을 판단하는 

작업은 기껏해야 시각적 감각뿐인 편협한 

인지에 불과하다. 수공 제품이나 기계 생산 

제품 모두는 시각적 특성뿐만 아니라 청각적, 

촉각적, 열감각적, 근육 운동 감각적, 후각적 

성질 역시 지니고 있다. 본질적으로 

디자인에서의 미적 고려는 그들이 유출된 

충만한 정신 생물학적(Psychobiological) 인간 

문맥을 벗어나서는 보여질 수 없다. 따라서 

굿 디자인(Good Design)의 최대 과제는 최소의 

어려움과 최대의 효율성과 기쁨을 가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눈과 직렬로 관계 지워진 귀, 

코, 손이 함께 작용하는 물체를 창조하는 것이다

문화의 적응

물질적 물체들은 그들의 물리적 성격에서 

뿐만 아니라 유형 (Type)과 선택 (Selection) 및 

의미 (Meaning)에서 문화와는 차이가 있다. 

지구상의 문화들은 그들 자신의 욕구와 관심이 

서로 독특한 산물을 창출해 내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쉽게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유럽인들이 옥수수를 좋아 하지 않는 것처럼, 

프랑스와 유럽에선 일상적인 비데 (Bidet)가 

미국에서는 좀처럼 수용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원래 유럽 지역의 프랑스에서 

점잖게 자전거에 모터를 달아 개발한 

모페드(Moped： 모터 달린 자전거의 변형)가 

미국에서는 별다른 인상을 주지 못한 것이나, 

서구 문명이 아직도 거부해 오고 있는 동양의 

젓가락, 또는 다른 나라에서는 수용되지 않는 

미국의 인스턴트 제품등의 예가 그것이다.

또한 문화는 선택을 통해 그들의 물질적 

욕구의 많은 부분을 획득한다. 인류 학자인 

랄프 린톤(Ralph Linton)은 대부분의 문화는 

차용되어진 것이며, 이는 인류학적 용어로 

규정지어진 확산(Diffusion)，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접을 수 있는 경량의 유모차는 

영국에서 고안되었다 해도, 최초로 인식되어진 

곳은 미국이며, 그곳에서 수용되고 막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볼펜은 

헝가리에서 고안되었지만, 2차 세계 대전 동안 

영국에서 R.A.F•의 사용을 위해 특허를 받았다. 

그러나 볼펜은 뉴욕의 김벨(Gimbel) 상회에서 

개업하는 날 만 개가 팔렸다고 보도된 미국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인기를 얻게 되었다.

문화는 또한 발명과 선택과 더불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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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냐 혼란이냐?

유럽의 횡단 보도는 표준화된 표식을 통해 명백하게

보행자 횡단 구역임을 보여준다. 또한 스웨덴의 모든 

대중용 계단에는 유모차나 자전거를 쉽게 밀고 올라

다닐 수 있는 레일(rail)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이런 

일이 과연 미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까?

의미(Meaning)를 통해 차이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경주용 자전거의 독특한 손잡이는 높은 

속도를 내면서 바람의 저항을 적게 받도록 

디자인 되었는데, 경쟁심과 스피드를 선호하는 

미국인들이 그것을 일상 생활용으로 사용했고, 

이동 가옥(Mobil Home)은 프랑스에서 

고안되었으나 미국인들이 그것을 영구 사용을 

위해 전 가족을 수용하도록 개조했을 때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게 되었다.

제품의 질과 수출품 및 문화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제품은 국내외 

시장에서 가망 없는 경쟁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 주요 원인은 보다 저렴한 가격의 

수입품과 달러 상승, 그리고 현 세계의 경기 

침체와 같은 경제적 요인에 있으며, 미국 

상품의 나빠진 질(Quality)에 대한 많은 비난과 

관심이 증가되어 왔다. 이러한 일이 어떻게 

발생했는가를 추정하기 위해선, 문화적 관점에서 

찾아 보아야 할 것이다. 세기의 전환 이래로 

미국의 작업력은 기본적으로 독일・ 

스칸디나비아•이탈리아•영국•아일랜드 그리고 

슬라브 문화권으로부터 이주한 유럽의 

이민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권에서 제품의 질을 우선으로 하는 작업 

윤리뿐 만 아니라 수세기 동안 축적시켜 온 

제품 생산의 기술을 미국이란 나라로 함께 가져 

왔다

그러나 매년 10。만명 이상이나 되었던 

유럽인의 미국 이민이 1905년을 정점으로 하여 

점차 감소하기 시작해서 이민 관계법과 

세계적인 불황의 영향으로 인해 1933년에는 

단지 2만 3천명에 불과했고, 1%5년에 

이르러서는 쿼터(Quota)제에 의해 그 숫자가 

아주 낮게 책정되었다. 그 결과 1胸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숙련된 유럽 장인들이 

점차적으로 고갈되어 기계 기술자, 도구와 

선반 기술자 그리고 주물공, 가구 기술자들의 

부족이 심화되었으며, 1970년대 초에는 미국 

내에서 유럽의 제품 제조 문화가 모두 사라져 

버렸다. 그러자 곧바로 미국 상품의 질은 

극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했으며, 반면에 미국의 

수입품은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제품 

디자인에 있어 문화적 관계와 표현의 중요성에 

대한 재평가는 우리로 하여금, 보다 살기에 

경제적으로 성공적인 장소와 사용하기에 좋은 

물건 쪽으로 유도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새로운 미국제품을 향해서

우리의 잃어 버린 해외 시장을 재탈환하기 

위해선 우리는 먼저 국내 시장을 되찾아야만 

한다. 대부분의 다른 산업 국가들이 오래 전에 

감행했듯이, 미국 정부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통합된 제품 개발 정책에 착수하기 위해 

산업체, 근로자, 전문가 그리고 교육가에 의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가 왔다. 

인더스트리얼 디자이너와 테크니션(Technicians) 

세대들은 문화적 관점에서 디자인을 

파악하도록 훈련되어야만 한다. 그것은 우리 

유산의 형식적 측면을 파악하고 감수성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그 예로 우리의 대부분은 

조각들을 이어 만든 이불 (Patchwork Quilts) 과 

미국의 독특한 리바이스 청바지 등과 같은 

직접적인 단순성을 즐긴다. 그래서 산업 

디자이너들은 문화의 중개자가 되었고, 굿 

디자인은 기능적일 뿐만 아니라 신뢰, 지식, 

정신과 특별한 문화적 영감을 훌륭히 

반영해야만 한다.

이런 방식으로 '고전적(Classic)，제품들은 

세계적 성공을 얻기 전에 오랫 동안 안정되고 

폭넓은 내수 기반을 다지면서 문화의 진수를 

반영하게 되는 것이다• 파이퍼 경비행기 

(Piper Cub), 포드 자동차의 모델 T, 찰스 

에임즈(Charles Eames)의 합판 의자나 지포 

라이터(Zippo Lighter)와 같은 예들은 질에 

있어서 결코 모방할 수 없는 대량 생산된 

미국의 제품인 것이다. 또한 세계적인 명예는 

피니쉬 킬타(Finnish Kilta)의 디너웨어(Dinner- 

ware)와 프렌치 벨로 솔렉스(French Velo 

Solex)의 모페드(Moped)에 수여될 수 있다.

유럽과 일본의 제품들이 그토록 

미국인들에게 먹혀 들어 가는 이유는 그 제품 

자체의 저렴한 가격에서 기인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다른 제품들과 적응하는 일련의 긴 진화 

과정과 세련미와 우월성을 통해 명백한 

이미지를 전달하는, 이른바 '완전무결한 응집력 

(Integrity of Coherence)'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이 미국 시장을 위해 그들 제품을 

기술적으로 미국화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와는 무관하게 일본 제품이 그토록 

호소력을 갖는 원인은,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수세기 동안의 오랜 전통을 가진 일본의 

정신적 윤리 규범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폭스바겐'이라는 딱정벌레형의 

차가 35년간에 걸쳐 세계적으로 거둔 성공은 

그 모체와 정신' 속에 '독일의 정신(Germanne- 

ss)'이있었다고 생각될 수 있다.

이것은 변화될 수도 없거니와 결코 모방될 수 

없는 것이다. 미스 반 데 로오헤(Mies Van Der 

Rohe)가 말했던 유명한 격언 “神은 디테일 

속에 있다”는 말은 사실상 “문화는 디테일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독일 문화가 

바로 그것이다.

제품속에 질을 부여한다는 것은 재래의 

지식•기술•물질•정신적 자원과,무엇보다도 

안정성과 시대 및 전통을 분명히 표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문화의 본질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아마도 

디자인의 정의인 '사랑의 행위'라고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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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정보

디자인의 새로운 물결에 관한 역사적 전망

유리 프리더랜더

“우리는 길이 6피이트, 너비

3피이트의 피라밋 형태로 된 무덤을 

숲에서 발견했을 때 '누군가가 여기에 

묻혀 있다，고 전해지는 그 무언가에 

의해 숙연해진다• 이것이 바로 건축인 

것이다:'一 Adolf Loos, 1921

유리 프리더랜더

현재 캘리포니아의 팔로 알토(Palo 시to)와 런던의 

모그릿지 연구소(Moggndge Associate)의 

디자이너로 활동중인 유리 프리더랜드(Un 
Frie이aender)는 서독의 카젤(Kassel)과 런던의 

로열 칼리지 오브 아트(Royal College of An)에서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을 공부했다.

헛되게도 우리는 대량 생산된 제품의 

숲속에서 무덤을 발견하려 한다. 아돌프 

루스(Adolf Loos)와 루이스 설리 반(Lois Sullivan) 

같은 기능주의자의 이론에 근거한 오해는 

오늘날 상당히 심각하다. 우리는 어떻게 

기능적으로 디자인된 제품을 매끈한 표면과 

분리선을 가진 상자 형태, 또는 합리적으로 

포장된 건축群 속에서 찾으려 하는가? 

아직까지도 우리는 다음의 몇 줄 밖에 안되는 

말에 대해 전혀 생각도 없이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루이스 설리반의 말을 그저 

유쾌하게 인용해 대고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말이다.

“자연계의 모든 사물은 형태를 갖는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들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말해준다.”一 (The Tall Office Building 

Artistically Considered, 1896)

기능주의자의 작업은 “건축가는 그가 건축한 

것을 통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정신을 

표출해야만 한다”는 아돌프 루스의 이론에 

대한 약속의 이행을 지키지 못했다. 새로운 

밀라노 스타일(Milanese Style)의 전시장을 찾을 

때나 값비싼 상점들의 진열대를 볼 때조차 

우리는 1921년 루스가 수필 속의 주제로 단 

“공백 속으로 사라지다”가 아니라고 반증할 

어떤 물적 증거도 없음을 보았다. 이는 아돌프 

루스가 20세기 초의 자본주의가 거부해야 했던 

사회적 메시지(즉, 디자인의 진실은 장식의 

기피에 있다는)에 그의 이론을 기초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아이러니컬하게도, 

사회적 메시지와는 달리 그의 아이디어는 

자본가의 제품 이데올로기와 훌륭히 맞아 

떨어짐으로써 장식적인 요소를 배제한 집의 

매끈한 외관은 빌딩 건축업자들이 더낮은 

투자로 더 빨리 건축할 수 있게 도와 주었다). 

기능주의자의 사회적 메시지는 루스와 그의 

동료들의 기능주의가 진실한 표현을 찾기 전에 

경제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변혁을 필요로 

했다. 그러나 그 변혁 중의 하나로 히틀러가 

국회를 접수한 것은 그 잘못된 예의 하나로, 

이에 따라 1933년 바우하우스도 문을 닫게

되었다.

2차 세계 대전 후 유럽 산업의 급속한 

재건은 합리적 주택 공급으로 이상적인 집을 

위해 대량 생산된 설비들을 만들어 냈지만 

소비자가 갖고자 하는 미적 욕구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 크롬 프로필(chrome Profiles) 또는 

동적인 기업의 정신(company logos)을 

첨가시켜 놓았다. 이와는 반대로,조형 대학에서 

발전된 울름 대학(Ulm School)은 이 

첨가물들을 제거했다. 울름 대학에서는 

사정 없이 크롬 프로필을 제거해 냈고, 선을 

곧게 했으며,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된 

디자인 이론으로 무장시켰다.

그 결과 울름 스타일(Ulm Style)은 사회의 

모든 계층 속에 스며들었고, 영향을 주었다. 

아마도 소비자들을 이런 종류의 미(beauty)로 

둘러 싸면 그들은 그것을 유일하면서도 

바람직한 환경으로 여길 것이다. 한 마디로 

그것은 사회적 조건화의 결과였다. 그러나 

울름의 기여는 기업의 관심도에 도움을 주었다. 

새로운 '좋은 취향(Good Taste)，(그래서 가격은 

고가이며)은 곧은 선과 모서리 그리고 

역설적으로 말해 저렴한 생산 가격을 뜻하는 

장식이 없는 것을 의미했다.

그 시기에 유일한 진실로서 대량 생산된 

'무덤(mound)'들은 미국의 고속도로를 부드럽게 

해 주었다. 그들은 그들의 실질적 필요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환상까지도 만족시키는 

것이었다. 즉 그것은 유선형(streamline)적 

원리의 출현인 것이다. 궁극적으로 기능적인 

제품으로서의 이 자동차들은 가정 소비자 

제품들의 상당한 부분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디자인의 전망으로는 토우스터(toaster)는 

부엌의 탁자를 치워 버릴 가능성 마저, 그리고 

전기 연필 깎기는 방음벽을 부숴도 될 만큼의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 1950년대의 거대한 

유선형 순양함은 우주 탐험의 

초기로부터 유래된 진보된 기술적 상징의 

뚜렷한 진열장이며, 그들 소유주의 신분 

증명서와도 같은 것이었다. 그것들은 빠르고 

역동적인 생활 양식을 위해 진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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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모든 자연물은 형태를 갖는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 미국의 그리드 시스템(Grid System)사가 만든 

그들 자신의 존재를 말해 준다….” Ad이f Loos,Chicago 컴퓨터의 디자인으로서 진보된 테크놀로지를 은유로 

Tnbune지의 칼럼에서(1922) 표현하고 있다.

테크놀로지의 인상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위기에 처한 기능주의

독일의 디자이너들은 미국의 디자인 활동을, 

상품 치장술(product cosmetics)로 다루기를 

거부하는 소수의 진지한 디자이너들에게는 

모욕적인 용어인 스타일링(styling)，이라 하며 

경멸했다. 팝 아트(Pop Art)의 시대 또는 히피와 

약물 중독의 시대로 불리는 I960년대 

중반에서야 기능주의적 산업 디자인론은 

비로소 위기에 봉착했는데, 이 위기는 1970년에 

갑자기 붕괴된 울름 대학에서 유래된 

것이다.

'위기에 처한 기능주의'란 제목하에 

“일반적으로 인식된 기능주의의 원리는 그 

자체의 혁혁한 성공을 통해 오늘날 위기로 

빠져 들고 있다”란 기사를「Official Ulm 

Magazine」에서 우리들은 읽을 수 있다. 그 

위기는 생산업자의 바램과 소비자의 욕구간에, 

또한 자본주의 정치 경제 체제와 명백히 

한정된 목적을 위해 현존하는 수단의 합리적 

적용을 요구하는, 환경적으로 동기화된 

금욕주의적 원리의 결핍 사이의 모순에서 

야기된 것이다. “산업 디자인은 오늘날 매스 

커뮤니케이션(mass communication)의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카를로 

아건(Carlo Argan)은「Ulm Magazine」에서 

밝히고 있다(1967년 8월호).

1妬0년대 팝 아트 운동 시기의 산업 

디자인은 예술가들이 우리 문화내의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이 지니고 있던 타락의 정도와 

제품의 부조리 및,상스러움을 표현하기 위해 

대량 생산 제품을 이용함으로써 예술의 비판적 

초점이 되었다. 반면에, 1963년 3월 파리에서 

열린 '오브제 전시회(“UObjet”exhibition)，에서 

재인식된 소트사스(Sotsass)와 베토리아(Bertoia) 

와 같은 디자이너에 의해 실험적인 가구가 

'진정한 예술적 기준'으로 디자인 되었다. 

그들은 전통주의자가 주류인 유럽적 배경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많은 

나쁜 모방성과 잘못된 적용들과는 별개로 대량 

생산 제품의 디자인에는 최소한의 영향을 

주었다. I960년대와 1970년대의 다양한 색채를 

지닌 이탈리아적 이데올로기 (Italian Ideologies) 

들은 멤피스(Memphis)와 같은 집단에 의해 

표명된, 사용하기 쉽고 오용되기도 쉬운 

스타일로 마침내 진화되었다.

이와 동시에 미국 디자이너들은 '스타일링 

(styling)，이란 용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조오지 넬슨(George Nelson)은 일찌기 

1957년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디자인이란 변화를 통해 기여하려는시도이다. 

어떠한 기여도 되지 않고, 기여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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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만들어진 탱크 보이（tank-boy）라 불리는 

라이터의 디자인에 사용된 테크니컬한 은유법.（좌상）그것은 

이 물체의 실제적인 기능과 또한 이것이 어떻게 사용 

되어야 하는지를 지시한다.

공상 가학 영화에 나타난 디자인으로 1950년대의 유선형 

형태（우）와 Star Wars에 나타난 현대의 마이크로칩을

사용한 우주선하）.

없어졌을 때 변화의 환상을 주는 단 하나 

유일한 과정이 바로 스타일링이다.”

현재의 디자인 위기 : 산업과 소비자 사이의 

보다 본질적인 모순

유럽의 기능주의에 대한 위기는 산업적 

이해와 금욕주의적 기능주의 이론간의 간격이 

명백해진 1妬0년대 중반에 시작되었으며, 

현재의 모순은 소비자의 욕구와 그들이 나타낸 

욕구들을 만족시키고 충족시키려는 산업체의 

능력간의 차이에 있다. 사실 엄밀히 말해 이 

딜레머의 근원은 산업 혁명 초기에 존재해 있는 

것이다.

고대 문명에 있어, 한 인간은 그 자신의 

특별한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물건을 

고안했고 생산했으며 사용했다. 물건의 전문 

유형에 대한 생산을 위해 전문가의 도입이 

사용자를 직접적인 생산 라인에서 몰아 냈다 

해도 생산 과정은 사용자의 욕구에 민감하게 

남아 있었다. 산업 혁명과 함께 전문화는 

사용자와 디자이너를 전혀 다른 별개의 차원에 

위치시킴으로써 생 산자로부터 디 자이너를 

분리시켰다. 질의/응답적 대화는 경쟁적인 

제품들간의 선택 과정에서 제한된 사용자의 

반응으로 생산자와 사용자 사이에 나타났다. 

이렇듯 새롭게 탄생된 소비자 사회에서 

사람들은 조작된 사회로 진화되면서 그들 

자신의 욕구를 발견하고 고쳐 말할 기회를 

잃어 버렸다.

마침내 디자인 전문가들은 울름 대학을 

통해 기계화 생산을 옹호하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과학적 학설을 도입도 해보고, 

소비자의 진정한 욕구를 알아 내기 위해 사회 

심리학이나 문화 사회학과 같은 정신 

과학까지도 동원해 보았지만 실패했다. 

그로부터 그들은 그들 자신의 운동을 

운명 짓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오늘날의 무덤을 위한 탐색

오늘날의 소비자 행동에 대한 관찰은 

향수감을 불러 일으키도록 디자인된 대상 또는 

향수적 제품의 증가된 소비를 밝혀 냈다 즉, 

우리들의 잃어 버린 무덤에 대한 탐색이 

시작된 것이다. 고도의 테크놀로지, 특히 일상 

생활에서의 전기 테크놀로지의 증가된 사용은 

반작용만을 불러 일으켰다. 즉, 노출된 감정을 

좋아하는 합리적 과학 세계로부터의 철수라는 

폭동을 야기시킨 것이다 （“이는 현실의 차가운 

호흡으로부터의 민감한 추출이다. 그곳은 모든 

지식이 힘으로 또는 힘이 지식이라고 읽혀지는 

세상인 것이다”라고 rKritik der Zynischen 

Vernun ft」에서 Peter Sloterdijk 은 말하고 있다）. 

우리의 과거 테크놀로지의 진보에서 유래한 

비인간화는 그들의 대상물들에 의해 

감성적으로 접촉될 사람들의 욕구를 밝히도록 

채찍질해 왔다.

사람들은 그들의 정치적 관념적 가치를 

그들을 둘러싼 대상물을 통해 표현한다•그렇게 

할 때, 사람들은 대상의 선택이 창조적이고 

표현적 행동이 됨을 통해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어휘로서 대상물을 

사용하는 것이다. 고대 문명에선 많은 

대상물들이 비석, 보석과 의식에 씌인 것들 

처럼 단지 상징적이고 감정적인 욕구만을 

충족시켰었고, 기타의 것들은 그들의 실제 

기능과는 다른 상징적 의미를 충족시켰었다.

그러나 산업 혁명에 의해 초래된 생산 

방식의 변화와 —초기 기능주의자들의 이론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一그 궁극적 결과로 

우리는 대상물에서의 상징적 가치에 대한 

욕구의 시각을 잃어 버렸다. 대량 생산된 

제품의 디자인에서 상징적 가치의 통합에 대한 

거부는 개별적인 표현이 거의 없는 대상물을 

초래했고, 그래서 그 대상물들의 개별적 

특징은 찾아 볼 수가 없게 되었다. 오늘날 

문화적 주변 환경과 테크놀로지의 무분별에 

대한 사람들의 거부감을 고려해 볼 때, 

디자이너는 실질적 기능과 미적인 기능이 

동시에 디자인 과정의 근본적 요구 조건으로서 

대상물의 상징적 기능을 고려해야만 할 때이다. 

우리는 합리적이고 분석적인 과거의 기능주의 

일변도에서 새로운 기능주의로서 감성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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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하이 파이 앰프 장치의 디자인에 있어 서로 다른 

어프로우치(approaches)의 例 : 야마하(Yamaha)의 

앰프는 전자의 신비성을 표현하기 위해 표현적이고 

감각적인 피라미드의 수수께끼적인 은유법을 사용하고 

있다. 쿼드(Quad)사의 앰프는 뒷편의 늑재들이 동력의

감각적인 지향으로 대치해야만 한다.

유럽의 여러 그룹들은 우리의 방향을 

재조정할 필요를 인식해 왔다. 보다 충동적인 

멤피스 운동(Memphis Movemem)이 충격적인 

파문을 일으키면서 주제에 대한 상당한 논쟁을 

일으켜 왔는데 반해 오펜바하 조형 대학은 

'BerichC'를 통해 1975년 그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를 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이러한 

작업은 대량 생산 제품의 디자인에 어떤 

영향을 주지 못했다.

오늘날의 무덤을 대량 생산하는 방법

상징적 내용이 형태를 통해 표현될 수 있는 

가능성에는 많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상징에 대한 고전적 방법으로는 형태를 

통해 대상의 실제 기능 속의 정보를 소비자가 

얻도록 돕는 방법이다. 사실 이런 상징은 자연 

역사 또는 테크놀로지에 기원한 보통의 잘 

알려진 형태, 운동이나 사건들에서 발췌된 

은유법 (metaphors) 들이 다.

이것은 그 의미를 부여한 특별한 문맥에서 

은유를 사용한다. 읽고 소화하고 이해하는 이 

과정은 은유의 독특한 이해를 위한 기초로서 

지식을 고정시키는 사용자와 제품간의 지적인 

상호 작용을 뜻한다. 다른，지식(knowledge)，은 

사용자와 디자이너의 의도에 의해 

대상물간의 완전히 다른 관계에서 가능하게, 

그리고 새로운 은유법의 해석을 초래할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자면, 우리는 다시 앞에서 말한 

숲으로 되돌아가 6피이트X 3피이트짜리 무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했을 때, 환경의 시각적 감각적 

요소는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가 여기에 묻혀 

있다고 전해 주는 이전의 경험과 여기에서 본 

것과를 연상시키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덤 앞에서 슬퍼지고 숙연해 지는 것이다. 

발생을 상징함으로써 열의 방출을 표현하도록 사용된 

기능적 은유법을 부여하고 있다.

우 : 브라운사의 제품 전략에 의한 여성용 면도기와 

남성용 면도기.

