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巻頭言

理事長 金熙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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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巳年 새해를 맞이하여 読者 여러분들의 所顱成就를 祈願하는 마음 간절 

합니다. 国家的으로는 昨年度의 奇蹟的인 経済発展에 힘입어 今年度에는 당 
초 計蒯올 4 年間이 나 앞당겨서 大望의 百億弗 輸出을 達成하고자 하는벅 차 

고도 希望 찬 해 인 同時에 福祉社会를 指向하는 第4 次経済開発計酬을 実施 
하는 첫해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時点에서 当센터는 그의 基本運営 

方針을 다음과 같이 設定하였읍니다.
첫째로 研究開発分野에 있어서 産業디자인을 重点으로 指向하고, 用役과 

共同開発事業을 積極化하며, 프로젝트別 팀웍制에 의하여 研究員들의 作業 
能率과 資質向上올 期하는 一面, 先進国에 留学生을 派遣하여 要員을 養成 

토록 할 것 입 니 다.
上記 共同開発事業 중에서 特記할만한 것은 韓日共同開発事業으로서 釜関 

페리 (連絡船)에 대한 디자인을 実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産業디자이 너가 連絡船에 대한 問題를 取扱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고 생 각 

하실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에 대한 解明은 디자인界에 日浅한 本人의 所見 
을 말하는 것 보다는 世界的으로 權威가 있는 ICSID (国際産業디 자인協会)에 
서 実施한 INTERDESIGN ,74/ONTARIO 報告書에 記載되 어 있는「産業디 
자이너 의 任務」라는 題 目 을 紹介함으로써 여 러 분들의 理解를 求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에 의하면「産業디자이너는 옛날과 같이 特定製品에 대한 디자 

인에 만 関與하는 것 이 아니 라 그에 附随되 는 기 타 여 러 가지 問題에 関駢性 
을 가지게 되 었다. 1920年代에 始作된 大量生産方法은 사람들이 日常使用하 
는 물건을 만드는 메이커로서의 工芸家나 디자이너를 멀리하게 되었다. 産 
業디자이 너 가 이 分野에 代置되 어 製品의 디자인과 그 製品의 包装과 더불 

어 産業에 대한 視覚 및 展示를 取扱하게된 것이다. 이 産業디자이너들은 나 
아가서 마아케 팅, 人間工学, 生産技術 및 資料使用과 같은 商品生産에 影響 

을 미칠만한 모든 分野에 積極的으로 介入하게 된 것이다. 産業 디자이너가 

開発한 大部分의 製品은 個個 消費者에 의 하여 接触되 고, 使用되며 , 導入되 
게 됨 으로 産業디 자이 너 는 또한 消費者들의 기 호와 니 즈 (needs) 에 関與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 것이다. 産業디자이너는 数많은 商品의 美的인 性格만을 
取扱하는 領域에서 벗 어 나서 디 자인의 特殊分野에 대 한 深奥하고 特別한