무덤에 대한 우리의 첫번째 반응은 사회적 

문화적 유산에 대한 임시적 지식에 기초된 

지적인 것이다. 그에 대한 두 번째 반응은 

감성적인 것이다. 우리는 이전의 경험에서 홀러 

나온 연상에 기초하여 무덤에 대한 의미를 

해석한다.

형태가 그의 실제 기능을 충족서키도록 멈춘 

그 때, 그 형태는 은유가 된다. 즉, 그 밑에 

어느 누구도 묻혀 있지 않은 무덤도 역시 

은유가 된다. 우리가 그런 사실을 모르고 

(무덤에는 아무 것도 없다는) 다시 가던 길을 

걸어 갈 때 슬픔에 어린 인사를 마음속으로 

나누며 그것을 무덤으로 인식한 채 지나가게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측정될 수 있을 정도로 

특별히 표출된, 좀더 격리된 형태는 은유에 

새로운 문맥을 부여한다. 우리가 형태와 이것의 

새로운 환경에서의 연상을 읽음으로써, 지적 

인지 과정은 은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도록 유도하며, 다른 감정적 반응도 유도한다. 

고속 순양함에 대한 디자인을 위해 우주 

탐험과 관련된 형태와 재료를 사용해서 당신 

마음대로 구상해 보라는 제안을 했다면 이는 

은유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 주는 실제의 

예이다. 이 은유는 이 글을 읽는 사람의 문화적 

사회적 배경에 따라 진보된 테크놀로지가 

응용될 수도 있고 아주 유머스럽게 표현될 

수도 있다.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그들의 일상 환경으로부터 형태를 격리시키는 

방법은 I960년대 다다이스트(Dadaist)와 팝 

아티스트(Pop Artist)에 의해 사용된 언어이다.

전자 산업의 급속한 발달은 좋고 나쁜 것을 

함께 가져 왔다. 우리는 전자적 요소가 

움직이기 쉽고, 쉽게 재배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대상물의 형태를 결정하는 데 보다 

큰 자유를 얻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는 현재 

은유가 대부분의 소비자에게 감지되지 못하고 

있는 형태를 부여하고 있다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즉, 전자의 추상성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날의 모순은 소비자들의 욕구와 

그들이 표명한 욕구들을 만족시키고 

충족시키려는 산업체의 능력간의 차이에 

있다.

우리는 (컴퓨터의) 칩(chip)과 같은 조각들을 

위치시킬 무덤을 사용하도록 강요받았다. 

날카로운 모서리, 어두운 상자 형태, 민감하게 

처리된 커다랗고 평평한 부분은 슬림 

라인(Slim line)에 의해 방해받는다• 이것들이 

진보된 테크놀로지의 새로운 추상적 은유이다.

앞서 설명한 읽고 해석하고 경험하는 

과정과는 대조적으로 읽는 것이 곧바로 경험이 

되는 감지 작용을 발견하게 된다. 정보는 이 

상호 작용에 내포되지 않는다. 은유는 그러한 

표현적이고 감각적인 것들을 해방시키는 데 

사용된다. 여기에서 감지 작용은 잠재 의식의 

경험과 지식에 직접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면, 

콘라드 로렌쯔(Konrad Lorenz)의 고전적 

심리학은 한정된 감정을 해방할 수 있는 

다양한 시각적 특성들을 열거하고 있다. 크고 

둥근 눈, 낮고 작은 코, 둥근 얼굴에 높은 이마 

등 이러한 모습은 연민과 동정을 일으켜서 

장난감 디자인과 풍자 만화의 인물, 그리고 

자동차에도 사용된다. 이 감지 경험 과정 역시 

의식적인 건축과 대상물의 디자인에 있어 모든 

문화와 사회를 통해 유사성을 설명한다. 이러한 

주제는 건축적 환경과의 관계에서 집중적으로 

연구된 바 있다. 피터 스미스(Peter Smith), 

아모스 리포트(Amos Repoprt), 그리고 올리버 

마크(Olivier Marc)는 기초 비례와 형태간의 

어떤 관계와 그들이 드러내는 감정을 밝히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감성적 정서적 

회복을 요구한다. 이는 또한 은유적 디자인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은유적 디자인은 하나의 

운동이나 새로운 '국제적 스타일 

(International Style)'이 아니다. 이는 사용자의 

심리학적, 사회학적 그리고 마음 속의 정서적 

욕구를 유지하게 하려는 단순한 디자인 활동에 

불과하다. 이는 사용자의 기대와 디자인 과정의 

개인적 연구에 대한 디자이너의 이해를 요하는 

좀더 함축된 디자인 활동이다. 각별한 주의와 

과도한 신중력을 갖고 이 목적에 매진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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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정보

제품 언어를 통한 전달 과정

요센 그로스

요센 그로스

요센 그로스(Jochen G「os)는 현재 서독 오펜바하 

조형대학(Hochsch니e fuer Gestaltung 
Offenbach)에서 디자인 심리학 담당 교수로 

재직중에 있으며, 부임되기 전에 엔지니어링과 

디자인 및 심리학을 전공했다. 그의 연구의 초점은 

디자인 이론에 관한 것인데 특히 디자인 경향에 대한 

문제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

한 제품의 의미적 역할(semantic role)이란 

디자이너가 책임져야 할 여러 가지 임무 중의 

하나는 아니지만 이는 다중 전문적 제품 개발 

과정 (mukiprofessional product development 

process)을 통해 디자이너의 독특한 전문적 

의견을 요구하는 기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디자인이 유념하는 것에 대한 

역사적 양면성에 관해 언급하고자 한다.

디자인은 갖가지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의되어 왔고 재정의되었지만, 오늘날 

우리 역사에서 폭넓게 받아들여진 적확한 

정의는 아직도 발견할 수 없다. 대부분의 

일반적 정의들은 “디자인이 무엇을 

포함하는가”라는 질문 형식을 취하고 있다. 

빅터 파파넥(Victor Papanek)의 “모든 것은 

디자인이다”라는 정의와 같이 대부분의 

정의들은 디자인 속에 중요한 임무를 너무 

포괄적으로 포함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로는 결코 디자이너의 전문 역할을 

정의하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는 현 시점에 

있어 디자인 리서어치(research)에 기초한 

새로운 지식체의 개발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러한 리서어치는 연구의 특별한 주제로서 

어떤 분야를 요구하게 된다. 심리학을 예로 

든다면, 그 주제로는 인간 행동과 반응이 

주된 대상이 된다. 이와 유사하게 제품 

개발에 대한 우리의 독특한 기여는(다른 

전문 지식으로는 지시될 수 없는) 디자인 

연구의 주제가 될 수 있다. 디자인이 

특수하지 않은 많은 일들을 수반하는 한 

그것은 고고학자들의 탐사 작업과 별 차이가 

없다. 그들은 골동품으로부터 

인공물(artifacts)을 구할 뿐 아니라, 세계적 

법칙과 다양한 탐사 기술을 통해 탐험 작업을 

관리한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들은 

실제적인 행동주의적 고고학보다는 이와 같이 

고루한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들 자신의 전문 

작업一즉, 과학적 방식에 입각한고대 

연구와 같은一에 대해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디자인의 특별한 주제란 과연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형태 

조형(form-gestaltungy 또는 통일된 제품의 

모든 것이라 불러 왔다. 오늘날 인지와 

이해의 원리는 형태의 의미적 기능(form's 

semantic function))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그러한 배경으로부터 제품의 무언적 

언어 (nonverbal language)는 디자인의 

실제적인 특별한 주제가 되었다. 이것을 

우리는 독일어로 'Produktsprache (제품 

언어)'라고 부른다. Productsprache는 형태 

조형(form gestaltung)의 문법적 의미와 

우리가 지금 제품의 형태에서 인지하고 있는 

어의적 의미(semantic implication)를 포함한다. 

오펜바하(Offenbach)의 조형대 학(Hochschule 

fuer Gestaltung)에서, 우리는 디자인 

리서어치의 기초로서 이같은 제품 언어 

이론(theory of Produktsprache)0]] 접하게 

되었다.

형태를 통해 보도되는 뉴스

디자이너들이 형태를 통해 의미나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디자이너와 저널리스트(journalists) 사이에 

유사성이 있음을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우리들 모두 제너럴리스트(generalist)로서 

어떤 한 상황의 특정 사실과 접하게 되기 

때문이다. 디자이너는 TV 리모트 컨트롤 

장치 (remote control unit)나 커피 끓이는 

기계 (espresso machine) 등의 테크놀로지에 

접하는 반면 저널리스트들은 원고료를 받고 

지면을 채워 나가는 임무에 직면하게 된다. 

두 전문가 모두에 부여된 임무란 어떤 상황의 

사실의 보고한다는 데 있는 것이다. 다만 

양자간의 유일한 차이라면 하나는 너무나 

언어적 측면에 관계하고, 다른 하나는 제품 

언어 (Produktsprache)를 통해 너무나 

시각적이라는 사실뿐이다. 원격 조정 장치의 

형태를 통해 디자이너는 물체의 작동을 

변경시킬 수 있고, 또한 다시 다른 동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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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TV 리모트 컨트롤은 다음가 같은 제품 

언어를 말해 준다 ;여기를 잡으시오(톱니바퀴와 같이 

거칠은 부분), 끝이 둥글게 된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오, 세 개의 버턴은 그 기능이 서로 관련을 맺고 

있읍니다 등.

〈그림 2〉디자인에 의한 제품 언어를 통해 

커피포트(Coffeepot)임을 나타내 주는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이다. 또 다른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은 작은 증기 

엔진(small steam engine)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해 

주고 있다. (디자인 : 리처드 새퍼)

바꿀려면 끝이 둥글게 라운드진 형태쪽을 

물체에 향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다(그림1을 참조).

디자이너에게 있어 이런 종류의 무언적 

의사 소통은 상례적인 일이다. 극적으로 

상황이 변화했을 때만이 디자이너는 진짜 

흥미로운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기회를 갖는다. 

저널리즘에서는 최초 달 착륙에 대한 진부한 

보도라 해도 전면 뉴우스 거리가 될 것이다. 

디자인의 경우엔 그 뉴스가 완전히 새로운 

텔레비젼 시스템이 될 정도의 중대한 기술적 

혁신을 내포할 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급진적으로 새 형태를 찾아내기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디자이너로서의 

우리들은 언제나 저널리스트들이 워터게이트 

사건과 같이 초특급 특종 기사 거리를 꿈꾸고 

있는 것과 같은 기회를 꿈꾸고 있다. 그러나 

기술적 혁신이 느려질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그 때 우리들의 작업은 삼복 

더위 속의 저널리스트들처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과거 몇 세기 동안 급속한 

기술적 혁신에 의해 노예처럼 병들어 온 

우리들이 만약에 사라져 버린다면 그것은 

새로운 상황이 될 것임에 틀림 없다. 오늘날 

디자이너들은 실제적으로 기술 혁신이 없을 

때조차 관심을 끄는 디자인을 만드는 법이란 

무엇인가 하는 의문에 직면해야 한다. 이 

딜레머에 대한 한 가지 해결 방법은 디자인이 

혁신을 전달하는 기능 이상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대신에 새로운 방법적 

차원에서 평범한 사실의 경우들을 전개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새퍼(R.Sapper)가 

디자인한 알레시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Alessi 

espresso coffee machine)의 제품 언어는 

우리에게 새로운 전망에 대한 어떤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주목할 만한 뉴스 거리를 주고 

있다. 그는 “이 도구는 주전자일 뿐 아니라 

하나의 작은 증기 기관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은 상당히 감각적이어서 아마 많은 소비 

시장을 개척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말을 하기 

위해선 어떤 상황의 본질에 대한 특정 관점을 

디자인 속에 형성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디지탈 손목 시계의 

경우엔 나는 이제껏 그와 같이 감각적이고 

분별력 있는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제품의 기술적이고 기능적인 본질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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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그림 3> 다양한 소수의 문화가 응집되어 하 

나의 문화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생활 양식의 변화와 그러한 생활 

양식과 관련된 의미적 표현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제품 언어의 해득 가능한 측면으로 

작업할 수 있다.

혁신 또한 디자인 혁신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우리는 금년 초에 멤피스(Memphis)와 후기 

모더니즘(Post-Modernism)에 대한 심포지움을 

개최한 바 있다. 여기에서 제기된 하나의 

문제점은 과연 후기 모더니즘의 형태관이 

분리된 요소들의 덧붙임이라는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후기 

모더니즘의 첨가적 형태 개념 (Post 

Modernism's additive form concept)을 통한 

앞으로의 전개에 제기된 중요한 의문이라 할 

수 있다.

역사를 통해 볼 때 기술적 진보가 빠른 

시기도 있었고 늦은 시기도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문화적 혁신도 마찬가지이다. 오랜 

기간 동안 우리는 기능주의 (factionalism)의 

불멸의 영원성을 믿어 왔다. 그러나 현재 

많은 현상들이 생활 양식의 혁신을 통해 

기능주의의 영원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5년 전에 비로소 처음으로 

기능주의는 비판을 받았다. 그 후 사람들은 

향수적이면서(제국주의 또는 동양풍의) 

연대기적 디자인에 선호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불과 4년 전쯤부터 우리는 산업 디자이너들에 

의해 수행된 첫번째 반란을 보았다. 후기 

모더니즘은 아직도 진정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지만 점차 변화하는 생활 양식을 

인식하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 생활 양식의 변화와 그에 

관련된 제품들의 의미를 무시하거나 또는 

제품 언어의 문학적 측면으로 접근하거나 

하는 양자 택일의 선택권을 갖는다. 우리는 

이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도다면 우리는 NASA (미 우주 항공국)에 

보고된지 10년이나 지났는데도, 어느날 

갑자기 불쑥 언급되어야 하는 저널리스트들의 

역할을 우리 자신이 하게 될 것이다. ■

언급하는것은 제한된 영역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제품 언어의 

가치는 제품 자체의 요소에 대해 우리가 

보고하고 언급한 내용 이상을 포함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문화적 

발전에 대해 보고하고 언급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해준다.

하 :〈그림 4> 이러한 디자인이 보여준 표현은 분명히 

다른 별개의 구성 요소가 하나의 제품 형태를 이루고 있 

음을 보여준다.

디자인 혁신의 근원을 이루는 생활 양식

처음에 인식하기엔 다소 복잡하고, 

불투명하고, 광대하고, 어렵긴 해도 생활 

양식 내의 모든 혁신은 디자이너가 제품 

연구를 통해 보고하고 언급할 수 있는 

잠재적인 주제이다. 생활 양식(life styl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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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정보

메이드 인 저팬

존 헤스켓

캐논(Canon)사, 혼다(Honda)사, 일본 

국영 철도 회사, 그리고 마쯔시다 

(Matsushita)사의 최고 디자이너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세부 사항에 걸쳐 일본 

특유의 관심을 잘 표현해 주는 기업의 

디자인 과정을 조사해 보았다.

일본이 전후의 폐허 상태로부터 일어나 

거대한 공업 국가로서의 명성을 얻게 된 것은 

확실히 근대 역사상 상당히 괄목할 만한 

사건들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을 

가져다 준 배경에서 디자인이 이룩한 기여에 

관한 보고 자료는 거의 없다. 일본 

디자이너들의 대다수는 보통 무명인 채로 

기업들을 위해 일하였고 이로 인해서 그들의 

활동 중 많은 부분이 어떻게 신장되고 영향을 

미쳐 왔는지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았다.

나는 짧은 일본 방문 기간 동안, 캐논 혼다, 

일본 국영 철도 그리고 마쯔시다 전기와 같은 

일본의 선도적 기업들의 대표적인 부서에서 

일하는 디자인 책임자들과 회견하였다. 나는 

그들 하나하나와 기업내적 디자인의 발전에 

관해서 논의하였고 각각의 회사에서 최근 

성과의 실례들을 조사해 보았으며, 미래의 기업 

전략에 있어 디자인이 어떻게 발전하게 될 

것인가에 관해서 조사하였다. 짧은 방문을 통해 

내린 전반적인 결론은 적당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곳에서 퍽이나 기억에 남고 또 

더욱 건전된 논의의 여지가 있다는 전체적 

인상을 상당히 받았다.

무엇보다도 나는 내가 만났던 사람들에게서 

분명히 나타나는 적극적인 접근 방법에 대해 

감명을 받았다. 그들은 그들이 미래의 알 수 

없는 요구들에 대응할 수 있고 또 그럴 능력이 

있다고 스스로 확신하고 있었다. 일본 대기업의 

종신 고용 체제는 사회적인 어떤 면에서는 

정체(停滯^ 대한 희망일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집단 윤리가 정력이나 개인적인 

독창성을 잃지 않게 하면서도 안정감과 

주체성을 제공해 주는 것 같다. 그러나 사실은 

그 정반대이다.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엔 참여감과 책임감이 필요한 것이고, 또 

어떻게 하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개개인의 

능력 발전을 채용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현실화하자는 것이 요구된다. 그렇지만 이것은 

고립된 상태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대화 속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두 개의 

단어인，일치，와조화，의 틀 안에서 생겨 나는 

것이다.

과거 30년 동안 일본의 디자인이 이룩한 

발전은 잘 개발된 적응 능력을 증명해 준다. 

특유의 점진주의적 태도로 형식주의적 견지에서 

외국의 방식을 모방하는 것으로부터 진보하여, 

그들이 도입하고 융합시킨 기술에 의해 명암이 

흐린(low-key) 시각적 형태를 지닌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라이프 스타일(life style)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또 다른 두 가지 가치들도 

변함없이 강조되었는데, 그것은 품질과 

수용성이었다. 마찬가지의 점진적인 태도로 

일본은 오늘날 전체적 환경 조직들을 위한 

개념들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 같다.

동시에 그들이 목표로 하여 디자인 활동을 

하는 시장들은 전세계의 모든 지역들을 망라할 

정도로 확대되었다. 이렇게 하여 상이한 

문화들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외국의 디자인 고문들을 

고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프로세스는 장차 확대가 가능한 것이다. 현 

추세를 잘 나타내 주는 또다른 것은, 

도요다(Toyota)사와 제너럴 모터즈(General 

Motors)사, 또 도요다사와 로터스(Lotus)사간에 

이루어진 최근의 접촉을 비롯해 1979년에 

혼다(Honda)사와 브리티쉬 레이란드 

(British Leyland)사간에 이룩된 동의인데, 

그들은 공동으로 톱 오브 더 라인 (Top-of와ie- 

Line) 자동차를 디자인하기로 하였다. 이 모든 

것이 현대 비즈니스의 전세계적 성향을 

일본인들이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일본 기업들에서 디자인이 담당하는 역할의 

보다 근본적인 변화도 역시 가능성이다. 

지금까지 일본이 이룩한 상업적인 성공의 

주요소들은 상품의 품질과 시장 기술들이었다. 

디자인은 후에 추가되었는데, 그로 인해 

디자인은 어떤 경우엔 보다 장기적이고 보다 

명확한 생산 사업에 대해 종속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기업내의 경력 승진 제도 때문에 

1950년대에 입사한 첫번째 세대의 일본 산업 

디자이너들은 지금은 상급 경영자층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종업원의 

창조력을 활성화시키고 또 기업내에서의 

디자인의 역할을 고양시키는 것을 보장하려고 

결심하였다. 이러한 일은 항상 쉬운 것은 아닐 

것이다. 기업의 화합과 충성이란 표면 뒤에서, 

사람들은 때때로 발전하고 있는 디자인의 

역할에 대한 내부적 긴장이 아직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일본의 기업들이 디자인에 의해 선도되어 

가는 기업(design-led)이 될 것인지의 여부는 

미해결의 문제이고 또 곧 해결될 것 같지도 

않지만, 모든 조짐들은 훌륭하게 평가된 어제와 

훌륭하게 디자인된 미래를 시사하고 있다.

캐논사

포우컬 플레인식 셔터(focal plane shutter: 

사진기의 초점면 개폐 장치)를 사용한 일본의 

첫번째 35mm 카메라는 불교의 자비로운 

여신의 이름을 따라 콰논(Kwanon)이라고 

불렀다. 그것은 1935년에 개최된 '정밀 광학 

조사 연구(Precision Optical Research 

Laboratories)'란 명칭을 가진 소규모의 

토오쿄오 워크샵(warkshop)의 산물로 세상에 

나왔다. 그 제조 회사가 1937년에 설립되면서 

상표의 이름이 캐논(Canon)으로 바뀌었다. 

후에 회사도 그 이름을 채택하였다. 1976년까지 

캐논사는 35mm 일안 렌즈 반사(sngle lens 

reflex) 카메라의 세계 최대 메이커였을 뿐만 

아니라 전자 공학과 복사 기술 그리고 광학을 

포함하는 제품 분야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강력한 제조 업체였다.

토오쿄오 교외에 있는 캐논사의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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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 쉽게 넣을 수 있는 컬러 카트리지(snapnn color 

cartridge)? 있는 캐논사의 콩코드 PC-10 

휴대용 복사기.

중 : 유니트의 조작이 간편하고 그 디자인이 

중립적이기 때문에 넓은 시장에서 매력을 끌고 있다.

하 : PC-20은 PC-102I 세부 디자인들을 사용하고 

있으며, 여러 장의 사본을 제공해 준다.

사무실에서 나는 산업 디자인 부서의 총괄 

책임자인 히로시 시노하라(Hiroshi Shinohara) 

씨와 그•의 직원 여러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 

중에는 해설자로 활동하고 있는 리처드 

니블리(Richard Nibley)라고 하는 젊은 미국인 

산업 디자이너도 있었는데,그는 한 때 일본에서 

「래터 데 이 세인츠(Latter Day Saints)」란 

교회를 위해 선교사로 일했었다. 시노하라는 

카메라-비디오(camera-video)나 사무 기기와 

같이 생산 부문별로 배당되어 있는 65명의 

디자이너 집단을 거느리고 있다. 기획 부서와 

조사단도 각 부처별로 활동하고 있었다. 

각각의 기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임무의 성질에 

따라 크기나 전문 기술에 있어 다양한 특별 

기동대(task force:생산, 영업 따위의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 모체 조직과는 별도로 

독립하여 신규 사업별로 구성된 작업반)가 

편성되어 있다.

캐논사의 사무 기기에 대한 참여의 증가가 

제3 단계에서 결정적 요소가 되었는데, 그로 

인해 혼란스러울 정도로 많은 사무 장비에 

둘러 싸여 있는 사용자를 고려해야만 하였다. 

그래서 1970년대에는 보다 넓은 디자인관이 

출현하였고, 다음과 같은 시노하라의 견해 

속에 그것이 보다 사실적으로 나타나 있다. 즉, 

“환경은 기계와 장비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을 전체로서 연구하고 또 그것의 

활동들을 돕기 위한 기술적 장치를 발견해 

특수한 조건들에 적합한 설비들을 디자인하는 

것이 요청된다.”

오늘날은 분명히 네 번째 단계이고 또한 

최종적 단계이다. “새로운 아이디어들과 

신기술의 흐름은 디자이너들이 미래를 생각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디자인한 

미래의 제품들이 환경적 변화를 앞지를 것이고 

또한 그것에 결정적인 영향을，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에 모양이나 유행에 

역점을 두었던 것에 대신해, 품질과 적응성을 

강조하고 있다.

고립된 작업 대신에 공학 부서나 시장 관리 

부서와의 상호 작용이 이루어짐에 따라 

디자이너의 일도 그 범위나 중요성이 증가해 

왔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캐논사는 그들의 

디자이너들이 활력과 창조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관해 염려하였다. 타부문들과의 

밀접한 협력과 특별한 주제들이나 문제들에 

관한 워크샵을 포함해, 디자이너들의 생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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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하고 예민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론을 채택하고 있다. 회사의 울타리 밖에서 

즉 때때로 산장같은 곳에서 모임을 개최하여 

사색적이고 자유로운 시간을 갖게 하는데, 

이것은 오직 시장 관리나 조사에 종사하는 

사람들만이 그러한 '연구소(think ta시0，의 

활동에 참여하는 미국의 경우와는 다른 것이다. 

계획들의 개발 과정에 관한 책자도 전체 

직원들에게 돌려 보도록 하여 흥미나 논평 

그리고 관심을 자극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의 디자인 작품의 예로서,우리는무게가 

가벼운 사진 복사기인 콩코드(Concorde) 

PCJ0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현존 

제품들의 시장 조사 결과는 고속이면서 많은 

비용이 든 복사기들이었는데, 그것들은 

일반적으로 커다란 상업용 기계들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치열한 경쟁 시장의 또다른 한 

쪽에는 소규모의 사업이나 상점, 클럽 혹은 

스튜디오 그리고 개인의 사용을 위한 복사기에 

대한 엄청난 시장 잠재력이 있었다. 캐논사는 

값이 저렴한 모델을 개발하였는데, 이것은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the state-of-the-art) 

상업 유니트들보다는 느리기는 하지만 

효과적이며 컬러 인쇄가 가능한 것이었다. 그 

기계가 적절하고 유용한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은 훨씬 더 정밀해야 했고 또 

가능하다면 휴대가 가능해야 했다. 캐논사는 

결국 콩코드(Concorde)가 가정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기계는 현재 정밀하고 운반이 가능하며 

조작이 간단하다. 또한 그 기계는 이러한 

특성들을 그 자체의 모습에서 잘 나타내고 

있다. 최종 제품은 분명히 세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겸손한 것이다. 이러한 콩코드는 

강력한 시각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엄청나게 

광범위한 잠재적 사용자들에게까지 제품을 

어필(appeal)할 수 있는, 보다 조용하고 중립적인 

형태에 대한 일본인의 성향을 전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을 채택하여 

복사기의 외관을 결정하는데, 이것은 이런 

방법을 쓰지 않는 그밖의 수많은 유사 

모델들의 미학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시대에 

뒤진 범례를 따르지 않게 해준다. 미래에 

관해서 시노하라는 개개의 제품들에 관해 

생각하는 것보다 통합된 조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으며, 또한 그는 가정 

정보 조직 (home information system)에 관한

“새로운 디자인과 신기술의 범람으로 

인해 디자이너들은 앞일을 생각해야 

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디자인하는 미래의 

제품들은 환경적인 변화들을 앞지를 

것이고 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 캐논사의 히로시 시노하라.

1. 모델은 LED 정보 판독 징치(LED readout)와 

간단하고 밀집된 제어 장치를 갖고 있다.

2.특별한 차대받이 장치로 1984년형 

프렐류드(Prelude)에 낮은 측면 덮개를 사용할 수 있다.

3.1984의 프론트一엔드(front-end) 디자인은 어코드 

해취백(Accord Hatchback)에 맵시난 모습을 제공한다.

4. 시빅 (Civic)은 소박한 차형으로부터 멋진

1984년형 CRX로 발전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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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1 . 혼다 시브!(Honda Civic)의 해치백은 플로우어와 

뒷좌적을 나누어 놓았다.

2 .재디자인된 혼다 프렐류드(Pr이ude)의 전체 계기반. 

3.시빅(Cmc) CRX의 시계와 통풍구멍들 및 계기실.

4 .CRX의 트렁크와 연료 주입구의 시동 장치들.

그의 개념의 개요를 작성하였다. 그의 

아이디어를 명백하게 해주는 도표에 따르면 

그는 그러한 조직이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수요자들과 기능들의 범위를 알고 있었다. 

수많은 축들이 중심점에서 교차하고 있었는데, 

이는 영국의 국기인 유니온 잭(Union Jack)의 

스케치와 비슷하다. 이들 하나하나는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 개인 영역과 공공 영역, 

자아 실현과 사회적 활동, 미래의 계획과 

당장의 향유 그리고 정보 저장과 정보 

활동같은 양극의 것들을 대조시켰다. 그러한 

양극들 중의 하나 혹은 그 이상과 관련되어 

있는 도표를 통해서, 그는 일련의 기능적 

가능성들을 인식하였다. 예를 들어서, 게임들과 

음악 그리고 드라마는 사적 영역의 '당장의 

향유로 분류되었다. 교육과 학습 보조들은 

공공 영역의 '미래 투자'에 관련되어 있었다. 

가정의 실험실들과 취미들은 사적 영역의 

'자아 실현'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 밖에도 예가 

많이 있었다.

그 도표는 사색적이고 개략적인 것이었는데, 

실제적 계획을 나타내기 보다는 오히려 

가능성을 표시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노하라가 강조한 것은 중요한 

것이었다. “그러한 조직은 가정의 두뇌가 

되어서는 아니되지만, 가정 생활의 필요나 

본성에 관련되는 가정의 심장은 될 수 있다. 

우리는 '가정이 무엇인가' 그리고 '가정을 

이룩하고 또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와 같은 문제들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비록 가족 단위를 예로 사용하였어도, 

그는 그러한 조직들이 비가정적 상황들에 아주 

잘 응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사실상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것처럼 가정은 거의 

확실히 미래의 사회적 그리고 개인적 생활의 

초점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시노하라는, 캐논사는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적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위해서 변화를 극복하는 일본의 전통적 

융통성에 관해 이야기하였다. “새로운 기술과 

더불어 우리는 신개념과 신제품 그리고 새로운 

시장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디자인 조직도 

역시 적응해야만 한다. 사실상 그는 미래에 

가서는 회사가 디자인에 의해 이끌어져 가게 

될 것을 예견하고 있다. 우선, 그는 디자인을 

세 개의 부서로 나눌 것을 계획하고 있다. 

첫째의 부서는 당시의 발전이나 제품 생산과 

관련된 것을 담당한다. 둘째의 부서는 3〜5년 

후를 준비하는 계획들에 관한 작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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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RX는 팔걸이와 창의 크랭크(crank)를 

통합하고 있다.

2 프렐류드의 오목하게 들어간 팔걸이와 지도함

3 .캐논사의 스냅피Snappy) 20은 35mm 자동 

카메라로 5가지 색깔로 디자인되었다.

4 F-1 은 동일 디자인을 계속 사용하는 SLR 

시리즈의 효시였다.

세째의 부서는 5〜10년 후의 가능성과 기업의 

자원들과 사회적 변화들을 포함하는, 디자인에 

관한 지식을 초월하는 도전을 검토한다.

전문적 활동의 30여 년 동안은 오직 

디자인의 잠재력을 실현하려는 시노하라의 

언명을 강화시켰을 뿐인 것 같다. 기품 있고 

유모어 스럽게 이야기한 아이디어들과 통찰력은 

이렇게 유쾌하고 탁월한 사람으로부터 쏟아져 

나온다. 시노하라는 미래에 관해서 열심히 

이야기하면서 , 해결책은 기술적인 필요성보다는 

인간의 필요에 입각해 찾아야 하고 또 국제 

시장들에서보다는 지역 집단들내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혼다사

1%8년에 소이찌로 혼다(Soichiro Honda)가 

창립하였고, 그의 이름을 본따 회사의 이름으로 

한 이 회사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유용성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혼다사가 성장함에 따라 특수 기능들이 

분리되어 독립한 회사들을 이루게 되었고 또한 

혼다 조사 개발 그룹(the Honda Research and 

Development Group)이 디자인을 담당하게 

되었다. 나는 토오쿄오의 북부 교외에 위치한 

와코(Wako)에 있는 조사개발센터 (R&D center)의 

감독인 시니아 이와꾸라(Shinya Iwakura)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데 그곳엔 혼다 자동차 

디자인 센터도 위치하고 있었다. 이와꾸라는 

1950년대 후반 회사의 스타일링부가 처음 

창설되던 때부터 혼다사에서 일하기 

시작하였고, 회사의 조직을 통해서 그의 현재 

지위인 상급 경영자로 승진하였다. 이것은 

승진의 전형적 패턴이기는 하지만, 여러 면에서 

이와꾸라는 온화한 일본 사업가의 진부한 

이미지에 어긋나는 사람이다.

이와꾸라는 미술 교육을 받았지만, 공업에 

대한 그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그가 한 

공부가 적당치 못하다고 느꼈다. 그는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고 결심하고 혼다사에 들어 

갔다. 그때가 50년대 후반이었고 혼다사가 막 

경영상의 혹자를 기록하기 시작하던 때였다. 

“혼다사가 그렇게 새로운 회사였다는 사실은 

극복해야 할 과거의 영향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라고 그는 이야기하였다. 또 

“우리는 우리 자체의 독자적 아이디어들을 

만들 수 있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도요다 

・ (Toyota)사와 댓선(Datsun)사는 그들이 

극복해야만 하는 막중한 외국의 영향을 받고

58 산업디자인 76, 1984 /10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혼다사가 디자인과 제조업의 새로운 분야에 

뛰어 들고 있는 동안에, 전통적인 일본 예술과 

문화는 이러한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와꾸라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그것은 분명히 무엇인가를 만드는 방법에 관한 

기본적 접근 방법의 견지에서 중요했다• 일본의 

자연적 조건들이 불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상당한 제한들내에서 일해야만 하고 또 자연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자연이 인간을 

위해 일하도록 하기 위해 자연에 적응해야 

한다.… 그러므로 역사적인 전통은 세부에까지 

민감할 수 있는 능력과 근소한 차이들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공하는 밑바탕이 된다. 또한 

외래의 영향을 적극적으로 극복하는 전통도 

중요한 것이다.” 혼다사의 발전과 혁신에 대한 

혼다사의 태도가 혼다사의 점진적이고 상세한 

접근 방법에 있어서 이러한 전통의 특징으로 

인용되었다. 처음으로 모터화된 자전거를 

제작할 때까지, 그리고 그 다음으로 소형 

엔진들을 개발할 때까지 혼다사는 모터 

사이클과 소형차를 만들기 위해 점진적으로 

발전하였다. 대형 자동차를 만들게 된 것은 

그것의 논리적 귀결이었다.

1%4년에 자동차 생산을 시작하였는데, 

경량급 트럭과 MG 엔드 오스틴-힐리(The 

MG and Austin-Healy)사와 같은 영국의 

선례들에서 많은 시각적 도움을 얻어서 제작한 

S500이라는 2인승 소형 스포츠 카를 

생산하였다. 1967년에 N36O이라고 하는 2기통 

미니카를 생산한 것이 혼다사의 사업 방향을 

위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또한 그 

개념이나 형태에 있어 영국의 선례를 본딴 

것이 분명한데, 즉 알렉 이시고니스(Alec 

Issigonis)가 1967년에 제작한 오스틴 -모리스 

미니(Austin-Morris Mini)와 상당히 닮은 

것이다. 그러나 가족용 자동차에 있어 획기적 

변화를 일으켰던 N36O은 소형으로 상당한 

성공을 거둔 시민의 차(Civic Saloon)로서 

1972년에 처음으로 생산되었는데, 이 자동차는 

혼다사의 독자적인 접근 방법을 명확히 

나타내고 있었다. 이 당시까지 회사는 공학과 

디자인 능력을 확립하였는데, 이로 인해 회사의 

자동차 생산 범위를 어코드(Accord)나 

발라드(Ballade) 그리고 프렐류드(Prelude)와 

같은 보다 강력한 대형의 모델들로 확대시킬 

수 있었다.

시장의 조건들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일본 회사들의 특징이다. 그리고 

혼다사 또한 예외는 아니다. 이와꾸라는 일본의 

접근 방법은 근본적으로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통적 

가치들을 강조한다.

“거의 예외적 현상이 없고

또 보편적 필요들에 맞도록 조정된 디자인을 

갖고 있는 대단히 동질적 사회인 일본에는 

가치들이나 생활 양식 그리고 사고의 공통적인 

틀이 있다..변화의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그래서 

세부나 품질에 대한 관심은 많은 양을 파는 

데에 필요하다.” 사람들은 대량 생샨에 

이상적으로 적합한 사회라는 인상을 받게 된다. 

혼다사는 제품이 생산되기 전에 그 제품이 

옳다는 확신을 얻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뿐만 아니라 국제 시장에 내놓기 전에 모든 

문제점들을 제거하기 위해 그 제품을 우선 

가정에 배포시킨다.

이와꾸라는 사용자들의 마음을 끌고, 그들의 

필요에 적합한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일본에서 종종 실재하는 진부한 

디자인에 관해 이야기하였다. “이와 같은 것은 

시각적으로 여러 가지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즉, 예를 들어서 기쁨을 주는 모양이나 

공격적인 형태 혹은 사치스런 인상들이 

그것이다. 서구 여러 나라에서 고전적인 

표준들이 한때 하나의 규범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 문화에서 미적 표준들은 

절대적이다. …20년 전에 조사와 개발이 

하나로 통합되어 혼란이 야기되었던 이래, 

처음으로 조사와 개발이 분리되었다. 분리에 

의해서 강력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이것들은 공학, 

제품 검사, 조사와 개발(R&D), 디자인, 재무, 

생산 그■리고 판매 계통에서 선발된 15명으로 

구성된 전략 위원회의 엄격한 평가를 한 

후에야만 비로소 개발의 단계로 이행될 수 

있다. 적어도 일년에 한번, 위원회는 전략을 

협의하기 위해 세계 시장들로부터 온 

대표자들과 회합을 갖는다. 근로자들의 

아이디어도 또한 두 가지 방법으로 그 과정에 

반영된다. 즉, 아이디어 컨테스트와 향상 제안 

제도(an improvement-suggestion system)가 

있는데, 여기서는 주로 세부적인 일들과 

관련되는 것을 다루게 된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계획들은 수많은 

원천들로부터 생겨날 수 있다. 디자인 기능은 

그것을 조사와 개발에 두게 하여 다른 

부분들과 협동하여 일하게 함으로써, 그리고 

전략 위원회에 그것을 설명함으로써 완전하게 

된다. 어떤 계획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면, 

디자인 팀들이 구성되고 또 그것을 배당받게 

된다. 그들의 역할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를 조화시키는 것이다.

①순수한 미적 가치들의 존재 : 중요한 

기본적 요소.

②소비자에 대한 봉사의 정신.

③혁신적인 품질 : 새롭다는 것은 꼭 

기술적인 혁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기술이 사회에서 이로운 가치를 갖는가를

“일본 사람들의 행동 양식은 관리가 

조직적으로 잘 이루어진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존중할 것이다. 문제는 기다리는 

동안에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지만, 우리는 

문제점들을 회피하려고 애쓰고 있다. 

훌륭한 질의 디자인은 행동 양식을 

개선시킬 수 있다： 一일본국영 철도 

회사의 산께이 이시노.

고려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디자인 그룹의 일 중에서, 이와꾸라는 장기적 

전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제품의 변화는 기술적 

문제와 소비자간의 관계에 조화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고 그것은 보통 3년을 

주기로 작용한다… 그것은 이윤 획득의가능성 

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제품의 용인 수준이다.”

새로운 프렐류드(Prelude) 모델이 이것을 

실증해 준다. 그것은 종전의 異形을 

대치하였는데, 이것은 L8리터의 엔진과 

앤티로크(anti-lock) 브레이크 조직(일본에선 

처음 나온 것임) 그리고 앞부분의 丫자형 

(double-wishbone) 차대 받이 장치를 첨가한 

것이었다. 이러한 기술 혁신들은 오랜 기간에 

걸친 혼다사의 공학 연구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나, 새로운 자동차는 그 개념으로부터 

생산에까지 이르는 데 단지 2년의 개발 기간이 

소요되었을 뿐이었다. 외견상 그것은 종전의 

것보다 상당히 향상된 것이었다. 그 자동차는 

맵시 있는 쐐기 모양(wedge-shaped)이며, 꼬리 

부분은 또렷이 모가 져 있기 때문에 그것의 

균형 잡힌 선들은 공기의 흐름을 부드럽게 

해주고 또한 평면으로 된 전후방의 창문들과 쑥 

들어간(recessed) 문손잡이, 그리고 열면 튀어 

나오게 되어 있는(pop-up) 전조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디자인이 많은 요소들을 

해결하는 수단이 된다는 이와꾸라의 견해를 

예시해 주는 것 중 흥미로운 것은 신형 전방 

차대 받이 장치 (front suspension)에서 찾을 수 

있었다. 丫자형 충격 장치를 사용함으로써 보다 

나은 승차감을 갖게 하며, 또한 종전의 맥퍼슨 

받침 (Macpherson Struts)보다 우수한 조정이 

가능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맵시 

나는 외관과 기체 역학적 효율에 도움을 

주도록 자동차 덮개선(hood line)을 종전보다 

낮출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운전자의 좌석에 

관해 인간 공학적인 고려를 상당히 하였다. 

기구의 사용은 인상적으로 결점이 없고 잘 

짜여 있었으며, 내부의 색채들과 내장 재료들은 

차분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 세부를 

꾸민 것을 보면, 품질과 세부를 깊이 연구한 

후에 제작한 것이라는 느낌이 든다.

일관 작업 과정을 거쳐서 완성된 자동차를 

보면, 그 차의 디자인이 얼마나 제조 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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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들이 주위 환경들 속에서 어떻게 보일지를

…후지산 곁의 평원가 같은… 알기 위해서…

잘 맞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디자이너들과 

엔지니어들은 정규적으로 회합을 가짐으로써 

생산성과 품질 그리고 조립의 편의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였다. 혼다사는 생산에 

있어서 고도로 로보트화 되어 있지만, 

근로자들을 위해 냄새나 소음 혹은 지루함의 

문제가 있는 공정에만 오직 로보트를 도입하는 

것이 혼다사의 정책이다. 프레스로 제작되는 

자체 부분들과 같이 품질이 중요한 곳 중 

몇몇의 경우엔 수동 작업으로 환원되었다. 

인접한 발라드(Ballade) 생산 계열에서는 

판넬들(panels)을 기계로 처리하였다. 이와꾸라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즉, “우리는 품질 

유지에 관한 것은 근로자들에게 의존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창조적인 관심을 

유지시켜야만 하는 것이다.”

혼다사가 자동차 생산에 종사해 온 것이 

20년도 채 못된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혁신적이면서 높은 품질로 그들이 일본의 

제조업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현재의 지위는 

그만큼 더 놀랄만한 것이다. 분명한 것은， 

회사가 고도로 재능이 있고 또한 전문적인 

디자인 그룹을 발전시켜 왔다는 것인데, 이 

디자인 그룹은 회사 구조속에 적절히 통합되어 

있고 또한 자동차 디자인에 관한 독특한 접근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우리의 목표는 기쁘게 

제품을 생산하여 기쁘게 팔수 있으며 또한 

우리 제품의 소비자들이 기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와꾸라는 단언하였다. 

미국인이나 유럽인의 말이라면 단순한 

선전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와꾸라가 한 

말이므로 그것은 믿을만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혼다사가 내건 최근의 슬로우건은 

'자동차 공학의 예술(the art of car engineering)' 

인데, 이것은 진실이며 허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일본 국영 철도 회사

객차들을 재디자인하고 또 페인트를 칠하게 

하여 그 객차들이 그것들이 통과하는 지방과 

조화되어 잘 어울리게 하는 미국의 철도 

행정부를 상상해 보라. 또 실제적으로 문화의 

파괴나 낙서가 없는 미국이나 영국의 

철도조직을 상상해 보라. 아마 당신이 

승객이었던 적이 있다면 당신은 그러한 

경우들을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들이 바로 다른 국가의 

철도로부터 일본 국영 철도를 구별시켜 주는 

두 가지 요소들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다른 국영 

철도회사와는 달리 JNR(일본 국영 철도 히사: 

Japanese National Railways)은 독점으로 이익을 

얻지는 않는다. JNR은 수많은 사조직들과 

직접적으로 경쟁한다. 운수성의 감독을 받는 

会社인 JNR은 신깐셍 (Shinkansen)으로 가장 

유명한데, 이것은 맵시 있는 '탄환 기차(bullet 

trains)'로 그것이 처음으로 소개된지 2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진보한 디자인과 기술에 관한 

강력한 이미지를 주고 있다. 사실상, 

신깐셍이란 단어는 시간 개념에 관련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 기차는 사람들의 分秒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JNR의 토오쿄오 본사에서 JNR의 차량 

디자인부에서 일하는 쇼이로 이시도(Shojiro

“일본에서 자연 환경은 몹시 불리하다. 

사람들은 상당한 제한들 속에서 일해야 

한다. 즉, 자연을 변경시키려고 애쓰기 

보다는 오히려 사람을 위해서 자연이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 자연에 적응한다. 

역사적인 전통은 세부에 대해 민감할 수 

있는 능력과 조그만 차이점들에 대한 

명백한 정의를 제공해 주는 기초이다:' 

一혼다사의 시니아 이와꾸라

Ishido)와 다께이 이시노(Takeji Ishino)에게 

철도 회사의 디자인 활동들에 관해 설명을 

들으면서 오후 시간을 보냈다.

그들이 설명해 준 바에 따르면, 전쟁 직후의 

기간 동안 철도는 완전히 재건설되어야 했고 

또한 재설치되어야 했다. 이것은 단지 국가의 

수송 조직을 작동하게 하기 위한 미봉책이었다. 

그러나 이미 1953년에는 고속화를 위한 에너지 

절약형 동체, 즉 신깐셍의 기초가 되었던 

모노코크식 구조(monocogne: 동체를 프레임 

없이 가벼운 강판이나 플라스틱판으로 만든 

것)의 기차에 관한 작업이 시작되었다(물론 

에너지 보존에 관한 일본의 관심은 OPEC가 

미국의 활동을 야기시키기 15년 정도 전부터 

시작되었다). 1957년에는 통근 열차들의 

내외장을 다시 디자인하여, 외부의 색깔들을 

표지나 지도 그리고 시간표 등에 나타나 있는 

각각의 노선을 위해서 색채-암호 조직(color

coding system) 의 한 부분이 되게 하였다.

디자인 위원회 (Design Committee)는 

1958년에 필요한 것들을 알아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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磁気的 작용으로 공중에 뜨는 시험용 열차

운전자의 시계를 개선시킨 조종실의 재디자인.

円。白□□□□□□□□□□□□□□白 冃달 더口 

丄尸弋f . ■ 口 户占--J弋朴匸亡

白口口□口

一一已，、 一——

공중에 뜨는 열차는 極性화된 공기 위를 달린다.

문제점들에 관해 조언을 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현재 이 위원회는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JNR과 사영 철도 

회사들 그리고 차량 제조에 관계하고 있는 

제조업자들 중에서 선발된 사람들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패션 디자이너나 인테리어 디자이너 

혹은 산업 디자이너들과 예술가들 등의 고문을 

고용한다・ JNR의 디자인 담당 직원들의 

대부분은 공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들의 대다수는 그외에도 인간 요소들이나 

인테리어 디자인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 비록 디자인위원회는 기획들을 접수하고 

또 그것들에 관해 논의하기는 하지만, JNR의 

경영진이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지만 디자인 정책이 어떤 일반적 전략에 

의해 구속받지 않지만, 한번에 하나씩 특정 

문제점들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디자인 정책이 

전개된다. 1957년에 색채 계획들이 연구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196。년대 초반에 디자인 

위원회는 안락한 승객용 좌석에 관해 

연구하였다. 급행 열차와 특급 열차 그리고 

통근 열차의 차량 형태를 결정하기 위해서 

높이와 중량의 백분위수에 관해 인간 공학의 

조사를 하였다. 객실들이나 열들 혹은 등급들, 

뒤집을 수 있는 좌석들이나 눕힐 수 있는 

좌석들 그리고 침대들과 같은 것들의 상이한 

설계를 고려해 보았는데, 이는 외부의 인간 

공학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졌다. 이미지, 

내구성, 색채 그리고 내부 디자인을검토하였다. 

디자인 위원회가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이한 해결 방안들의 모델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선택된 것들이 

생산에 들어가게 되었다.

마찬가지의 순서에 의해 점진적 방법으로 

다른 요소들도 유사한 고려의 대상이 되었다. 

1966년에 손잡이, 선반 그리고 재떨이와 같은 

내부 시설들을 변경시켰다. 동시에 안내판과 

안내 표지를 재디자인해서 눈의 집중, 높이 

그리고 시선에 관한 세밀한 분석에 적합하도록 

하였다. 1972년에는 화장실의 시설들을 

재검토하여 개선하였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kank Lloyd Wright)가 

그의 집들을 유기적으로 그것들의 환경에 

어울리게 하기를 원했던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JNR이 그의 열차들을 도시나 교외 그리고 

농촌 환경에 '어울리게(阮)' 할 것을 

결정하였던 1977년에 특별 계획과 통상 계획이 

시작되었다. 산업 디자이너인 이하라(Ihara)는 

색채 심리학, 대중의 기호, 청소 그리고 

경제적인 유지에 관해서 연구하였다. 기차들의 

독특한 선들과 형태들이 효과적이고 매력적인 

시각적 영향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상이한 

색채 계획들을 실행하였다. 이러한 종류의 

외부 디자인 (열차들의 외모가 어떻게 시골 

풍경과 상호 작용을 하는가)의 실행은 최상의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거시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그것은 완전히 통합되고 또한 조화된 

환경을 창조하려는 일본인의 관심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正式의 정원들이나 다도의식 

그리고 꽃꽂이들과 같은 그들 문화의 

타영역에서 분명히 입증되는 것이다.

1980년에 디자인 위원회는 다시 열차 内装에 

눈을 돌렸다. 유럽과 북미의 열차들을 

연구하였고, 일본의 열차들을 형태학적으로 

분석하였다. 내부 시설들의 공간적인 영향과 

심리학적인 효과를 조사하였다. 식당차를 

위해서는 식욕에 대한 색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외부 빛깔들과 관련하여 

내부 시설을 연구하였는데, 그것은 상아색의 

배경을 좋아 하는 일본인의 기호를 보여 

주었다. 그렇게 하여 천장, 벽, 문, 의자 그리고 

커텐과 같은 독특한 모습들에 이러한 연구들을 

적용시켰다. 극히 최근인 1982년에 전체적 

조명의 분석이 행해졌다.

물론 이러한 영역 모두에서의 정책 결정들은 

새로이 제작된 차량에 한해서만 시행되고 현존 

차량은 전체적 改装중에 조직적으로 개조된다. 

예를 들어서 도까이도선(Tokkaido Line)의 

신깐셍 차량에서는 2대는 전체적인 개장을 

하였고 또 33대는 정책의 전개와 조직의 

확장에 따라 적응할 수 있도록 부분적인 

변경을 시켰다. 혼다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접근 

방법은 급격스런 개혁이라기 보다는 점진적인 

개량이라고 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인 문화 

예술 파괴 행위 (vandalism)라는 문제에 대한 

의문 때문에 미국과 영국에서 대중 수송 수단과 

대중 시설들에 관계하는 디자이너들은 상이한 

일본의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보다 깊이 알고 

싶어 하였다. 그에 대한 대답은 “물론 우리는 

유지에 있어 문제점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었다. 이시노는 그의 서류를 잠시 살펴본 

후에, 크기와 거리 그리고 인간 공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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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 파나소닉의 모델인 VW-39OO은 어깨에 멜 수 

있는 비디오/녹음 전문용 카메라이다.

우 : PK-805 비디오/녹음 카메라는 비교적 무겁기는 

하지만 사용하기엔 쉽다.

하 : 테그니컬러 슈퍼一8(Technic이。r Super-8) 

녹음/칼라 카메라는 지극히 가볍고 간단하다.

견지에서 승객들이 재떨이와 휴지를 그리고 

창의 테이블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관한 

1974년의 디자인 조사 명세를 제공해 주었다. 

영국에서의 몇 가지 문제점들을 설명한 후에 

다시 본래의 의문에 관해 말하였다. “기다리는 

동안에 시간을 보내는 것, 즉 지루함이라는 

문제가 있다”고 이시노는 답변하였다. 또한 

그는, “그러나 우리는 문제점들을 회피하려고 

노력한다. 좋은 품질의 디자인은 품행을 

개선시킬 수 있고 또 우리는 일본의 대중들이 

훌륭한 디자인을 높이 평가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였다. 사람들은 단지 자기들이 문화 

예술의 파괴행위(vandalism)가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고 결론지을 수 밖에 없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JNR의 디자인에 대한 접근 

방법은 상당히 많은 공학적 기초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산업 디자이너들을 고문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룩된 것이었다. 이러한 점이 

서구의 국유 철도 조직과는 현저히 다른 

것인데, 그 곳에선 디자인의 모든 면들이 

따라야 할 기 업 획 일화 정책 (corporate identity 

p시icy)이 없다. 그 대신에 그것의 이미지는 

명백히 규정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으로부터 

생겨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이미지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의 질과 직원의 

작업 조건들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세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는다는 점에 나타나 

있다. 이처럼 어떠한 기업 이미지도 보상할 수 

없는 필수적인 것들에 대한 실용적이고 또 

실제적인 배려에서, 나는 그것이 전형적인 

일본의 특성이란 것을 깨닫게 되었다.

마쯔시다 전기회사

“나는 산업 경영자들의 임무는 가능한 한 

최저 가격에서 그 제품을 널리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전세계의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헨리 포드(Henry Ford)가 1912년경에 한 말? 

아니다. 1918년에 그의 이름을 본따 거대한

''우리는 이익을 필요로 하는 건전한 

상업 구조와 관련된 사업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 기업 디자이너는 그들의 

지식을 제품 디자인에 환원시키기 위해서 

사회적 변화에 민감해져야 할 것이다:' 

-마쯔시다 전기 회사의 가쯔히꼬 나가다.

전자 공학 회사를 창립하였던 고노스께 

마쯔시다(Konosuke Matsushita)의 말이다. 물론 

마쯔시다 전자 공업 회사(Matsushita Electric 

Industrial Company)는 그 회사의 상표 

이름들인 내쇼날(National), 파나소닉 (Panasonic), 

테그닉스(Technics) 그리고 퀘이사르(Quasar)로 

더 잘 알려져 있지만, 고노스께의 이상인 

'정성'은 분리할 수 없는 회사 기풍의 한 

부분이다. 모든 방문객들은 우선 회사 박물관을 

방문하도록 되어 있고, 또 회사의 철학과 

구조를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영화를 보게 하고, 

다음으로 오늘날 실제상으로 회사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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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고 있는지에 관해 설명을 듣는다. 나는 

'기업 획일화(corporate identity)，란 말이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서구의 방문객들에게는 

혼히 이해하기 곤란한 것이지만, 일본의 성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고노스께 마쯔시다의 첫번째 제품은 그가 

집에서 만들었던 복식 자전거 라이트 어댑터 

(a two-way bicyde light adapter)였다. 이것이 

성공함에 따라 1920년대에 자전거 램프와 소형 

전기 장치들로의 확장을 가능케 해주었고, 

1930년대에는 라디오가 생산 품목에 

추가되었다• 오늘날의 이 회사는 14,000가지의 

제품들을 제조하고 있으며, 연매출고는 총계 

150억 달러를 넘고 있다.

디자인 부서는 1950년대 초에 분리되어 

설립되었으며, 오늘날엔 회사의 조직에서 절대 

필요한 부서가 되었다. 파나소닉 비디오 

레코더부(the Panasonic Vibeo Recorder 

Division)에서 산업 디자인 부장으로 일하는 

가쯔히꼬 나가다(Kazuhiko Nagata)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기본적인 원리는 변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적 변화 때문에 디자인에 

대한 접근 방법은 변화하였다.”

이것은 디자인 교육 기관에서 직접 고용된 

디자이너이거나 일에 종사하는 동안에 배운 

디자이너 이거나를 불문하고 디자이너들에 대한 

배려와 자극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한명의 디자이너가 

5년 이상 동일한 임무에 남아 있는다는 것은 

드문 일이다. 나가다는 부서별 순환 

시스템 (the divisional rotation system)이 개발과 

창조성을 고무시키는 데 있어 중요하며 또 

디자이너들이 경영자직으로 승진하기 전에 

여러 부에서 일할 수 있게 한다고 믿고 있다. 

직장내 수습 훈련(on-the-job training)과 해외 

연수를 포함한 특별 임무들은 디자인 부원들이 

새로운 환경들에 적응할 수 있게 해 준다.

나가다와 나는 최근에 소개된 NV-100 

휴대용 VHS 비디오 시스템(Portable VHS Video 

System)에 관해 논의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기술적인 개발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는 공학 부문에서 

시작되었다• 의견의 일치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 경영층으로 하여금 

하나의 계획의 생존 능력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의 디자인이 

전개되는 각각의 단계마다 그것의 수용 

가능성에 관해서 최고 경영자나 시장 관리 

직원들과의 협의가 계속된다. 이 경우에는, 

하나의 계획을 위한 팀에는 엔지니어들을 

포함해서 5명의 구성원이 배당된다.”

초기의 단계에서는 제품의 성질과 특성을 

규정하기 위해서 디자인 부서에서 일련의

아이디어 개요들을 개발하게 된다. 나가다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一

“이 경우에 있어서는 광범위한 부속품의 

사용 가능성과 함께 휴대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였다.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로서 전통적인 개념들을 채용하였다.” 

동시에, 제품의 기능적인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 

그래프를 만들었다. 이것은 한 장의 종이로 

되어 있는데, 세로단(vertical column)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각의 단은 무게나 크기 

그리고 성능상의 특징들과 같은, 독특한 기능적 

요소들을 담고 있다. 즉 단의 아래쪽에는 기존 

모델들의 성능을 싣고 있고, 윗쪽에는 이상적인 

성능의 예보를 담고 있다. 현 디자인의 내역은 

그 둘 사이의 다양한 위치들에 기록되어 

있어서, 향상과 미래의 잠재력이라는 견지에서 

현재의 성과를 단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예를 들어서 비디오 조직의 중량은 

8. 4파운드이고(종전 모델들의 무게의 절반), 

경쟁 제품들보다 약 2파운드가 가벼웠다. 

목표는 그것을 다시 반으로 줄이는 것이었다. 

미래의 진보에 대한 관심은 마쯔시다사의 

어떠한 계획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부분이며, 

또 그것은 현재의 디자인 결정이나 진행중인 

조사 양자 모두에 초점을 제공해 준다. 

기능적인 그래프들이나 스케치들은 

개념으로부터 생산을 통해 본래의 아이디어를 

전개시키기 위한 기술적 비기술적인 기초를 

제공해 준다.

다음 단계에서, 제품 계획 부서(the 

product planning section)는 비용 계획들을 

포함하는 개괄적 명세 내역을 작성하게 된다. 

또 다시 합의에 도달해 외부 디자인을 위한 

전체적 개념이 수립되도록 하기 위해서 

디자인 부문과 계획 부문간 그리고 공학 

부문과의 협의가 이루어졌다. 

이때까지 그 제품을 단지 이차원적 

형태로만 시각화되었을 뿐이었지만, 삼차원적 

모델들이 건전된 계획을 위한 초점이었다. 

3단계로 실물 크기의 목업(mock-up)을 만드는 

것이 통상적인데, 첫단계에선 10개의 모델 중 

5개를 선택하고, 두번째 단계에선 죽소형을 

만들며, 최종 단계인 세번째 단계에서 

선택하게 된다. 그 과정의 처음 두 단계에서 

내부적 협의로부터 여전히 변화들이 생겼고, 

최종 모델은 판매 촉진 피드백 시스템(a 

market —stimulating feedback system)을 

통해 검사되었다. 최종적으로 어떤 

유니트들이 관련되어질 수 있는지를 분명히 

파악하고 또 어떤 효과적 공유 영역이 수립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모델을 위한 

계통표(a system chart)를 작성하였다. 이것이 

마쯔시다의 연구 모델 범위와 최종적인 

세공에 앞선 부속품 선택을 규정지어 준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상당히 잘 팔리는 

제품이 제조되게 되는데, 이것은 휴대 

가능성이란 개념을 널리 보급시켜 준다. 

기술적인 향상의 중요한 부분과 더불어, 

그것은 완전하고 또 일관 생산된 조직을 

제공하는 일본의 연구 방법의 전형이다. 

목표는 고객들이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추가해서 더 구입하거나 혹은 새로 교체하기 

위해 구매하는 것, 그리고 그 회사의 다른 

제품을 사는 것을 촉진시켜 줄 만족의 수준을 

확보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고객들을 

회사의 기풍에 통합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역시 현재의 수많은 일본 제품들의 전형인 

NV 100 시스템은 간단하고 또 기능적인 

외관을 지니고 있으며, 쉽게 조작법을 알 수 

있고 또 산뜻한 그래픽스(graphics)를 갖고 

있다. 외래의 장식적 모습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품질과 솔직한 표현 그리고 사용상의 

만족에 역점을 두고 있다. 마쯔시다의 

디자인에 있어서 제품의 퇴항적인 경향에 

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나가다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특성은 회사의 스타일이나 

개인들의 태도에서 보다는 오히려 하나의 

방법 (a method)에서 나타난다”. 그는 

디자인은 현재의 모델 이상을 보아야 하며, 

또 인간과 사물들간의 상호 관계의 한 

모습으로 보여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제품들은 그것들의 목적에 부합되어야 

하긴 하지만, 또한 그거들은 개별적이어야 

하고 또 그것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전체 

생활 양식과 조화되어야 한다. 미래에는 

이것이 훨씬 더 필수적일 것이다:

나가다는 마쯔시 다에 서 디 자이 너 들의 

역할에 관해서도 역시 현실적이다. “우리는 

이익을 필요로 하는 건전한 상업 구조와 

관련된 사업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 

기업 디자이너는 미래에 보다 더 중요하게 

될 것이다. 나는 기술적 혁신에 관해서 

그들이 조사 연구부(R&D)와 함께 일하도록 

하고 있다. 그것이 얼마나 진척될 수 

있는지는 상상할 수 없다. 그들의 지식을 

제품 디자인에 반영시키고 또 소비자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들은 사회적 변화에 민감해져야 

하고 또 그것을 적절히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유용한 디자인들의 

개발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二 그렇지만 나가다는 이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들 자신의 직업에 

있어서의 자기 향상과 더불어 디자이너들의 

역할에 있어서도 얼마간의 향상이 있어야만 

그들의 미래의 잠재력이 실현될 것이라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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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디자인정보 I

장애자를 위한 전자공학 분야의 현재와 미래

永田三郎（나가다 사부로） 캐논사 시청각 보조장비 부문 사업부장

1. 장애자를 위한 전자 공학

장기간의 기술 예측이나 새로운 가능성의 

조사 • 연구 등의 분야에서 빛나는 업적을 

올리고 있는 미국의 싱크 탱크 리서어치 

인스티튜드（Think Tank Research Institute : 

SRI）의 리처드 T 노크 박사는 다음과 같은 

대담한 예상을 기술하고 있다.

01980년대까지는 의료용 전자 공학 

（medical electronics）의 시대.

01980년대부터는 신체장애자를 위한 

장애자용 전자 공학（handicap electronics）의 

시대.

노크 박사의 예상대로 시대가 지나자 

전자식 탁상 계산기나 전자 계산기 등 잘 

알려져 있는 IC나 LSI 반도체 전자 공학이 

잇달아 우리들의 생활 환경적 측면에 진출해 

온 것 같다.

사실, 의료용 전자 공학의 급전개에 비해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각종의 질병은 

급속하게 감소해 갔다. 심장 혈관, 폐기관, 

신장 등의 병에 대한 인공 장기관의 연구 

개발은 그 추세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해 줄 

것이다.

또한 이들 인공 장기관은 질병의 

해결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떠나, 육체의 

쇠약함을 소생시키는 방면에도 동시에 

이용되어 간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 반면, 질병이 아무리 줄어 들고 

있다고 해도 애석한 일은, 심신장애 

（handicap）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선천적인 장애자가 

줄어든다고 해도 문명의 발달은 후천적 또는 

일시적인 장애를 불러 일으킨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크 박사가 말한 바와 같이, 

의료용 전자 공학을 통해 질병의 대책이 

확립된 뒤에는, 장애자를 위한 전자 공학의 

시대가 온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장애자용 전자 공학은 심신 장애의 모든 

문제를 심신의 결손이라는 형태로 취급하여, 

최신 전자 공학 기술을 이용한 해결 방법에 

관한 엔지니어링 분야의 총칭이다.

그것은 어떠한 형태로 전개되어 갈 

것인가? 그 예측에 관해서는 뒤에 

기술하기로 하고, 우선은 실증적인 견지에서 

현재까지 상품화된 장애자용 전자 공학 

기기나 현재, 학회나 기업 등에서 검토중인 

시작품을 표1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 표에서도 나타나듯이 다른 공업 제품 

분야와 달라서 제품 종류도 적고 상품으로서 

시판되고 있는 것（표에서는 고딕체로 되어 

있다）도 10몇점 밖에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분야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표1 장애자용 전자공학기기（의수, 욕조 휠체어, 침대등은 생략, 고딕체는 상품화된 것）

촉각이 용 청 각 이 용 시 각 이 용

•독서기 •음향판별독서기 • 약시용 T V.
OPTACON 옵터폰 각社

one hand optacon 렉시폰

스테레오토너

•음성 독서기

맹 Goodswell
Speech Optacon

•점자계산기 •음성계산기

테루브 레절턴 11
Oxford _ ARC 9500

인 AFB ARC 9000
Casio Speech +

•점차출력검출기. •음성측정기

• 촉각 T.V. MSC
•음향판별보행구 • 약시용 암시 경

용 Smith Getwell 팔스사운더 각社

공업기술원 레져 캔

（초음파 안경）

•도형인식장치 SONIC GUIDE • 전극자극 T.V.
阪大 （오오사카대） 소노스펙 Utah 대

武藏 （부소오） 공대）

• 보청기

각社

•발성훈련장치 • 매몰식 보청기 •발성훈련장치

귀 포네파 Stanford 대 America 귀머거리연구소

동북대 •발성훈련장치 동경대

머 위스콘신대

거 •언어발성장치 • 회화기

리
메이지대 MCM

TIC
용 Communicator

talking Brooch

즉, 다시 말하면 장애자용 전자 공학의 

현 단계는 소형 경량에 밧데리를 통한 작동 

기능이 뛰어난 보조적 기기가 개발되기 

시작하려는 시기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 

연장선상에서 살펴보면 우리들이 안경이나 

의치, 구두 등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부족한 기능을 구입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장애자를 

위한 전자 공학의 궁극적 목적은 의료용 전자 

공학에 해당하는 인공 장기간과 같은 대행 

기관을 직접 결손부에 설치하여 심신 장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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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필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된다. 그 경우 

대행 기관을 직접 사용하는 것은 심신 장애자 

자신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유자재로 

구사되는지 어떤지는 엔지니어링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 지도라든지 직능 훈련이라든지 

하는 소프트웨어에 의존한다. 즉, 

엔지니어링적 측면만 마냥 추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현재 일본, 미국, 독일 

그외 나라의 대학이나 연구소에서는, 

첨단적인 실험 연구가 추진되어 가고 있다. 

특히 미세 구조화된 반도체 전자 공학이나 

체내에 흡수되어도 액체에 의해 더럽혀 지지 

않는 함금, 수명이 긴 정전압 소형 전지 등, 

경제 사회의 고도 성장기에 발명된 풍부한 

기술이 장애자용 전자 공학 시대의 도래가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자용 전자 공학 분야에는 

인류의 꿈이라고도 할 수 있는 초능력 전자 

공학(Cyborg Electronics) 시대가 예견되고 

있다. 보청기처럼 생긴 통역기라든지, 안경과 

같은 번역기라든지, 공상 과학 소설에 나오는 

환상적인 미래도 어느 정도 실현될 것이고, 

인체의 개조,특히 뇌를 손질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이다.

2. 상품화된 장애자용 전자 공학 기기

표1에서 언급한 장애자용 전자 공학 기기의 

거의 대부분은, 세계 각국의 장애자 복구 

센터나 대학, 연구소 등에서 새로 만들어진 

것이다. 기업이 자체 개발한 예는 

극소수이다. 따라서 그것들은 주문이 있어야 

생산한다는 경우도 많고, 일반 상품과 같이 

가게에서 자유로이 살 수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또 자격을 가진 지도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사용법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심신 장애자 용품에 

관해 세계적으로 신뢰받고 있는 미국 맹인 

재단(American Foudation for the Blind : 

AFB) 의 맹인 용품 카탈로그를 보아도, 

주문을 받은 후 4주간이나 60일 등, 납기가 

긴 것이 짜임새가 있다.

⑴ 옵타콘 OPTACON)
미국 제품으로 TELESENSORY 

SYSTEMS 사(TSI) 에서 개발한 맹인용 

독서기 이다(사진1)・

스탠포드 대학의 전기 공학 부장인 J.G. 

린빌 박사가 어려서 실명한 딸에게 사회 

적응을 시키기 위해 SRI의 丿.C•브리스 박사와 

1971년에 공동 개발한 제품이다. 현재 개발된 

장애자용 전자 공학 부문의 대표적인 

기기이다. 이 제품 개발을 위해 미국 정부는

〈사진1〉맹인을 위한 독서기 OPTACON

〈사진2〉OPTACON TRAINING

맹인(우)을 training하는 optacon teacher, optacon 

teacher 앞에 띃인 기기가 visual display로, 맹인의 

손가락 끝에 신호가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가를

모니터하는 장치. 맹인의 오른손에 놓인 기기는 

Tracking Ad(카메라의 이동을 돕는 기구)로서, 이것은 

맹인이 카메라를 行에서 行으로 움직이는 것은 

어려우므로, 훈련 초기에 이 Aid를 병용해서, 카메라를 

움직이는 법을 습득하기 위한 장치이다.

20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지출했다.

소형의 폐쇄회로 TV를 손가락 끝에 대어 

촉각 스크린에 연결시킨 구조이다. 오른손에 

든 작은 카메라를 인쇄물의 글자의 줄에 대고 

움직이면서, 문자나 기호 • 도형 등을 

집어낸다. 카메라의 초점면에는 실리콘 

레치나라고 불려지는 6X24 매트릭스 

(matrix)상의 반도체 수광(노출계 따위가 

광선을 받음) 소자(전기회로 등의 구성 

요소로 그 자체의 작용이 전체의 기능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가 있고, 

집어낸 영상을 144개의 그림 요소로 분해하여 

촉각 스크린에 전달한다. 촉각 스크린은 

触知盤이라 불려지고 있는데, 이것은 

카메라의 실리콘 레치나의 배열에 대응하여 

6X24 매트릭스상에 가는 금속성 핀(pin)을 

배치한 것이다. 예를 들면 문자가 실리콘 

레치나의 위에 투영되면, 선에 놓인 소자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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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신호가 촉지반에 대응하는 핀에 

전달하고, 전자 회로의 작용에 의해 그 

핀만이 심하게 진동을 시작한다. 따라서 

반상에 손가락 끝을 가볍게 대면 문자의 

형상이 전부 그대로의 형태로 손가락 끝에 

전달되는 것이다.

옵타콘 이전에도 문자나 기호를 족각을 

이용하여 맹인에게 전달하려고 한 시도가 

어느 정도 행해졌지만, 그렇게 훌륭하진 

못했다. 옵타콘은 핀을 진동시키는 것과 

카메라를 글자의 줄에 대고 움직임에 따라서 

핀의 진동이 손가락 끝을 움직이는 이 두 

개의 새로운 발상에서 성공적인 개발이 

행해진 것이지만, 거기에는 피에조 소자라고 

하는 새로운 전자 공학 기술이 필요했다.

옵타콘은 맹인이 이것을 사용해서 마음대로 

구사하기에는 50시간 정도의 정형 （형을 

정하는）훈련을 사전에 받을 필요가 있다. 

훈련은 옵타콘 티쳐 （optacon teacher） 라 

불리우는 지도사로부터 1대 1의 지도를 

받는다（사진2）・ 현재 그 교본은 브리스 

박사팀이 고안한 영문자용밖에 없지만 

일본에서는 일본 옵타콘 위원회라 하는 

조직이 중심이 되어 일본문자용을 

개발중이다. 이미 문부성의 국립 특수 교육 

종합 연구소에서는 일본 字母의 매뉴얼을 

작성했다.

옵타콘은 가격이 130만엔 정도로 비싸기 

때문에 누구라도 손에 넣을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미 미국 ・ 스웨덴 - 서독 • 

네덜란드 등의 복지 선진국에서는 신체 보조 

기구로 인정되어 있고, 2,500대 이상이 

이용되고 있다. 더우기 맹인에게 인쇄물을 

읽을 수 있게 한다는 지엽적인 목적이 

아니라, 맹인이 이것을 사용하여 컴퓨터 

프래그래머나 오디오 타이피스트, 문서 

정리계, 교원, 비서 등 수많은 직장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일본에는 현재 맹인 교육 관계 시설이나 

맹인 복지 시설 15〜16개소에 옵타콘이 있고, 

맹아나 맹인이 구입한 것을 포함하여 40대가 

이용되고 있다. 1976년 봄에는 맹인 청년이 

옵타콘을 사용하는 프래그래머로서 大関 

（오오제끼） 주조（주）에 입사했고, 동경 

공대에서는 원자핵 물리 전공인 모든 맹인 

연구자가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

기점자 계산기와 음성 계산기

사진 3에 보이는 것이 맹인용 계산기의 

주요 제품들이다. 좌측에 있는 것이 TSI사의 

음성 계산기 SPEECH+ , 중앙이 AFB사의 

점자 계산기, 우측에 있는 것은 미국의 

Master Specialties 사（MSC）의 음성 계산기 

ARC 9500이다.

1 . ＜사진3〉맹인용 계산기（좌로부터 SPEECH + , AFB, 

ARC9500）

2 .〈사진4〉SPEECH +

3 .〈표2〉음성 계산기의 사양 일람

4 .〈그림1〉음파에 의한 장애물의 검출

5 ＜그림2＞SONIC GUIDE의 주요부

초음파 안경은 ①반쯤 열려 있는 것, ②후방에 튀어 

나온 TRUCK 짐받이, ③키가 작은 사람, ④늘어뜨린 

널빤지, ⑤통로에 길게 나온 간판 등, 맹인용 지팡이가 

닿지 않는, 또는 지팡이로는 알 수 없는 장해물의 

검출에 유리하다. SONIC GUIDE는 유효 검출 거리 

4.6m, 시야45°이匚E

SPEECH+
•8행 24wo「d.입력시의 Announce있음

• 전지식 충전 가능.482 g ・178X114X38m/m
• 4 칙 • % ・L -AM •정수 • 부동소수점 • 그외

• 공장도 가격 : $393,50
레절턴 11

• 10행 llword •입력시의 Announce 없음

• 가정용 전원 ・3500g ・275 X 220 X 86m/m・4칙 • 

% • discount•정수 • 부동소수점 • 그외•공장도 

가격 3 1잉0스위스 프랑

ARC9500
•8행 16word •입력시에 일부 Announce 있음 

• 전지식•무거움・254X191X76m/m・4칙 ・厂• 

역수 • AM •정수•공장도 가격 : $565
ARC9000

• 14행 16word •입력시에 일부 Announce 있음 

•가정용 전원•무거움・406X305X127m/m・4칙 • 

3각함수 • 대수 • 지수 • 그외 •공장도 가격 : $ 2400

66 산업디자인 76, 1984 /10



맹인에게 있어서 복잡한 계산은 어려운 것 

중의 하나로 들 수 있다. 일상적인 계산은 

암산이라든가 주판으로 행할 수 있지만, 

점역대수표는 사용하기 쉬운 것은 아니다.

1976년에 AFB 가 발매한 점자 계산기는, 

미국에서의 가격이 345달러로 계산 결과를 

키보드의 앞에 있는 점자표시부에 손가락을 

얹고, 한 글자씩 떠오르는 점자를 읽어서 

알게 되는 구조이다. 한 글자의 떠오르는 

시간을 길게 할 수도 있고, 반복해서 몇 

번이라도 결과를 되풀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점자를 읽을 수 있는 맹인에게 적합하다.

점자 계산기는 스웨덴 정부의 요구에 의해, 

스웨덴의 국책 회사 테루브가 패시트사의 

전자식 탁상 계산기에 접속하는 전자 장치로 

19乃년에 개발한 것이 시초이다. 그러나 대당 

가격이 2,(XX)달러나 되기 때문에 실용성이 

있지는 않았다. 그에 비하면 AFB사의 제품은 

기대할 수 있다.

맹인 가운데에도 점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또, 점자가 한자씩 나오는 

것에서는 기억하기가 어렵다는 인간 공학적인 

문제 제기를 기반으로 하여, 19乃년에는 

스위스의 인터직사로부터 레절턴11이라 하는 

음성 계산기가 발매되었다. 잇달아 미국에서, 

MSC 사에서 ARC 9500, ARC 9000, TSI 사에서 

SPEECH +가 1976년에 발매되었다.

이 제품들은 반도체 소자를 조합시킨 전자 

음성 장치를 내부에 장치한 계산기에서, 

키보드를 누르면, One • Two • Three 등과 

음성이 나오기 때문에, 계산 결과만이 아니고 

계산의 과정을 포함해서 귀로 확인하면서 

행할 수 있다. 예를들면 SPEECH+의 경우, 

12X 12二 144는 One • Two • Times • One • 

Two • Equal • One • Four • Foul•라는 식으로 

어나운스된다.

레절턴11이나 ARC 9000, 9500이 탁상형인 

것에 반해서, SPEECH+는 손으로 드는 

형이기 때문에 상당히 보급될 것이라 

생각된다. 일본에서의 가격은 13만엔 

정도이다(사진 4).

표2에 음성 계산기의 사양 일람이 나타나 

있다.

⑶ 초음파 안경

시력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 음파가 왜 민감하게 장애물을 잡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1793년에 이탈리아인 

스파란 싸니가 인간에게는 들을 수 없는 음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발표한 이래, 1세기 

반을 지난 1938년에, 미국의 동물학자 

D.R•그리휜과 물리학자 G.W피아스에 의해, 

그것이 초음파 레이더(Radar) 에 의한 

것이라고 해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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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사진5〉MCM 상 :〈사진6〉CANON COMMUNICATOR

초음파 레이더는 빛이나 음과 달라서, 

어느것에도 방해되지 않고 검출기로 

사용된다고 생각한 뉴질랜드의 L. 케이 박사는 

안경태에 초음파 발신기와 수신기를 부착한 

맹인용 보행 용구를 발명했다.

그림1과 같이 발신기로부터 방사된 

초음파는 동심원상의 전방에 확산해 간다. 

전방에 물체가 없으면 초음파는 반사하여 

되돌아 오지 않으므로 수신기에는 어떠한 

반응도 일어나지 않는다. 무엇인가 장해물이 

있으면 수신기는 반응한다. 그래서 미리 

수신기의 반응이 귀로 확인되도록 이어폰을 

귀에 연결하고, 안경을 쓴 채 전방으로 

나아가 본다. 앞에 장해물이 있는 경우에는 

되돌아온 초음파가 높은 단속음（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는 소리）으로 되고, 더우기 

장해물에 가까워질 경우에는 음이 커지게 

된다. 이러한 반응음을 여러 가지로 실시하여 

체험한 것에 의해, 맹인은 귀로 전방의 

장해물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위치, 거리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케이 박사의 발명은 뉴질랜드의 워말드 

비질랜드사가 1974년에 SONIC GUIDE라는 

이름으로 상품화 했다（그■림2）.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SONIC GUIDE는 

이것을 사용하여 자유롭게 구사하기에는 실지 

훈련이 필요하다. 미국의 서미시건 대학이나 

영국의 왕립 맹인 협회（RNIB）, 제조원 

등에서는 대략 3주간의 훈련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가격은 1,850달러이나 

일본에는 아직 수입되지 않았다.

초음파 안경은 일본에서도 동신전기（주）가 

소노스펙이라는 상품명으로 시판하고 있고, 

武蔵（부소오）공업대학에서의 연구도 계속 

되고 있으므로, 이제부터는 지팡이와의 

병용이 기대된다.

⑷ 약시용 TV
폐쇄회로 TV로 인쇄물을 영상 스크린에 

확대하여 밝게 보이게 하는 장치이다.

시력이 약한 사람은 문자나 기호 도형 

등을 크게 또 밝게 하면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구미에서는 매우 많이 이용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Apollo Laser 사를 시초로 몇 

회사가 1,000달러 전후에서 시판하고 있고, 

액세서리도풍부하다. 유럽에서도 스웨덴의 

테루브사를 시초로 대개 각국에 1회사 

정도씩 제조원이 있으며 잘 사용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주）미카미가 시판하고 있고 

최근 컬러 제품을 개발하여 장래가 기대되고 

있다.

⑸ 회화기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손쉬운 커뮤니케이션 수단은 손으로 쓴 

문자를 이용하는 것이지만, 구미인의 경우 

손으로 쓴 문자가 읽기 쉽다고는 할 수 없다. 

또, 후천적으로 말을 못하게 된 사람의 

경우는, 손기능도 부자유스러운 경우가 많고, 

손으로 글자를 쓰는 자체가 목적한 대로 되지 

않는 듯하다.

구미에서는 타이프라이터가 일상 생활에 

밀접해 있기 때문에, 귀머거리 협회나 장애자 

재활 센터에서는 타이프라이터를 사용해서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귀머거리에게 

커뮤니케이션 지도를 하고 있다.

MCM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라 하는 것은 

미국의 귀머거리 관계자가 개발한 것으로, 

현존하는 귀머거리의 커뮤니케이션 기기 

중에는 가장 우수한 것이라 생각된다. 미국의 

마이컴 인더스트리즈사의 상품으로, 

750달러 정도이다. 일본에는 아직 수입되지 

않았다.

이것은 사진5와 같은 구조로 키보드는 

타이프라이터의 배열로 되어 있고, 그 위의 

창에 친 문자가 LED표시된다. 32문자까지 

연결지울 수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사람이 정상인 사람이나 귀머거리인 사람에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창 위에 전화 수신기를 놓는 부분이 있다. 

MCM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소유한 

2사람의 통화자 사이에서는, 수신기를 이 

부분에 놓으면 발신자가 두드린 키의 문자는 

수신자의 창에도 표시된다. 이 때의 송수신은 

음향 연결기（acoustic coupler）라는 장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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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음파로 취급되는 것이다.

충전지식으로 크기는 2OX25X 8cm, 무게는 

L7Kg이며 휴대용이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사람의 

여행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3. 미래의 장애자용 전자 공학 기기

영국의 런던대학 정신병 연구소에서 

브래들리 교수가, “대뇌피질의 시신경 영역에 

미약한 전기 자극을 주면, 맹인이라도 시각에 

가까운 감각을 얻는다”라는 현상을 받아들인 

이래, 전기 자극 TV는 장애자용 전자 공학 

기기의 궁극적인 하나의 형태로서, 크나큰 

기대가 되고 있다. 그 원리는 TV 

카메라로부터의 화상을 매트릭스(Matrix丿 

그림 요소로 분해하여, 그 개개의 濃淡을 

전기 자극량으로 전환하여 대뇌에 전달하면, 

눈을 사용치 않아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 연구는 미국의 유타 대학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고 있다. 실험 도중에 인체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인체 실험에 대한 반대 

운동 등도 있어서 일시 중단했지만, 최근 

인체 실험에 자진해서 협력하는 연구자가 

생겨 연구가 계속될 수 있는 것 같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화이트 교수는 

귀 뒤의 피부를 절개하여 초소형의 무선 

수신기를 삽입시켜, 수신기로부터의 미약한 

전기 신호를 직접 와우신경에 들어온 전극에 

연결하여 청각 재생 실험에 몰두하고 있다. 

체액을 더럽히는 율이 적은 합금 전극이 생긴 

것, 나아가 실험에 협력을 자청한 귀머거리 

피실험자가 있는 등, 연구는 착실하게 

계속되고 있다 한다.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전극의 수를 늘리면 늘리는 만큼 

청력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삽입식 

보청기의 실현을 위해서는, 전극의 삽입, 

수신기의 매몰이라는 외과 수술이 따르기 

때문에, 전극 자극 TV 등등과 같은 여 러 가지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장애자용 전자 공학의 

최전선의 연구에 대하여, 맹인용 보행구인 

촉각 TV, 맹인용 음성 독서기, 귀머거리용 

회화기 등은 어쨌든 수술하지 않아도 되는 

기기이기 때문에, 비교적 빨리 상품화 되는 

것이 아닐까 본다.

다만 그 경우, 장애자용 전자 공학 기기의 

시장 자체가 작기 때문에 공장에서는 생산 

규모를 크게 할 수 없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공업 제품에서 볼 수 있는 양산 효과, 즉 

경비 절감을 기대할 수 없다는 문제가 

나온다. 반면, 상품의 가격도 사회 복지의 

이념상, 그다지 높게 붙여지지 않을 것이다. 

이리하여 결과적으로는 품질에 비해 값이 싼 

상품으로 더우기 이익이 적은 물건이 

탄생한다. 아무래도 일반 기업가에게는 

매력이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의 스미드 케트웰 

연구소에서 수년에 걸쳐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 촉각 TV는, 유감스러우나, 아직 누구도 

상품화를 떠맡아 주지 않는다.

작년 말에 일본에 와서 동경 교대를 시초로 

각지의 연구 시설과 협의를 가진 스미드 

케트웰 연구소의 CC. 코린즈 박사에 의하면, 

20X20매트릭스상에 자극 소자를 배치한 촉각 

스크린을 복부에 고정하고 안경 다리의 귀에 

거는 부분에 매달린 초소형인 ITV 카메라로 

잡혀진 영상을 이것에 띄워 보내면, 복부의 

피부층에서, 도형이나 물체의 형이 판독될 수 

있다고 한다. 맹인이 훈련을 받으면, 

촉각TV의 움직임으로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된다고 코린즈 박사는 기대하고 있다.

음성 독서기는 옵타콘과 같이 촉각에 

의지하지 않고, 집어낸 문자나 스펠링을 직접 

소리로 변환하여 귀로 독서하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2개 기업에서 연구 개발이 

계속되고 있다. 하나는 굿스웰(Goodswell) 

컴퓨터사의 것이며, 타이프라이터 용지에 친 

영문을 읽어 준다. 장치는 복사기와 같은 

형이고 용지는 표면을 밑으로 유리판 위에 

놓는다. 스위치를 넣으면, 유리판 위의 

렌즈가 문자를 한자씩 포착하여 이동하고, 

문자는 렌즈의 초점면에 놓여진 반도체 수광 

소자상에 상이 맺힌다. 여기에서 문자는 영상 

정보 신호로 변환되고, 컴퓨터로 보내진다. 

컴퓨터는 이것을 해석하여 기억해 두고, 

철자를 만드는 일에 반응하여 음성화 장치에 

발성을 명령한다. 현재 맹인 협회나 맹인학교 

등에서 테스트중이지만, 대당 5만 달러로 

가격이 비싸다. 앞으로는 2만 5천 달러 

정도로 낮아지게 될 것이라 한다.

다른 하나는, 옵타콘 제조 업체인 TSI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옵타콘의 음성화 

액세서리를 개발하려는 형태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옵타콘에는 뒷면에 입출력 

단자라는 것이 있어서, 2대의 옵타콘에 

동일한 문자 신호를 보내거나 비주얼 

디스플레이라는 이름의 모니터를 접촉하여, 

맹인이 어떠한 촉각 정보를 손가락 끝으로 

받고 있는가를 직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입출력 단자에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음성화 

장치를 접속하여 맹인이 카메라로 포착한 

말을 음성화한다는 것이 TSI의 스피치 옵타콘 

계획이다. Goodswell의 장치에서, 제일 

비용이 비싼 자동 렌즈를 움직이는 부분이, 

이 제품에서는 맹인의 팔의 움직임에 따라 

위치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가격은 상당히 

싸질 것이다. 또，독서의 대상도、옵타콘이 

사용되는 범위까지 넓어지게 될 것이다.

음성 독서기는 맹인만이 아니라, 시력이 

약한 사람이나 노인에 게도 유용하다.

레절턴11이나 SPEECH + 라 하는 음성 

계산기의 출현에 따라, 음성 독서 기기의 

출현도 그렇게 멀리 있지는 않다고 생각된다.

굿스웰, TSI 이외의 기업들도 장애자용 전자 

공학 분야에 참여하기 시작함으로써 이 

분야도 점차 인기 있는 상품으로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된다.

미국의 탭스 뉴잉글랜드 메디칼 센터가 

개발중인, 탭스 인터랙티브 커뮤니케이터 

(TIC), 캐논 커뮤니케터, 일본의 캐논사가 

개발중인 캐논 커뮤니케터, 영국의 

사우디앰프턴 대학이 시험 제작한 토킹 

브로우치 (Talking Brooch) 등은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정상인 사람에게 보내는 교신 

용구로서, 혹은 귀머거리인 사람끼리의 

회화기로서 기대되고 있다.

TIC는 장애자 재활 센터나 교육 시설 등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유용하다고 생각되고 

캐논 커뮤니케이터(사진6)는 개인용으로 회화 

내용이 기록지에 동시에 글자로 새겨지며, 

토킹 브로우치는 소■형의 전광 표시판이다. 

가격은 모두 미정이다.

4. 결론

장애자용 전자 공학에 관해서는 아직 어느 

정도인가 숨겨진 부본이 있다. 연구 개발 

도상에 있기 때문에 언급할 수 없었던 것, 

발명자의 의사에 따라 들어질 수 없었던 것 

등이 그것들이다.

이것들을 포함하여 장애자용 전자 공학의 

선구적인 제품을 보면, 독창적이고 고독한 

엔지니어나 연구자의 손에 의해 생겨난 것이 

대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사랑하는 딸이 

실명한 부모나, 친척 중에 실청한 사람이 

있는 가족이, 겉모양에 개의치 않고 개발한 

것들이 많다.

저술한 바와 같이 장애자용 전자 공학의 

분야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분야이다. 따라서 

국가의 예산도 아직 기대할 수 없고 

기업가로부터도 적극적인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그 상품화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일단 

알고서는 그냥 간과하기에는 마음이 허락치 

않는 분야이기도 하다.

당분간 빛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되는 이 

분야에 어떻게 해서 뛰어난 지혜와 기업화의 

의욕을 고취시킬까 하는 것을 앞으로 풀어야 

할 하나의 문제로 제기해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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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디자인정보 I

아스펜에서 멤피스까지

제프 리 L. 마이클

이차 세계 대전 이후의 디자인은 

미래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불편하게 

공존하고 있었다•그 하나는 자의식이 

강한 엘리트들이 도덕과 디자이너의 

정신적인 책임에 역점을 둔 것이었으며 

또 다른 하나는 보다 민주적인 것으로 

대중들이 원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지난 여름 아스펜(Aspen)에서 30여 년간 

모임을 가져온 디자인 단체의 회원들이 

자리를 같이 하여 “미래는 과거와 같을 수 

없다 (The Future isn't What It Used to Be) 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발표했다. 이 주제에는 디자인이 

발전함에 따른 부수적인 모든 것이 함께' 

성숙되지 못했다는 아이러니에 대한 자각을 

반영하고 있다. 이런 주제는 디자이너인 

허버트 베이어(Herbert Bayer)와 그의 후원자 

이며 미국 컨테이너 회사의 사장인 월터 팹크 

(Walter J.Paepcke)의 주관 아래 아스펜에서 

첫 회합이 열린 1951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다. 팹크는 사회를 개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디자인의 위력을 굳게 신봉했고, 

또한 시카고에 있는 모홀리 나기(Laszlo M사ioly 

Nagy)의 디자인 연구소에 아낌 없이 자금을 

후원했으며, '서구인의 위대한 이념'을 

생생하게 묘사한 광고 시리즈로 유명한 

CCA를 만들었다. 2차 대전이 종식되고 문명이 

재건됨에 따라 팹크는 디자이너들과 지식인들 

그리고 사업가들이 예술과 상업의 상호 

연관이라는 범위 안에서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새로운 문화 계몽에 기꺼이 참여하고 

진흥시켰다. 첫 아스펜 회합의 참석자들과 

마찬가지로 전후 시기에 당면한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미래에 대해 의심의 여지 없는 

믿음을 가졌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사들은 

팹크의 관심 범위보다 더욱 한정된 듯한 

경향이었다. 전쟁과 15년간의경제적 고통 후에 

그들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수많은 새로운 

소비자 제품들이 나오기를 기대했다.

경제 공황에 뒤따라일어난수요에 부응하여 

많은 발전을 거듭해 온'산업 디자인 컨설턴트' 

라는 직업을 가진 레이몬드 로오위(Raymond 

Loewy) 와 노만 벨 게 데 스(Norman Bel Geddes) 

같은 사람들은 이미 1939년 뉴욕 국제 

박람회(New York World's Fair)에서 유선형의 

곡선을 사용하여 효율적이고 안락한 미래에 

대한 설계를 마음 속에 그리고 있었다. 

그러나 전쟁에 의한 경이적인 기술의 발전이 

디자이너의 환상 속에나 있던 것들(몇 가지 

예를 들면 텔레비젼 - 조립식 주택 •초고속도로 

• 로케트 여행 등)의 개발을 촉진시킴에 따라 

디자이너들과 그들의 고용주들은 戦時 

기간과 같은 물량의 생산을 계속 유지하면서 

전후 생활의 안락함을 제공하기 위한 

제품들의 광고 기획을 할 수 있었다. 조립식 

부엌 설비물과 같은 신빙성이 있는 

것에서부터 모든 차고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경비행기가 들어 있을 것이라는 과장된 

약속들까지 나열됨에 따라 후방에 있는 

사람들의 사기를 높司 주었을 뿐 아니라 전후 

세계에 대한 환상적인 희망으로 들뜨게 했다.

년 이래의 미국 디자인 역사는 미래에 

대한 두 가지 서로 다른 견해들이 불편하게 

공존했음을 보여준다. 그 하나는 자의식이 

강한 엘리트들이 도덕적인 면뿐만 아니라 

디자이너의 정신적인 책임에 이르기까지 

역점을 둔 것이었으며, 또 다른 하나는 보다 

민주적인 경향을 띤 것으로 그 시대에 원하는 

것을 대중에게 제공하는 데 전념하는 

것이었다. 양쪽 견해는 모두 1930년대 미국의 

디자인 양상에 굳건한 뿌리를 두고 있었다. 

이 시기는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이라는 전문 

분야의 개척자들이 소위 '기계 시대의 

세계에 미적인 일관성을 제공하고 또한 

판매고를 증가시키는 데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조 업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애를 쓰고 있을 때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직업 그 자체의 일관성을 위해서 1950년대의 

굿 디자인(Good Design)의 조건은 점차 

고도의 질과 유럽 문명의 세련미들과 관련을 

맺게 되었다. 미국의 디자이너들은 그들의 

작품이 예술품들의 지위를 끌어올렸다고 

생각하는 극소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싸구려와 허풍'으로 현혹된 시장에 쏟아져 

나왔다는 비난 아래서 일을 했다. 어떤 

점에서는 이런 결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전통적인 상업 디자이너들의 지위를 

미국 내에서 2등 계급의 시민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프래트 인스티튜트(Pr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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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상 : L디자인 : 프랭크 게리(Frank 0. Gehry), 미국인, 

“부드러운 모서리라는 판지로 된 흔들의자, 1972 생산자 : 

치루(Chiru)

우상 : 2. 디자인 : 데이비드 로우랜드(David Rowland),

미국인, 쌓아 올릴 수 있는 의자, 1964, 생산자 : 제너럴

화이어프룹핑(General Fireproofing)

좌하:3.디자인 ： 파올로 데가넬로(Pa이。Deganello), 

이탈리아인, “토루소”라는 라운지용 의자, 1982, 생산자 :

카시나(Cassma)

우하 :4.크리스찬 베델(Kristian ved이),덴마크인, 쌓아 

올릴 수 있는 의자, I960, 생산자 : 허만 밀러(Herman 

Miller)

nstitute) 같은 극소수의 교육 기관들이 이미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프로그램을 설치했지만 

실제적인 주도권은 하바드의 월터 그로피우스 

(Walter Gropius), HT 의 미즈 반 데 로헤 (Mies 

van der Rohe), 블랙마운틴 대학의 조셉 

앨버스(Josef Albers) 등에 의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 모두의 바우하우스에서의 

경험은 대량 생산을 위한

실제적인 디자인에서 보다는 유럽의 기술과 

길드의 전통으로부터 발전된 것이었다. 같은 

시기에 현대 미술 박물관에서 열린 에드가 

카프만 쥬니어(Edgar Kaufman Jr.)의 굿 

디자인 전시는 그들의 작품에서 형태의 

간결성을 위해 노력하는 많은 미국 

디자이너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주었다. 그러나 디자인에 관한 현대 미술 

박물관의 수집과 전시 정책은 

순수 예술에서부터 유래된 것이므로 

복잡한 메커니즘의 통합이나 혹은 일반 

대중과 중산층의 취향에 부응한 연구 과제를 

부여받은 디자이너들의 노력에 비해 아주 

가볍게 다루어지고 있었다.

한 사람의 디자이너가 비평가들과 일반 

대중을 함께 만족시키기는 경우는 거의 

드물었으나 러셀 라이트(Russel Wright)같은 

사람은 따뜻한 흙의 분위기를 주는 연출과 

도자 식기류의 뛰어난 조각술로 그 일을 

달성할 수 있었다. 박물관측과 또 그들과 

같은 의견을 가진 비평가 등 1。여 명의 

사람들은 최고 수준의 디자인이라는 것만 

인정했다. 찰스 에임스(Charles Eames)의 

합판과 가죽으로된 안락 의자, 조지 

넬슨(George Nelson) 의 사무실 보관 시스템 

또는 에로 사리넨(Eero Saarinen)의 

움푹 들어가고 다리가 있는 의자등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작품들이 의심할 여지 없이 

존재하고 있다.그러나 그 제작 경비 때문에 회사 

사무실과 부유층의 거주지에만 사용이 

한정되어 있다. 피터 슐럼봄(P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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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lumbohm)의 쉬멕스(Chemex) 커피메이커 

같은 완벽한 디자인 해결책도 반짝이는 

금속의 주방 용구를 갈망하는 대중들에게 

거의 호응을 받지 못하였다.

어떤 유명한 미국 디자이너가 그의 미적인 

개념은 '위를 향해 치솟아 가는 아름다운 

판매 곡선，이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영국의 

대중들에게 충격을 주었는데, 그것은 그의 

대부분의 동료들이 의견을 같이한 내용에 

대해 이야기한 것일 뿐이었다. 여하튼 미국의 

디자이너들은 마치 아직까지 그들의 문화가 

열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유럽으로부터 스타일에 대한 영향을 신기할 

정도로 많이 받고 있다.

1950년대의 미국 소비자들은 미래의 형태에 

대해 반대되는 의견들을 가졌다. 우리가 그 

시대를 돌이켜 볼 때 자동적으로 연상되는 

반짝이는 것의 대명사인 호마이카로 된 콩팥 

모양의 커피 테이블의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미국인의 기호는 적어도 가정의 가구에 

관해서는 절대적으로 보수적이었다. 오늘날 

첨단 기술의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소개되고 

있는 TV의 디자인에서 미국인의 기호를 

엿볼 수 있다. 1950년대 디자이너들은 TV를 

가구들의 일종으로 훌륭하게 디자인했다. 

때로 라디오와 전축을 덧붙인 전형적인 

세트는,낮게 그리고 적절한 각을 준 장에 

백색 또는 금색 합판으로 꾸미고 4개의 

테이프를 감았으며 다리들은 움푹 들어가게 

처리했다. 금실로 엮어 덮은 스피커와 틀 

안에서 정면이 비스듬한 TV는 청결하고 

부드러운 1950년대 거실의 분위기 가운데 한 

몫을 차지했다.

그러나 가정 밖에서의 미국인들은 

유럽인들을 매혹시키고 굿 디자인 신봉자들을 

무시하는 지나치게 화려한 미래를 추구하였다. 

제너럴 모터스사의 스타일리스트 할리 얼 

(Harley Earl)에 의해 이끌어지는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제조 업자들은 미국인들이 제트 

시대(jet-age)의 환상적인 스피드와 오래 

그리고 낮게 날며 다른 것들을 압도하는 기계, 

즉 머리가 둥근 앞 범퍼와 앞창 바람막이, 

번쩍이는 꼬리 날개를 갖고 크롬색이라 할 수 

있는 번개불 빛의 두 가지 색조와 금속성 

플라스틱으로 되어 번쩍이는 복잡하고 정교한 

조정판 등으로 꾸며진 자동차에 대한 들뜬 

마음으로 살아 가게 하였다. 때때로 인위적 

폐기나 스타일의 폐기(할리 얼의 고용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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謂⑨

5. 디자인 : 크리스찬 베델(Kristian Ved이), 덴마크인, 

어린이용 합판 의자 1957, 생산자 : 앨더만 회사 

(Aiderman Co.)

Alfred P.SloanJr.가 1927년에 했던)가 

그릇되게 소개되어지기도 했는데 얼(Earl)은 

소비자들을 교묘하게 조종하기 보다는 그 

시대에 적합한 것으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영속적인 새로운 것을 제공했다.

지난 10여 년의 막바지에는 다른 산업체의 

디자이너들이 자동차 장식을 더욱 자유롭게 

사용했다• 미국인들이 그들의 거실에선 

보수적인 경향을 보였지만 부엌에는 새로운 

시설물로 개조시켰다. 예를 들어 한때 

1%0년대의 유선형의 구근 모양 냉장고가 

뚜렷하게 한정적인 선으로 변화되고 판금으로 

된 문에 예리한 사선들이 새겨졌으며 자동차 

후드 장식으로부터 손잡이를 모방하여, 

최근의 뷕(Buick) 자동차처럼 많은 장치들을 

갖추었다 세탁기의 조절판은 자동차의

된 이린이용 의자, 1964, 생산자 : 카텔(Kartell)

7 .디자인 : 에토르 소트사스 쥬니어(Ettore Sottasass 

Jr.), 이탈리아인, 생산자 : 아베트(Abet)

8 . 디자인 : 보르즈 모젠센(B夕rge Mogensen), 

덴마크인, 소파, 1945, 생산자 : 프리츠 한센(Fritz Hansen)

9 .디자인 :파올로 베니니(Pa이0 Venini), 이탈리아인 

파졸레토 그릇(1951), 생산자: 베니니

조정석 앞의 계기판을 모방하였고 시간을 

조절하는 다이얼은 작은 핸들의 형태로 

만들어졌다. 종종 부엌에 놓여지는 보잘 것 

없는 테이블 라디오조차도 자동차의 예리하게 

번쩍이는 선들을 나타냈고, 이 경우 

플라스틱에 크롬 대신 금으로 가장자리를 

처리한 데 역점을 두었다. 1950년대의 

대중적인 미국인의 기호는 두 개의 두드러진 

기둥들로 대표된다. 전통적인 가내의 

따뜻함과 경솔하고 야하기 조차 한 근대성이 

그것들이다• 바우하우스의 사회 개혁자들과 

국제적 스타일의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는 

비평가들은 양쪽 모두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유럽으로부터의 두번째 영향의 물결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미국 

디자이너들이 전쟁 전부터 알바 알토(Alvar 

Aalto)의 작품을 알고 있었지만, 또한 

에임스(Eames)같은 이는 그로부터 영감을 

끌어내기도 했지만 대중들은 북유럽의 

근대주의 해석을 '스칸디나비아 디자인(Design 

in Scandinavia)'전시회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 

전시는 1954년에서 1957년까지 22개 도시를 

순회했다. 그들의 산업화된 이웃들보다 

수공예품의 민예적 전통에 더욱 굳게 뿌리를 

내린 스칸디나비아의 디자이너들은 

인류의 자연으로부터의 독립을 조용히 

시위하는 우아하고 조심스러운 형태를 

진화시켜 왔다. 유럽 근대주의 주류의 

간결하고 기하학적인 추상성이 때때로 

인공물의 정복을 차갑게 주장했던 반면에 

스칸디나비아의 디자인은 나무결을 거슬르기 

보다는 나무결 방향을살리는의도로 神人同形의 

조각적인 형태를 어렴풋이 나타내는 따뜻한 

나무로 제작되었다. 아르네 제이콥슨(Arne 

Jacobsen) 같은 디자이너들은 가구,납작한 접시, 

유리, 도자 제품 등에 심오한 촉감을 부여하여 

자연적인 조화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성공적으로 구체 화시킴으로써, 놀라운 

多才성을 보여주었다. 형태 자체가 장식이 

되었다는 점에선 비평가에게,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제품들이 가정의 따뜻함을 위한 

욕망의 가치를 높였다는 점에선 대중들에게 

우리 모두 감사하게 된다. I960년까지 

대부분의 중산층 집안에서는 적어도 티이크 

샐러드 세트(teak salad set)나 케이 

보제센(Kay Bojesen)의 원숭이 인형들을 

자지고 자랑했으며, 유럽을 관광한 미국인들은 

코펜하겐의 덴 페르마넨트(Den Permanente)를 

필수 여행지로 꼽았다.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이 

대중화됨에 따라 부엌조차도 조심스럽게 

단순하며 세부가 정교한 경향으로 바뀌어 

갔다. 1%0년대 중반에 나무결 무늬를 문에 

넣은 고급 냉장고를 미국의 제조 업자들이 

소개했을 때 의도를 이해한 몇몇 바이어를 

제외하고는 저속한 장식이라고 신랄한 비평을 

받았다. 다시 말해 그 디자인은 유럽화된 

디자인 영역으로 보였고 엘리트 미국 

디자이너들이 외국으로부터의 정교한 도전에 

적절하게 부응하는 데 실패한 예이다.

나름대로의 비평에도 불구하고 산업 

디자이너들은 1950년대와 ⑨년대의 경제적인 

급속한 발전을 통해 성장했다.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직업도 확장되어 미국 

인더스트리얼 디자이너 협회 회원이 1951년 

99명에서 1969년에는 600명이 넘게되었다 

(1983년 현재 1,20아경에 이르고 있다). 

전후에는 디자이너들이 원칙적으로 독립된 

컨설턴트로 일했던 반면 지금은 디자이너들이 

더욱 전통적으로 기업내의 스텝들로 고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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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디자인 : 로베르토 삼보네(Robento Sambonet), 

이탈리아인, “앵글” 유리 화병(1977), 생산자 : 박카렛

11 .디자인 : 렐라(Leila)와 마시모 비그넬리(Massimo 

Vignelli), 이탈리아인, 멜라민 수지 접시, 폴리카보네이트 

수지 찻잔으로 쌓아올릴 수 있는 세트(1964〜72), 

생산자: 헬러

1 2디자인 : 너드홀셔(Knud H이scher), 덴마크인, 

스텐레스 스틸로 된 샐러드용 도구(1975), 생산자 : 젠센

13 .디자인 : 리차드 사퍼(Richard Sapper), 이탈리아인, 

에스프레소 커피잔, 1978, 생산자 : 컴파소 도로 

(Compasso D oro)

14 .디자인 : 아르네 제이콥슨(Arne Jacobsen),덴마크인, 

1967, 원통형의 스테인레스와 나일론의 커피 주전자

15 .디자인 : 디터 램스(Diter Rams), 축음기와 

라디오의 컴비네이션, 1959, 생산자 : 브라운사

16 .디자인 : 마리오 벨리니(Man。Bellini), 이탈리아인, 

휴대용 전동 타이프 1981, 생산자 : 올리베티사

17 .디자인 : 마르셀로 니졸리(Marc이。Nizzoli), 

이탈리아인,“렉시콘80”이라는 타이프, 1948, 생산자 : 

올리베티사 

있다. 이러한 발전은 과거에 제품 

엔지니어들의 디자이너에 대한 불신을 

경감시켰을 뿐 아니라 시각적으로 별로 

언급되지 않았던 의료 기구나 거대한 

기계들이 있는 산업체에 미적으로 훈련된 

재능을 갖도록 안목을 높여 주었다. 몇몇 

사람들은 내부에서의 디자인이 고립되고 

침체되지 않을까 두려워 했지만 일의 

기동성이나 전문적인 접촉 그리고 특별한 

프로젝트에 있어서 외부 컨설턴트 

디자이너들과의 상호 협력같은 요소들이 

실제적으로 창조성을 자극시켜 주었던 것이다.

1930년대에 이룩된 하나의 경향을 따라 

컨설턴트 디자인 회사가 더욱 확장되었다. 

때로 구성원들로 제도사, 모델 저】작자, 

엔지니어, 문서 정리원, 비서 그리고 고객 및 

광고 담당 등 1(X)명이 넘는 직원을 

거느리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은 

제품 • 포장 • 상업 인테리어 • 무역 박람회 - 

대중 운송 매체 -사인-로고타입 ・ 문구류와 

서식,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C.I•의 

모든 개념에 그들의 재능을 발휘하고 있다.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디자이너들은 

비평가들에 의해 공격을 받지만 대중이 

좋아하는 응용된 장식을 제품에 적용하곤 

했다. 그러나 그들의 다방면에 걸친 자료들은 

대규모의 중요한 디자인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예를 들면 월터 도르윈 

티그(Walter Dorwin Teague)와 그의 

동료들은 그가 죽기 전인 19⑨년 실제 크기의 

보잉 707 승객실의 모형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안락함과 심리적 안정성의 기준을 설립하기 

위한 것으로 이 기준은 항공 산업에서 꾸준히 

적용되어 오고 있다.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전문직의 개척자들 가운데 가장 

수고가 많았던 헨리 드레퓌스(Hen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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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yfuss)는 인간 행동의 측정치 조사를 

최초로 시작함으로써 인간 공학(오늘날 

Niels Diffrient의 지침 아래 완성을 본 

연구)의 과학화를 만들었다. 항상 그의 

작품에서 상업적 본질을 솔직히 강조했던 

레이몬드 로오위조차도 소위 마야(MAYA) 

원리라고 불리는 원칙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데, 그것에 따르면 디자이너는 본래 

보수적인 대중에게 '가장 진보되었으나 

수용될 만한' 수준으로 제품의 형태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2차 대전 후에 그들의 경력이 시작된 많은 

제2 세대의 컨설턴트 디자이너들 가운데 

엘리옷 노예스(Eliot Noyes)는 가장 

지속적으로 호평받는 사람이었다. 그는 

초기의 근대 미술 박물관의 I.D. 분과에 

재직할 당시에도 좀처럼 결점을 보이지 

않았지만 특히 수많은 IBM의 컴퓨터 

부품들에 뉴트럴 기어의 일관성 있는 형태를 

제공함으로써 1做년대 미국의 대표적인 것, 

즉 IBM의 선별 가능한 타이프라이터와 

모빌(Mobil)사의 반짝이는 원통 모양의 가스 

펌프를 창조하여 명성을 얻었다. 1效년대 

말에 미국의 컨설턴트는 회사에 고용된 

디자이너들은 그들의 작품에서 시각적이나 

기능적인 면에서 비슷한 수준을 달성했다. 

노예스의 IBM과의 협동의 의의는 195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유럽과 미국 디자인의 중대한 

차이를 시사한 것이었다. 잘 알려진 이야기에 

따르면 IBM 의 토마스 와트슨 쥬니어 (Thomas 

J.Wasson Jr.)는 뉴욕 5번가의 올리베티 

타이프사의 화려한 전시장을 보고 노예스를 

시 간제 디자인 자문으로 고용했다. 모방을 

하는 것이 아마도 비위에 맞는 형태를 

충실하게 만들겠지만 IBM사를 위한 노예스의 

작품은 이탈리아의 스타 시스템 (Star System ) 

디자이너들인 마르셀로 니졸리(Marcello 

Nizzoli) 와 에토르 소트사스 쥬니어 (Ettore 

Sottsass Jr.)와 같은 디자이너들의 전형적인 

독창성이 표현된 올리베티사의 제품과 닮은 

점은 찾기 어려웠더라도 1955년에 브라운사를 

위해 뛰어난 전체적 이미지를 형성시킨 디터 

램스(Dieter Rams)와는 유사한 점들이 사실상 

존재했다• 브라운사의 전기 면도기, 스테레오 

전축 그리고 주방 기기들은 미국에서 

매력적인 것으로 갑작스럽게 주목을 끈 냉엄한 

기술적인 정밀도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IBM이나 그들의 이미지를 결정 짓기 위해 

인더스트리얼 디자이너들에게 의지한 수많은 

미국의 다른 회사들과는 달리 브라운은 

상대적으로 작은 회사이고 기업 문화에서의 

디자인 조직은 유럽의 관계들처럼 전형적인 

것이 아니었다. 사실상, 일반 시장 조사 

위원회(Common Market Committee)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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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 18. 디자인 : 지노 사르파티(Gino Sarfatti), 

이탈리아인, 조명등, 1948, 생산자 : 아르텔루스(Art이uce) 

우상 : 19. 디자인 : 장 피에르 비트랙(Jean Pierre

Vitrac), 프랑스인, 마루용 스텐드, 1970, 생산자 : 베르

1959년에 미국의 디자인에 대해 한 달간의 

조사 결과를 보고했을 때 그들이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는 미국 내에서의 

'인더스트리얼 디자이너'라는 어휘의 개념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했다고 털어 놓았다. 

행정가들, 엔지니어들, 디자이너들 그리고 

교육자들을 포함해서 26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그 직업에 대해 80페이지에 달하는 

세세한 분석을 기록했다. 그 분석의 전체적인 

윤곽은 20년 된 포천(Fortune) 잡지로부터 

애써서 뽑아내었다. 그들은 곧바로 유럽 

산업의 융통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미국의 산업 디자인 체제의 채택이 

필수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파리에서 

로오위의 CEI의 경이적인 성공 사례나 

영국의 펜타그램(Pentagram)같은 거대한 

사무실의 후속적인 발전을 판단해 볼 때 

위원들의 의견이 옳았다. 이처럼 아니러니하게 

미국인이 받아들인 유럽의 미적 기준에 

따르지 않는다고 미국 디자이너들을 

비평하면서도 유럽인들은 부지런히 미국인의 

체제를 받아들였다.

그러한 문제들은 19⑨년대 후반과 1970년대 

동안 디자인 단체들의 구성원들이 직면한 

날카로운 획일성의 위기와 비교해 볼 때 

그다지 중요한 것은 되지 못했다. 20여 년간 

그들은 '늘상 하는 일'로 가장 잘 표현될 수 

있는 태도로 자기 만족에 빠져 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순조로움과 근대주의자의 미래에 대한

루미에르(Verre Lumiere)

우하: 20. 디자인 : 시노 보에리(Cn기 Boeri), 

이탈리아인, 테이블 램프, 1968, 생산자 : 

아르텔루스 (Artel uce)

전망이 갑작스럽게 베트남과 왓트(Watts), 

버클리(Berkeley)와 파리, 카너비 스트리트 

(Carnaby Street) 와 하이트 애쉬버리 

(Haight-Ashbury)에서 파괴되었다. 미래에 

대한 전후 초반의 전망은 타당성 있는 

것이 전혀 없었다. 팹크가 아스펜에서 

추구하고자 한 초기의 인도주의적인 

문명은 네이팜탄과 무질서한 도시 

속에서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엄청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생활에 대한 전망에 

관해 불만을 가진 중산층 계급의 아이들은 

허울만의 거짓뿐인 전망이라고 거부했지만 

디자이너들은 인구의 소수들이 가난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과 보조를 

맞춘다. 문명의 위기를 인식함으로써 자극받고 

일상적인 기준으로부터의 해방으로 창조적인 

디자인 반응들이(할 수만 있으면 합치시켜야 

했던) 수많은 방향으로 증식했다. 어떤 젊은 

이단자들은 새로운 소비 상품의 과잉으로부터 

지난 수 십년간 그들을 둘러싼 무의미했던 

것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는데,결국은 

역사적인 보존, 적절한 재활용, 건축과 디자인 

절충주의로의 복귀 등을 가져다 준 순간적인 

반작용이었다. 같은 흐름을 따라 대중 문화나 

코미디의 반항적인 축제와 길가의 식당들이 

디자이너들을 다양하게 자극하여 밀턴 

글래서 (Milton Glaser)와 로버트 벤투리(Robert 

Venturi)까 신선하고 심각하게 그러나 별나다고 

생각하며 그들이 과거 굿 디자인의 범주 밖에 

있다고 생각했던 대상물들을 쳐다보게끔 

되었다. 버크민스터 퓰러(Buckminster 

Fuller)의 기술 전체주의와 컴퓨터화된 '지구 

우주선' 그리고 마샬 맥루한(Marshal 

Mduhan)의，지구촌'의 이미지가 역설적으로 

지금 컴퓨터 응용 디자인의 도구를 개발하는 

디자인 전공 학생과 공간 및 거주지 환경들을 

조직적으로 균형을 유지시키기 위한 꿈을 

키우는 지방 분권자들에게 도달했다. 더욱 

실질적으로 퓰러의 절친한 친구 빅터 

파파넥 (Victor Papanek)은 국가와 빈곤한 

사람들, 노인들 그리고 장애자들을 위한 

기능적이고 값싼 디자인의 가능성을 디자인 

학과 학생들에게 보여 주었다. 더우기 

세계적인 오일 위기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환경의 움직임은 디자이너들로 하여금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구와 에너지 재활용 등의 

다양한 해결책들을 연구하도록 했다. 

지금은 진정되었으나 1效)년대와 1970년대의 

격변을 통해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은 과거와 

비슷한 자세로 그들의 일을 하루하루 열심히 

실천해 나갔다. 그러나 디자인 과정은 같아도 

그것이 행해지는 상황은 변화되었다. 더욱 

개방적이고 훨씬 제약이 가벼워졌으며 새로운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극복하기 어렵듯이 미국 

디자이너들이 유럽으로부터 다른 중요한 

형태적인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더 이상 

밝은 색상들이나 첨단 기술의 합성품에 

만족하지 않았고 NASA는 1970년대의 가구와 

실내 환경의 형태들을 고무시켰으며,에토르 

소트사스와 그의 후기 멤피스 그룹이 이끄는 

이탈리아 디자이너들은 미국의 1%0년대와 

50년대의 잉여물인 대중 디자인의 찌그러진 

굴절을 우스꽝스럽게 만들었는데, 모든 것이 

전형적인 새로운 힘의 물결로 설명되었다. 

만일 어떤 이가 르 꼬르뷔제(Le Corbusier)의 

유럽 근대주의 원칙들의 공표가 부분적으로 

미국의 공장들과 곡물 창고들을 위한 열정에 

근거했던 것을 회상해 본다면 최근의 아스펜 

회합의 주제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미래도 내다 보인다. 적어도 

유럽인들은 디자인 커뮤니티로부터 수요가 

반응한다는 방법을 통해 한번 더 미국을 

미국인들에게 생각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후기 근대의 미래는, 정의에 따르면 중세 

근대 주의자들에 의한 일관성과 단일 체제의 
확실성을 결코 다시 성취시킬 수 없을 ' 

것이다. ■

제프리 L.마이클(Jeffrey L. Meikle)은 1925 
년에서 1939년까지의 미국 산업 디자인에 관해 다룬 

Twentieth Century Limitedj °| 저자이며 

오스틴의 텍사스 대학교에서 미국학과 미술사 

교수로 재직중이다. 이 기사를 위해 인용된 사진들은 

필라델피아 미술 박물관에서 열린 국제적인 전시회 

】945년 이후의 디자인에서 발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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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

KSVD 한일 교류전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KSVD（한국 시각 디자인 협회）와 일본의 

JAGDA（일본 그래픽 디자이너 협회）가 

함께 펼치는 한일 교류전은 디자인을 통한 

한일 양국의 문화적 유대 관계를 꾀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반가운 일이다.

특히 오늘날의 국제 상품 시장은 나날이 

다양화되어 가고 다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의 교환과 국제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디자인 분야의 국제 교류는 매우 

바람직스러운일이라 하겠다. 더우기 

이번 교류전의 출품작들이 상품 정보가 

강조된 실제 광고물이라는 점은 비단 

그래픽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광고계를 위해서도 한 줄기 신선한 

활력소가 될 것이다.

却口 KSVD+JA3DA 展

조영제 최동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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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他 Sk乜例Publishers. Inc： Korea

14 Books 讨 Korean Literary Works
〃)Rx底 on Korean Culture
7 Becks on
Korean Art, Folklore, etc.
2 B")屈 cf Korean Poetry
Koreas Economy: Man-Made Mira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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里— 2.카오루카사이

③ 3.시게오 오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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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신제품소개 1

국내 신제품소개

금성 전천후 FASHION 
냉장고 GR-237TFK
냉장고 도어에 주방과 어울리는 STRIPE 

무늬가 인쇄된 DECORATIVE SHEE丁를 적용, 

새로운 FASHION 냉장고를 개발하여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였다. 기존 냉장고는 도장을 

하였기 때문에 WHITE 또는 GREEN 단색이며, 

두늬 적용이 불가능하였으나 FAS네。N 
냉장고는 무늬는 물론 표면에 올록볼록한 

EMBOSSING 처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 

DECORATION 효과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다.

냉장고 도어에 부착된 DECORATIVE 
SHEET는 고온에서 융작시킴으로阴 녹방지, 

내마모성, 내화학성, 내열성이 기존 도장 

냉장고보다 뛰어난 특징을 갖고 있다.

모델명 : GR-237TFK(V)
유효내용적 : 200 0 2door
三기 ： 530(W)x610(D) x 1555(H)m/m
자료제공: 금성사(주

삼성전자의 콤포넌트 시스템

7개의 FM • AM 주파수를 정확히 

기억하는 컴퓨터식 자동 선국 장치 

• 80W+80W의 고출력으로 하이파이 원음 

재생

• GRAPHIC EQUALIZER는 63 Hz부터 

16KHz의 폭넓은 주파수를 9BANDX 
2cHANNEL로 다분할 음질의 다양화를 꾀함 

• TONE ARM0I 수평으로 이동B卜는 니NEAR 
TRACKING 방식으로 MCOM에 의한

K-800 SERIES
CONTROL 방식

• TAPE DECK는 AUTO REVERSE 기능 및 

AMPS(자동 선곡)기능. LOGIC CONTROL 
CONTROL에 의한 SOFT TOUCH 방식

• AUDIO TIMER는 피에죠 알람과 본 

SYSTEMS 일정 시간에 가동시킬 수 있는 

프로口래믾 장치. SET 원격 조정 장치인 

REMOTE CONTROL 기능을 갖춤.

자료제공: 삼성전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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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포터블 뮤직센타 P-90
•턴테이블, 라디오, 테三가 하나로 집약된 

국내 최초 고급 포터블 듀직센다

•스피커 분리로 웅장한 사운드 연출 및

스테레오 분리 효과 극대

• 쉽게 원하는 곡을 찾을 수 있는 자동 선곡

기능 （9곡）

• 노래 반주가 가능한 ECHO 기능 및

MIC MIXING 기능 채택

• 음색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5 BAND
EQUA 니 ZER 채택

• DOLBY 잡음 제거 회로 부착

• 테이프의 앞뒷면 자유자재로 선택하는

AUTO REVERSE 테三 채용

자료제공 : 삼성전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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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뉴스

디자인 동서남북

국내소 식

'84 산업 디자인 세미나

한국디 자인포장센터에 서는 1984년도 교육 

연수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9월 26일 

농센터에서「'84 산업 디자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컴퓨터 응용 디자인의 이론과 실제를 

주제로 하여 개최된 이 세미나는 

럭키금성상사의 장 봉호 부장을 강사로 

기업체 실무 디자이너 및 산업 디자인 전공 

대학원생 7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되었匸卜.

'84 Industrial Design Seminar

The KDPC held its annual industrial 
design seminar at its conference room on 
September 26. In this Seminar, Mr. Jang, 
Bong-ho, Manager of the Gold Star Co., 
Ltd., gave an lecture on theory and 
practice of computer aided design.

A group of graphic designers working for 
the Hai Tai Confectionery Co., Ltd. in Seoul 
held their triennial exhibition at the Yoido 
Art Gallery in September.

It was the 4th Show of its kind since the 
coterie held irs first show in 1975.

홍찬석作

KSVD+JAGDA

The Korea Society of Visual 
Design(KSVD) held their 12th exhibition at 
the KDPC exhibition hall in September.

At this exhibition, a total of 26 works of 
Japan Graphic Designers Association(JAGDA) 
were on display.

This exchange exhibition was held in 
return for an invitation exhibition held by 
the JAGDA in Japan last spring.

일러스트 그룹전 2

홍익대 학교 미술대학 동문들이 모여서 펼치는 

일러스 그룹전이 지난 10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제3 미술관」에서 열렸다.

이 전시회에는 홍동원 씨를 비롯한 6명의 

회원이 다수의 일러스트 작품을 출품, 

전시하였다.

Illustration Exhibition

제4회 해태 그래픽 디자이너 13인전

해태제과（주） 포장 디자인실 소속의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펼치는「제4회 해태 그래픽 

디자이너 13인전」이 지난 9월 18일부터 9월 

23일까지 여의도 화랑에서 개최되었다.

이 전시회는 19乃년에 그 창립전을 가진 

이래 매 3년마다 개최되고 있는데, 올해 

제 4회째는「어린이를 주제로한 그래픽전」을 

테마로, 급격히 산업화되어 온 현대 생활의 

복잡한 메카니즘 속에서 점차 메말라져 가는 

어린이들의 정서를 순화시켜 주기 위해 

무언가 보탬이 되고자 함을 그 취지로 하고 

있다.

이 전시회에는 홍찬석 씨를 비롯한 13인의 

그래픽 작품 20여 점이 전시되었다.

Hai Tai Graphic design Exhibition

KSVD+JAGDAS

KSVD（한국 시각 디자인 협회）의 열두번째 

협회전이 JAGDA（일본 그래픽 디자이너 협회） 

협회）와의 국제 교류전으로 개최되었다.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1일까지 한국 

디자인 포장센터 전시관에서 개최된 이 국제 

교류전은 지난 봄 JAGDA의 초청으로 가진 

KSVD의 일본 전시회에 이어 이번에는 

KSVD측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양 협회의 

교류전으로, 일본측에서는 佐藤晃一 씨를 

비롯한 26명의 JAGDA 회원이 작품을 

출품하였다.

KSVD는 이 전시회와 더불어「佐藤晃一의 

작품 세계」라는 특별 강연회도 함께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 교류전은 디자이너들을 통한 

한•일 양국의 문화적 교류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A group exhibition of illustration was 
held at rhe 3rd Art Gallery in October. 
Illustrator, Kim, Ju-sung and other 5 
members, all of whom are graduates of the 
Art College of Hongik University in Seoul, 
presented their works at the exhibition.

홍동원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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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일상 목공예 작품전 해외 정보 G-Mark 선정 대상 확대/일본

동아대학교 미술대학 공예과 부교수로 

재직중인 공예가 조 일상 씨의 목공예 

작품전이 지난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부산의 고려 미술관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회에는 소반. 과반. 벽걸이. 오브제 

등의 작품이 출품되었는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택 공간 속에서 그 작품을 어디에 

놓더라도 잘 어울리며 제 구실을 하여 

시각적인 만족을 줌과 동시에 기능적으로도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작품 의도로 

제작되었다고 한다.

Prof. Cho's Wood Works Show

Craft Designer Cho, Il-sang, Professor of 
Donga University in Pusan, held a solo 
exhibition at the Koryo Art Gallery in 
October. Daily wooden utensils such as 
holder sets fruit plates and cookie plates 
were displayed. All of them were designed 
to provide users with visual satisfaction and 
practicality for use.

제11 회 한국 공예가회전

한국 공예가회의 열한번째 회원전이 지난 

9월 21일부터 26일까지 문예진흥원 

미술회관에서 열렸다.

한국 디자인 포장센터와 한국 문화 예술 

진흥원의 후원으로 개최된 이 전시회에는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200여 명의 회원들이 

작품을 출품하여 우리 나라 공예의 현주소를 

한 눈에 볼 수 있었다.

제1 회 국제 포스터전/일본

현대 포스터의 경향과 성과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일본의 도야마 미술관 주최로 

제1회 국제 포스터전(The 1st International 

Triennial of Poster in Toyoma) 이 오는 

1985년 7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도야마 현대 

미술관에서 개최된다.

공모 부문은 문화 행사 안내 및 계몽 

포스터와 상업 포스터로 나누어 있으며, 참가 

자격 제한은 없으며 1983년 1월 이후에 

인쇄된 작품에 한하여 1인 3점 이내의 

범위에서 출품이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1985년 1월 5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작품 규격은 76X 103cm와 

103义 146cm로 되어 있다.

시상은 금상 1인에 일화 100만엔 은상 

4인에 각 50만엔, 동상 10인에 각 10만엔으로 

되어 있다.

접수처 ：The Organizing Committee of 

IPT，85C/O The Museum of Modern Art, 

Toyama 1-chome, Nishinakano-machi 

Toyam-shi, Japan 930-11.

Worldesign'85로고 제정

국제 산업 디자인 단체 협의회(ICSID)는

WORLDESIGN 85/IG

제품 디자인의 수준 향상을 위해 일본 

정부에서 1957년부터 실시해 온 G-Mark 선정 

제도가 1985년 크게 바뀐다. 일본에서 생산된 

생활용품, 가구, 사무용품 등 13개 부문에 

해당되는 제품 중 디자인이 우수한 400여 

제품에 G-Mark (우수디자인)를 부여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외국산 제품도 선정 대상에 포함된다.

일본으로 상품을 수출하고 있는 업체 중 

관심 있는 회사는 다음 주소로 연락하면 

G-Mark 선정 제도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입수할 수 있다.

Japan Industrial Design 

Promotion Organization 

World Trade Center Bldg., 

Annex 4th floor, 

2-4-1 Homamatsu-cho, 

Minaro-ku, Tokyo 

Japan 105.

1985년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Woddesign'85(국제 

산업 디자인 대회) 로고를 제정 발표하였다.

磐
Crafts Exhibition

The Korea Society of Craft Designers held 
their 11th membership exhibition in 
September under the patronage of the Korea 
Design and Packaging Center and the Korea 
Culture and Arts Foundation. Many members 
of the Society over 200 persons presented 
their outstanding works at this exhibition.

ICOGRADA'85 심볼 제정

국제 그래픽 디자인 협의회(ICOGRADA)는 문의처 :ICOGRADAB5, Syndicat

1985년 9월 2일부터 7일까지 프랑스 니스에서 National des Graphistes, Irue de Courcelles, 

개최되는 ICOGRADA Nice 1985(국제 75008 Paris, France.

그래픽 디자인 대회) 심볼을 제정 

발표하였다.

乞"X7丿 
시丿匕」八儿 -工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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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판지 상자의 생명은 

압축강도

부산지사 : 부산직할시 학장동 261-8 TEL.
사업 수익금은 디자인 •포장의 연구 개발 및 

진흥을 위한 공익 사업에 사용되고 있와』4

762-9461 -〜5
855-61 이 ~5
92-8485 〜7

한국 디자인 포장 센터는 

기술과 품질 면에서 

선진국 수준의 골판지를 

제조 공급하고 있읍니다

한국匚I 자은포장선! 터 
KOREA DESIGN & PACKAGING CENTER

븐 사 :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128-8 TEL 
공 장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50 TEL.



디자인자료

금속 코팅의 방법과 실제

금속 코팅은 여러 가지의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산업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코팅 재료와 그것을 바탕 

금속에 사용하는 방법들을 선택하기 

전에, 여러 가지의 중요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것들에 관해서 C.A 
스미스 박사(C.A Smith Msc, CEng, 
FIMechE)가 다음과 같이 설명해 준다.

금속 코팅을 사용하는 두 가지의 근본적인 

이유는 부식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는 것과 

바탕 금속의 물리적 성질이나 기계적 성질을 

변경시키는 것이다. 그 외에도 금속 코팅은 

장식적인 효과를 주거나 그런 효과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들 

세 가지 효과들은 어떤 특정 용도에 각각 

상이한 정도로 필요할 수도 있自. 여기에서는 

첫번째로 부식 작용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바탕 물질의 선택은 흔히 특정 제품과 관련 

있는 요소들에 의해 좌우되고, 또한 가장 

적절한 재료라고 하더라도 종종 부식성을 가진 

환경에 대해서 필요한 저항력을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상적으로는, 보호용 금속 코팅을 위해서는 

바탕 금속으로부터 부식성을 가진 환경을 

완전히 격리시켜야 하며, 만약 그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오직 코팅용 금속 그 자체의 

저항력과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만을 고려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상으로는, 코팅을 하는 

동안에 코팅에 불연속성이 생길 수도 있고 

또한 코팅 후에 기계적 손상이나 혹은 코팅 그 

자체의 부식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불연속성들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들에 

있어서, 그렇게 만든 이중 금속 조직의 부식 

작용이 상당한 중요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양극 코팅과 음극 코팅

전기화학(electrochemistry)에 있어서, 

양극(anode)은 부식시키는 금속이다. 코팅의 

불연속들에 관해 살펴 본다면, 양극/음극 범위 

관계의 효과와 작은 불연속들에 형성된 어떤 

부식 산물들(corrosion products)의 성질에 

의해서, 일반적인 流電気的 부식 이론(galvanic- 

corrosion theory)을 충실히 고찰해서 내린 

선택을 변경할 수도 있는데, 이 이론은 

고려중인 환경하에서 코팅과 바탕 금속이 갖고 

있는 잠재력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다. 

코팅에 생긴 작은 구멍의 균열에서 작용하는 

부식성 전류는 대단히 높고 또 손상을 주는 

전류 밀도(電流 密度 : current density)를 

생기게 한다(그림 1)・ 그래서 실제상으로 바탕 

금속에 대해 양극인 코팅과 음극인 코팅 

모두가 사용되기는 하지만, 前者는 코팅의 

불연속에서 희생적인 보호를 제공하는데 

반해서, 후자는 노출된 바탕 금속에 대한 

부식을 촉진시킬 수도 있다. 그렇지만, 兩者 

모두가 기계적 보호를 제공할 것이다 양극 

코팅의 희생적인 소모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요소들에 의해 감소된다. 즉, 

불연속내의 전해액에 의한 저항력, 부식에 의해 

생성된 산물들에 의한 불연속의 방지, 혹은 

노출된 바탕 금속 위에 전해액 PH의 증가나 

또는 불연속의 음극적 반응에 의해 촉진될 수 

있는 보호 피막의 형성들이 그것들이다. 

개개의 특정 부식 상황은 상호 다른데, 그것은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들이 매 경우마다 

변화하기 때문이다.

아연(zinc)과 카드뮴(cadmium)은 모두 강철에 

대해 양극이고, 코팅 금속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바탕 금속에 대해 희생적인 보호를 

제공한다. 아연은 공장의 대기 속에 노출되는 

경우에 카드뮴보다 장기간 동안 강철을 보호해 

줄 것이다. 그 반면에, 바다나 농촌의 환경 

속에서는 카드뮴이 보다 장기적인 보호를 

제공해 준다. 이것은 상이한 환경들은 상이한 

부식 산물을 형성시키기 때문인데, 그것들은 

상이한 반응을 나타낸다. 공장의 대기 속에서는, 

아연과 카드뮴의 可溶性 황산염 (sulphate)이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노출된 상태로 있게 

된다면 그것들은 빗물에 씻겨져 버리게 되어서 

부식 작용은 아무런 장애없이 계속될 수 있다. 

이러한 조건들하에서는, 대부분의 환경들 

속에서 카드뮴보다 음전기적 잠재력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아연이 카드뮴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양극(anode)이 되며, 또한 바탕 

금속에 대해 보다 장기적인 보호를 제공해 

준다. 그렇지만 농촌이나 바다의 대기에 

노줄되는 경우에는, 형성된 카드뮴 

탄산염 (carbonate)과 염화물(basic chloride)은 

용해가 되지 않으며, 또 용해가 더 잘 되는 

아연 탄산염 (zinc carbonate)과 염화물의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이 부식이 억제된다. 

그렇게 하여 흔히 장기간의 수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음극 코팅을 사용할 경우에는 희생적인 

작용이 역전되어, 바탕 금속이 부식되고 코팅은 

보호받게 된다. 바탕 금속에 대한 이러한 

부식은 한 부분에 고도로 집중될 수도 있고 또 

금속 두께를 급속히 관통하게 될 수도 있다. 

부식량은 부식되는 범위에 좌우될 것이다. 그 

효과는 양극 코팅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전해액의 저항과 부식 산물들의 억제 작용으로 

인해 상당히 감소되게 되며, 불연속내에 바탕 

금속의 부식 산물들이 만들어지게 됨으로써, 

부식되는 정도를 상당히 줄일 수 있고 또 

貫通 (penetration)을 지연시킬 수 있다.

니켈(nickel)에 크롬(chromium)을 더한 

장식용 코팅은 강철이나 아연 합금으로 된 

바탕 금속에 대해서 음극이고, 이러한 보호 

조직들을 신중히 사용한다면, 하층 니켈에서 

부식이 일어나게 될 곳의 상층 카드뮴 막에 

불연속들이 생길 수도 있다. 크롬층에 이러한 

불연속들의 수가 상당히 증가하게 된다면, 

각각의 개별적 부식점에서 전류 밀도가 

감소하게 되며,그렇게 해서 니켈층을통한 

부식의 관통이 느려지게 되어 바탕 금속의 

보호 기간이 연장되게 된다.

일반적으로 음극 코팅과 양극 코팅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는가는 사용 용도에 좌우될 

것이다. 음극 코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탕 

금속에 대한 어떠한 부식도 고도로 국부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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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작은 구멍의 부식(a)은 금속 코팅이 바탕 금속에 

대해 음극이고 또 작은 균열들이 코팅에 있는 경우에

부식은 바탕 금속에 대해 양극인 코팅가 함께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 대신에 코팅의 껍질이 벗겨지지만

생기게 된다. 부식 전류는 작은 부위에 작용하여 높은

전류 밀도와 급속한 침투를 야기한다. 작은 구멍의

될 것이고, 그래서 얇은 부위들을 급속히 

관통하게 되어 결국 기능적 완전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양극 코팅은 희생적인 

작용에 의해 바탕 금속의 노출된 부분을 

보호하게 되는데, 이는 노출된 부분이 다음과 

같은 점을 초과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즉, 

그 점 이상에서는 부식 반응의 陰極性化가 

유지될 수 있으며, 그 점 이후에서는 바탕 금속 

그 자체가 자유로이 부식될 것이다. 어떤 

코팅을 선택하든지 간에 갈라진 틈은 침투를 

가능케 하여 결과적으로 부식을 야기하기 

때문에, 최종적 조직은 응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극 코팅과 음극 코팅 양자 모두에 있어서, 

표면에 부식물이 있다거나 혹은 그 부식물이 

갖는 성질로 인해서 장식적인 외관이나 제품의 

기능적 사용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까지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서 

금으로 도금된 전기 접점들의 표면에 소량의 

부식 산물들이 있는 경우, 전기적 접촉 저항이 

상당히 증가할 수 있고 또 기능 장애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한 문제는 금의 두께를 증가시켜서 

그것의 구멍을 감소시키거나 혹은 방벽층으로서 

작용할 저항력이 강한 금속막을 금과 바탕 금속 

사이에 끼어 넣음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

부식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코팅을 사용할 既定 

환경에서 유전기적 커플들(couples:전해액에 

넣어 전극으로 사용되는 서로 다른 물질의 한 

쌍)의 작용을 예언해 주느 금속의 e.m.f 

시리즈들을 사용한다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고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

코팅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어떤 특정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코팅 

재료를 선택하는 데에는 많은 요소들이

(b) 침투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관련되어 있다. 부식성 환경에 대한 코팅 

재료의 저항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그러한 환경을 적절히 그리고 정확히 

이해하는 데 있다. 자연적인 대기에 노출된 

금속들은 변화하는 환경적 조건들에 따라 

상당히 상이한 정도로 부식될 것이다. 통계 

자료들은 일반적인 지표를 찾기 위해 참고가 

될 수는 있지만 항상 주의해서 사용하여야 

하는데, 즉 그 코팅이 사용될 해당 조건들과 

가장 유사한 환경을 위해 뽑아진 자료들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순전히 지역적 조건들이 

부식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러한 예는 지독한 산업적 환경에 놓여 있는 

빌딩 지붕 위의 도금된 금속제 공기 흡입구가 

부식되는 경우에서 찾을 수 있었다. 대부분의 

공기 홉입구는 만족스럽게 제 기능을 

발휘하였지만 녹이 西向의 공기 홉입구에 

보통보다 빨리 생겼는데, 그러한 서쪽 

방향에서는 공기 흡입구들이 인근의 강 

어귀로부터 일상의 바람에 실려온 염화물에 

오염되었다. 또한 빗물에 노출된 부분들은 보다 

적게 노출된 부분들과는 다르게 변형된다. 

그러므로 최적의 코팅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코팅이 겪어야 할 거시적 그리고 

미시적 환경 조건들 모두에 관한 상세한 

지식이 필수적이란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특정한 용도를 위해서 코팅 조직을 추천하기 

전에, 위치 검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일인 것이다.

부식성 환경이 물이나 다른 액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풍의 정도와流量의 

비율뿐만 아니라 액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소량의 성분들이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여야 

한다.

처리 방법의 실용성

재료의 선택과 제품의 표면에 적당한 두께의 

코팅을 잘 펴서 칠할 수 있는 처리 방법의 

선택이 중요하다. 핫一디프트(Hot-dipped: 

금속을 녹은 주석에 담가서 도금한) 주석 

코팅은 10" m 〜40〃이의 두께 범위 밖에서는 

사용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핫-디프트 아연 

코팅은 보통 최고로 50〃m의 두께를 초과하지 

않는다. 속이 빈 부분들이나 지나치게 큰 

요소들은 핫-디핑 처리 과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비실용적이고, 대단히 얇은 부분들은 

뒤틀리게 될 수도 있다.

엘 렉 트로디 포지 티 드 (electrodeposited :電着 된 

물질을 전기 분해하여 전극 표면에 붙이는 것) 

코팅은, 장식용 그리고 보호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두께를 약 m에서 약 30〃m

까지의 범위로 할 수도 있다. 물론 내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코팅을 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두꺼운 두께로 처리할 수도 있다. 도금될 

물건의 모양은 전착물(electrodeposit)의 두께와 

도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구리와 니켈 

부착물은 잘 칠해지고 또 구석진 부분들에도 

잘 투사되며, 전착시키는 동안에 두께의 

평준화를 얻을 수 있다. 아연은 질이 좋은 

도장을 제공하지 만 평준화가 형 편 없고, 크롬은 

투사력이 대단히 좋지 않아서 도금된 물건의 

깊숙한 부분에 칠되지 않은 부분들이 생기게 

된다.

값비싼 금속들은 비용 때문에 l〃m 이하의 

두께로 전착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두께에서는 전착물의 多孔性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산성의 금 전착물은 알카리성의 

電解槽에서의 부착물보다 기공이 적은 경향이 

있다.

분무식 금속 코팅 (sprayed metal coating)은 

핫-디핑 처리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와 같이 

처리할 제품 크기의 제한을 받지 않고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코팅의 두께와 도장은 

처리하는 동안에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복잡한 모양들이나 움푹 들어간 

부분들에 대한 처리에서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은 주로 고른 두께를 유지하는 

기술적 어려움 때문이다. 코팅 두께는 

일반적으로 50〜250〃m의 범위이지만 내구용 

처리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두꺼운 두께의 

도장이 될 수도 있고, 더욱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서 나중에 확산 열처리를 할 수도 있다. 

분무식 금속 코팅은 多孔性을 갖고 있으며,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높은 비율의 산화물을 

함유하고 있다. 실제 사용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부식 반응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코팅의 기공들에 부식물이 쌓이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코팅의 불연속에 있어서도 노출된 바탕 금속의 

희생적인 보호는 여전히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코팅에 앞서, 가능한 한 바탕 금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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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을 깨끗히 닦아야 한다는 것에 역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압축이나 압연 혹은 압출에 의한 클라딩 

（cladding:입히기）에 의해선, 그 두께나 분포가 

넓은 범위에 걸쳐 손쉽게 조절될 수 있는 

코팅을 생산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생산된 

코팅은 완전히 다공성에서 해방될 것이다. * 

비록 이러한 방법으로 생산될 수 있는 

코팅에선 그 두께에 대한 실제적 제한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처리 방법은 처리 

후에 상당한 기계적 변형이 요구되지 않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모양의 물품들에만 사용될 

수 있다. 중요한 용도들로는, 케이블용의 납과 

알루미늄 鎧装과 건축용 납 피복지 그리고 열 

교환기용의 복합 돌출관이 있다.

유전기적 커플링의 조화

유전기적 부식에 관한 대부분의 출판 

자료들은 이중 금속적 코팅 조직들보다는 

비합금 금속 커플들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동일한 유전기적 관계들이 반드시 두 

경우에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함은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환경에 노출된 비합금 커플 조직들을 위한 

자료들로부터 유용한 지침을 얻을 수 있다. 

전기 공업에서 보통 사용되는 금속의 조합들을 

위해 자료들이 보고되어 왔다. 도금된 황동과 

구리 그리고 알루미늄을 포함하느 커플들을 

1%의 염분 스프레이（spray）에 노출시켰더니, 한 

16.25x1 ・5x2m(64x6x8ft) 이다〈사진 1〉Westgate Works of Jenolite Corrosion 

Services사에 있는 주처리 탱크들로서 그 크기는

주의 테스트 기간에 걸쳐서 부식 전류가 

측정되었다. 이 테스트에서의 상대적 등급들이 

표1에 나타나 있으며, 이 표에서 특별히 

흥미로운 것은 불연속들에서 생기는 활동적인 

유전기적 부식 때문에 황동이나 구리 위의 

알루미늄 코팅은 적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만약 

주석 도금이 알루미늄의 하층막으로 사용된다匸 

바탕 금속의 부식은 막아지지만, 만약 주석이 

알루미늄의 상층막으로 사용된다면（특히 

재래의 아연산염 처리 방법에 의해서） 그것은 

알루미늄이 활동적 양극으로서의 기능을 

계속하는 것을 허용할 정도로 기공이 많아지고 

또 부식이 계속될 수 있다. 주어진 관계들은 

예시된 특정 환경에 꼭 들어 맞으며, 만약 

조건들이 변화된다면 그것이 비록 적은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상이한 유전기적 

효과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은 항상 

기억해야 한다.

바탕 금속의 성질에 대한 영향

어떤 코팅 처리도 바탕 재료의 물리적 또는 

기계적 성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그러한 효과들의 어떤 〈사진2〉전형적인 아연 도금 공장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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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사용될 코팅의 타이프(type)와 그의 사용 

방법을 선택할 때에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핫-디핑 처리에 있어서, 앞에서 언급한 

뒤틀림의 위험은 별문제로 하고 수반되는 

고열로 인해서 핫-티닝(hot-tinning) 동안에 

일어나는 황동과 구리의 軟化와 같은 

어닐링(annealing:불에 달굼)이 유발될 수있다. 

또한 딱딱하고 깨지기 쉬운 金属間 합금 

지대(intermetallic-alloy zones)도 생기게 되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강철의 주석 도금(tinning)에 

있어서의 CU6&15 와 Cu2Sf과 같이 고체의 

바탕판에 액체인 코팅 금속을 산포시킨 

결과이다. 즉, 하금 조직의 넓이와 깊이는 

디핑(dipping:도금을 위해 담그기)의 온도와 

시간에 좌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핫-딥(hot- 

dip) 전기 도금이나 아연 분말을 증기화하여 

금속판에 아연 도금하는 데 있어 디핑의 

시간이 너무 길면 나중의 기계적 변형 중에 

플레이킹(flaking:엷은 조각으로 벗겨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어떤 전착 처리 과정에서는 수소가 바탕 

금속에 산포되는 경우, 수소의 방출로 인해서 

깨지기 쉽게 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엔 도금 

후의 산포 열 처 리 (diffusing heat treatment)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그 대신에 증기 침전에 

의해 아연 코팅이나 카드뮴코팅을 사용해서 

강철의 어떠한 약화도 피할 수 있다. 또한 

고도로 응력이 가해진 전착물에서의 갈라진 

틈이 응력을 높이는 작용을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는데, 그것은 손상받기 쉬운 바탕 

금속들의 응력 부식을 시작하게 한다.

금속 분무 처리 과정에 의해 코팅을 하는 

경우에 그러한 처리 과정을 적절히 

적용시킨다면 비록 과열로 인한 어닐링 효과를 

피할 수 있기는 하지만, 모래 제거 사전 

처리 (grit-blasting pretrement)에 의한 바탕 

금속에 가해진 압축적 응력으로 인해 재료의 

악화된 특성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클라딩 

(cladding)은 광범위한 냉각 가공을 포함하는데, 

이는 사용 전에 합성 물질의 어닐링을 

필요하게 한다.

특정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금속을 선택할 

때에는 몇 가지의 특성들을 고려할 것이 

요구된다. 장식적 용도에 있어서는 색깔과 

외관 그리고 광택이 중요하다. 구리, 아연, 

카드뮴, 니켈, 은 그리고 금은 손쉽게 광택이 

나도록 도금할 수 있는 반면에, 주석은 보통 

흐릿한 부착물로 도금되지만 전기 도금 후에 

플래시 용해 (Rash melting)에 의해 광택을 낼 

수도 있다(유동 광택 처리 과정). 알루미늄과 

납의 부착물은 항상 그 빛이 흐릿하지만, 

고도로 매끈한 압연기를 사용하는 압연 

클라딩 (roll cladding)으로 광택 있는 알루미늄 

코팅을 만들 수 있다. 색깔들은 크롬의 

청백색에서부터 금이나 황동의 금색, 그리고 

적동의 적색에까지 이르고 있다. 전형적 

예로는 발전소에 있는 터빈을 덮기 위해 

사용되는 판금을 들 수 있다. 광을 낸 후의 

반사도(reflecHvity)도 코팅 금속에 따라 

달라지는데, 은과 로듐(rhodium)의 경우엔 

반사도가 대단히 높고 알루미늄과 팔라듐 

(palladium), 주석, 아연, 금, 철, 그리고 납의 

순서로 점차 반사도가 줄어든다.

경도(hardness)와 강도(strength) 그리고 

내구성은 가장 중요한 성질들이지만, 이것들이 

반드시 상호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비록 비닐로 된 레코드판의 표면에 

강철로 된 레코드 바늘이 마찰되는 경우에 

급속히 마모가 일어나는 것과 같이, 일반적으로 

한쪽의 경도가 큰 표면과 또 한쪽의 경도가 

작은 표면간의 마찰적 접촉이 경도가 보다 큰 

물질쪽에 상당한 정도로 마모를 일으키기는 

하지만, 두개 모두 경도가 큰 표면들간의 

마찰적 접촉은 두개 모두 경도가 작은 

표면들간의 그것보다 마모가 심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M 가장 경도가 큰 부착물은 크롬과 

니켈 그리고 로듐의 그것들이고, 중간 정도의 

경도를 가진 것은 철, 구리, 아연 카드뮴 

그리고 은의 부착물들이며 또한 주석, 납, 금, 

그리고 인듐(indium)의 경우엔 비교적 경도가 

낮다. 접촉에 의한 금속들의 마손도 역시 

문제이다.

열저항, 즉 융점의 조합과 산화에 대한 

저항이 제일 중요할는지도 모른다. 융점과 경도 

사이에는 일반적 상관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이들 兩者는 水晶格子에서 있어서 원자들의 

결합력을 나타내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열 

상태에서 사용하기 위한 코팅 금속들을 융점이 

낮은 것으로부터 보면 은, 알루미늄, 니켈, 레늄, 

크롬, 팔라듐, 플라티늄, 로듐의 순서이다.

코팅들의 전도율은 그 코팅들이 얇고, 또 

일반적으로 훌륭한 전도체이며 코팅보다 

단면이 넓은 바탕 금속과 평행하기 때문에 

흔히 2차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다. 전기 

접점들로 사용되는 코팅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성질은 표면의 강도와 산화물이나 緑膜에 대& 

저항력이다• 그래서 비록 알루미늄의 전도율이 

거의 주석의 4배가 되기는 하지만, 흔히 더 

좋은 전기 접점으로 사용되는 것은 주석 

도금이다. 그밖에 보통 저전압용으로 사용되는 

코팅 금속들은 금, 주석/납, 은, 팔라듐, 구리, 

로듐 그리고 니켈이다. 산화막의 존재가 

전기적 용도에 있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경제적 측면

경제적 요소들은 코팅 금속과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경제적 대차대조표상의 개별 

항목들은 재료와 공정뿐만 아니라 이용 

가능성과 지역적 임금 수준 그리고 생산하려 

하는 제품의 디자인과 사용에 있어 독특한 

요소들에 따라 변화할 것이다. 또 다른 

요소로는 비용 계산에 있어서 자주 그 

중요성을 적절하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그 

구성 요소에 대해 사용 연한 동안에 적절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끝손질(Rnish)을 

유지하는 것이 용이한가의 여부이다. 코팅하기 

전의 표면 끝손질은 이처럼 경제성에 관한 

한 요소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는 경우 도금품 사용에 있어 그 

대가를 치루게 된다. 비록 예외적인 경우들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처리 공정의 

비용이 낮은 것부터 순서대로 보면, 핫- 

디핑법, 분무법 그리고 클라딩법의 순서가 

된다. 가장 저렴한 비용의 金属群에는 아연, 

구리, 철 그리고 납이 포함되고, 중간 비용의 

금속군엔 니켈 주석, 주석/납, 카드뮴 그리고 

알루미늄이 포함되며, 가장 높은 비용의 

금속군에 속하는 것은 은, 팔라듐, 금 그리고 

로듐이다. 그러나 비용의 상호 관계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른 가격 변동으로 인해 

때때로 변화될 수 있다.

금속 코팅 공정을 적용하는 데서 얻은 

경험이 경제적 고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비록 전착 방법으로 알루미늄을 

코팅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 공정은 

조작하기가 어려워 금속의 마무리 작업자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알루미늄 코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핫-디핑법이나 금속 

분무법을 쓰는 것이 훨씬 손쉽게 작업을 

완성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형태의 설비들 

중 더 많은 숫자의 설비들이 금속 겉칠 시장 

(metal-finishing maiket)에서 유효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사용상의 코팅

현대의 코팅 기술에 있어서는 사용되는 

물질들의 범위가 항상 증가하고 있으며, 특정 

용도들을 위해서 특정의 코팅을 선발하여 

특별히 디자인된 기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기억해야 할 점은 대부분의 

도시들에서 효과적으로 정립된 공기 정화 

운동으로 인해서 코팅은 일반적으로 그것이 수 

십년 전에 접해야 했던 만큼의 환경 오염에 

접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연은 핫-디핑법이나 금속 분무법 혹은 

전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양극 코팅 

물질로서, 특히 크롬 산염 부동화 처리나 

인산염 부동화 처리 (chromate or phosphate 

passivation treatments)오｝ 더불어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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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엔 중성 환경의 대부분에 대해서 훌륭한 

부식 저항력을 갖고 있다. 대기에 대해 

노출되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특히 유황이 

함유된 오염 환경하에서의 아연은 강철을 

훌륭히 보호해 줄 것이다. 그렇지만 시골 

환경이나 순수한 해양 환경하에서는, 습기와 

염화물의 오염 수준이란 조건들 때문에 아연 

코팅의 효과성이 감소될 수 있으며, 또한 비록 

아연 코팅의 두께를 증가시킴으로써 보다 낮은 

비용 수준에서 동일한 정도의 보호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카드뮴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 물때가 생기는(scale-forming) 

물이나 바닷물에 잠긴 상태로 사용되는 

강철에는 아연이 탁월한 코팅이다. 그리고 

아연은 카드뮴보다 독성이 적기 때문에 용접이 

포함된 용도들에는 아연을 사용해야 한다. 

게다가 아연은 카드뮴보다 가격이 저렴하기도 

하다;

아연 코팅의 수명은 일반적으로 그 두께에 

비례하고, 비록 황산염 전해조에서 전착된 

아연이 시안화물 전해조에서 전착된 경우보다 

나은 성과를 제공해 주기는 하지만, 그 수명은 

보통 적용 방법과는 상관이 없다. 강철에 대한 

50〃 m 두께의 아연 코팅의 수명의 범위는, 

혹독한 공업적 환경하에서의 3년 반으로부터 

시골 환경하에서의 10여 년까지이다. 

런던에서는 4〜5년의 수명이 보고 되었고, 

케임브리지(Cambridge)에서는 9년의 수명이, 

그리고 브一릭스햄(Brixham)에서는 18년의 

수명이 보고되었다. 카드뮴도 역시 강철에 

대해서 희생적 보호를 제공하는 코팅 물질인데, 

強酸이나 강알칼리와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 

용도들에서나 고인 물이나 중성적 軟水에 

잠겨서 사용되는 경우들에서는 카드뮴이 

아연보다 강철을 잘 보호해 준다. 알루미늄과의
〈사진3〉경도가 높은 크롬 도금을 하는 자동 컴포넌트.

이중 금속적 접촉을 수반하는 용도등에 있어선 

카드뮴을 사용해야 하고, 납땜으로 붙일 수 

있는 것이 쉬워야 하는 전기에 관련된 

용도들에서도 그러하다. 카드뮴은 捻力 저항이 

낮으므로 볼트(bolt)로 연결된 조립품이 빈번히 

분해되어야 하는 경우들에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카드뮴은 응축이 일어날 수 있는 밀폐된 

공간에 있어선 아연보다 나은 보호를 

제공하는데, 특히 탄소가 함유된 증기에 의한 

오염이 이루어지는 곳에선 더욱 그러하다.

카드뮴은 아연보다 훨씬 더 비싸다. 카드뮴은 

흔히 최고 약 25" m의 두께로 전착법에 의해 

사용된다. 그리고 카드뮴은 아연보다 

더러움이나 녹에 대해 탁월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다. 아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카드뮴 

코팅의 수명은 그 두께에 비례한다. 혹독한 

공업적 환경하에서는 25" m 두께의 코팅은 그 

수명이 오직 9개월이고 해양 환경에 노출된 

42〃 m 두께의 코팅은 그 수명이 약 6년이다.

주석은 핫-디핑법이나 전착법으로 사용된다• 

코팅 두께의 범위는 흔히 1。〜50" m이다 

그리고 이러한 범위의 얇은 두께의 코팅에서는 

다공성이 고려해야 할 요소가 될 수 있다. 

주석은 강철이나 철에 대해 음극적이므로 결국 

그것이 제공하는 보호는 모두 기계적인 것이고 

전기 화학적인 것은 아니다. 주석 코팅은 전기 

공업에서 널리 사용되는데, 그것은 주석 코팅이 

훌륭한 접촉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석 코팅은 독성이 낮기 때문에 식품 공업에서 

널리 사용된다. 순수한 주석 코팅뿐만 아니라 

수많은 합금 코팅들이 특정 용도들에 쓰기 

위해 개발되어 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석 

-납(함석판 : 주석1, 납 4의 비율로 합금된 

것으로 도금된 판), 주석-아연 주석-카드뮴, 

주석-황동, 그리고 주석-니켈이 있다・

알루미늄은 금속 분무법, 클라딩법, 핫- 

디핑법 그리고 전착법을 사용해 코팅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전착 처리 공정으로 

처리하는 것은 어려우며, 지금까지 

알루미늄으로 코팅된 금속들의 대부분은 금속 

분무법과 클라딩법으로 생산되고 있다. 공업 

환경의 대기에 노출되는 경우에 그것의 

부식률은 아연의 경우에 비해 약 1/3밖에 

안된다. 그리고 부식 반응은 생성된 점착성 

산화물에 의해서 억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루미늄은 강철과 그보다 부식에 대한 

저항력이 적은 알루미늄 합금들을 위해 흔히 

양극 코팅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

혹독한 공업적 환경에 노출된 상태에서 금속 

분무법으로 강철에 코팅한 38〃 m 두께의 

알루미늄 코팅의 수명은 약 4년 반이고 乃〃 m 

두께의 코팅의 경우에는 11년 반 이상이라고 

보고되었다. 또한 분무법에 의한 알루미늄 

코팅(약 125〃 m의 두께)은 알루미늄-구리- 

마그네슘 (HE15) 합금과 알루미늄-아연- 

마그네슘(DTD683) 합금에 대해서 剝皮현상과 

응력 부식에 대한 완전한 보호를 제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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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4〉광범위한 금속이 화염-분무식 기술로 처리될 

수 있다.

주는데, 이것은 시험 결과 공업 환경이나 해양 

환경 하에 서 10년 동안 유지되 었다. 니 켈은 흔히 

구리나 크롬과 함께 보호적 코팅으로 사용된다. 

니켈은 본래 부식에 대해 높은 저항력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염화물이 없는 대기 

속에서 그러하다. 그리고 니켈은 화공 분야에서 

코팅 물질로 널리 사용된다. 대기 중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급속한 변색과 느린 표면 

부식이 일어난다. 이러한 이유에서 니켈 코팅은 

거의 단독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반짝반짝 

빛나는 크롬의 하층막으로 널리 사용되는데, 

이는 강철제, 아연 합금제 그리고 구리 

합금제의 소비 제품들에 장식적이고 보호적인 

효과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특히 

자동차 공업이나 가정용 철물 공업에서 그러한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니켈 하층막의 부식은 크롬층의 불연속들에서 

생기는 부분적 피팅(pitting：움폭하게 들어간 

곳^ 국한되며, 그것은 결국에 가서 바탕 

금속에 침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합성 

코팅들의 부식 저항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특별 공정들이 개발되었고 추천된 

조직들(systems)은 BS 1224(1970)와 같은 

표준서 (standards documents)들에 상세 히 

설명되어 있다.

납 코팅은 주로 클라딩법에 의해 사용된다. 

그리고 납 코팅은 황산에 대한 저항력을 위해 

화학 공업에서 오물에 의한 부식을 막기 위해 

케이블 외장에 있어서 그리고 공업적 대기에 

대한 저항력이 특히 필요한 건축적 용도들에서 

주로 사용된다. 납 코팅의 보호적 작용은 부식 

반응을 방지하고 대단히 긴 사용 수명을 갖게 

해주는 불용해성의 부식물을 형성함으로써 

가능해진다. 그러나 염화물이 있을 때에는 

부식에 대한 저항력이 감소된다.

구리는 빠르게 녹이 쓸기 때문에 거의 

당연한 코팅 물질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특히 

유황으로 오염된 환경하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장식용이나 전기에 관한 용도에서 

코팅 물질로 사용되기는 한다. 대기 중에서의 

구리의 부식 저항력은 효과적인데, 그것은 잘 

알려져 있는 녹색의 녹인 염기성 구리 염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녹은 그 금속의 

부식이 그 이상 진전되는 것으로부터 그 

금속을 보호해 준다. 구리 코팅을 장식적 

효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벤조트리아졸(benzotriazole)과 같은 抗動質을 

함유하고 있는 투명한 래커를 보호용으로 

코팅 함으로써, 고도의 광택과 선명한 빛 깔을 

유지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 코팅 금속으로 구리를 가장 널리 

사용하는 경우는, 니켈과 크롬 조직들과 같은 

다른 보호 조직들에 대한 하층막의 형태로 

코팅하는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 구리 코팅은 

표면을 고르게 하여 완제품의 광택을 

향상시키는 큰 이점을 제공한다. 바탕 금속을 

부식으로부터 보호하는 그것의 역할은 

복잡하다. 그러한 하층막은 상층 코팅에 부식이 

침투되는 경우에 흔히 그 자체가 우선적으로 

부식된다. 그리고 그 하층막을 뚫고 침투하는 

경우에는 그 하층막은 바탕 금속의 증진된 

부식을 촉진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반면에 

광택있는 니켈과 마이크로-디스콘티뉴어스 

크롬(nickel plus microdiscontinuous chromium)의 

코팅에 있어서는, 구리 하층막을 사용하는 것이 

부식 저항력을 향상시키고 또 바탕 금속에 

대한 보호 기간을 연장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크롬은 그 특성을 잘 살린다면 대단히 

유용한 코팅이 될 수 있다. 크롬은 대부분의 

대기들 속에서 거의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대기중에서의 부식에 대해 

저항력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크롬은 오랜 

기간 동안 장식적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코팅에 대해 얇고 광택 있는 상층막으로 

사용된다. 전착법으로 처리된 이러한 코팅의 

두께는 일반적으로 0・3〜 1・梨 m의 범위이다. 

그보다 낮은 범위의 두께에서는, 코팅에 미세한 

불연속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두께가 

증가됨에 따라서 부착물에 자연적으로 금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두꺼i를 증가시켜서 제거할 

수는 없다. 크롬 전착물에 금이 가는 성향은 

백만분의 일 수준에서 공정을 변경시켜서 

금가는 것을 감소시킴으로써 유용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만들어진 

미세한 금이 있는 부착물은 대기에 노출된 

니켈 도금된 강철이나 니켈 합금제 바탕 

금속에 대해 보다 큰 보호를 제공하게 되는데, 

그것은 미세한 불연속들에서 노출된 니켈 

부위를 확대시켜서 각각의 부식 지점들에서의 

부식 전류 밀도를 감소시키고 이에 따라 

니켈층에 대한 침투 비율을 결국 

저하시킴으로써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크롬도 역시 탁월한 내구성을 가진 대단히 

높은 경도의 금속이므로 공학적 용도들에서 

코팅 물질로 널리 사용된다. 이러한 사용 

목적들을 위해서 코팅은 수 밀리미터의 두께로 

전착되어진다. 이렇듯 경도가 높은 공학용크롬 

코팅은 항상 미세한 금들과 균열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바탕 금속의 부식을 가능케 

한다. 그러나 이것은 흔히 사용상의 해가 

되지는 않으며,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것들은 

사용중에 작업면에 윤활유를 유지시키는 

수단을 제공하는 데는 유익하다. ■

- 바로 잡습니다---------------

본지 75호('84.8) 16페이지

서울대학卫 교수로 게재된 조 벽호 씨를 

홍익대학교 교수로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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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問은 크리에이터의 가장 큰 武器입니다.—
*•* 二、：一

CARMINECARMINE

国新韓画具工莉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48 해영회관 9층. 724 4119

이제부터 디자이너 여러분은 외국제 
마카에 의존하지 않아도 좋읍니다. 
일본 홀베인과 기술협조로 신한에서 
제조한 간즈마카는 디자이너 여러분 
의 아트•워크를 한결 즐겁게하여 드 
릴 것입니다.

rr 
I

신한 일러스트.패드는 일러스 

트 • 마카용 용지를 수입하여 

제본한 제품으로서 적당한 투 

명도와 백색도를 유지하여 마 

카의 발색을 촉진시키는 전문 

디 자이 너용입 니 다.

2 절 크기와 4 절 크기의 2 종 
류가 있읍니다.

12.83. COLORS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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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0R
PACK'85
85韓 際包裝機資材展

■참가안내 , 
국내포장 산업의 발전 및 수출상품 포장의、 

개선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국제 포장기， 

자재전을 개최하오니 적극 참여 있으、

시기 바랍니다

•개최규모（전시장면적） : 부스 : 3 X3m
>200개부스 （5,000m2）

■기간 :'85.6.1M화） -6.16일）、
■장소 : 대한무역진홍공사 종합』 

시장（KOEX-강남구 삼성동 159）

■참가신청 : 신청기간-'8471부터
｝（전시장, 소진즉시 마감하며, 신청순위를 
4우선으로 하여 품종별로 배치）

•주최 : 대한무역진홍공사（KOTRA）、 
한국디자인포장센터 （KDPC）,

• 후원 : 상공부 한국기계공업 진흥회、 

한국방송공사

•협찬: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신청장소 및 문의처 : • 대한무역진흥공사

L 전시부 전시계획과
4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 （우편번호 : 135）
4 전화 : 55이 -312/315
4•한국디자인포장센터 포장개발부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128 （우편번호 ： 110）
4 전화 : 762-9463

■참가대상: 국내외 포장기자재 생산 또는 취급업체

■제출서류 ： 소정신청서류 

L（요청하면 우송함）

■출품대상
• 포장재료및 용기 : 종이, 플라스틱 금속, 목재, 유리, 라벨류】 

포장 용테이프류, 기타포장자재

•특기사항 : 동전시

L 기간중 '85 한국 국제 
4식품전이 같은 장소에서 

4 개최됨으로써 양전시회가 

4국제적 규모의

• 포장기계 : 랩핑기 （Wrapping Machine）, 케이서 （Caser）、 
팰릿타이저 （Palletizer）, 계량기,，

충진기, 라벨부착기, 진공포장기,， 

결속기, 봉함기. 자동포장기〕 

기타포장관련기기

포장 및 식품전시회로 

i 성황을 이룰 것임

• 포장재료 가공기기 : 제대기 （製袋機）, 재단기, 스티쳐. 제함기,， 

타발기 （Die-cutter）/ 
기타포장 재료가공기기

• 기타관련 기기 : 포장용 인쇄기기. 포장용 플라스틱 압출 및、 
사출기, 유통관련기기, 포장시험기,， 

선별기, 탐지기,정전기 제거기,、 

' 기타관련기자재

向 대 한 무 역 진 흥공사 
\쁘丿 KOREA TRADE PROMO지ON CORPORATION

한구다；자은포장선! 터
Korea design & packaging cent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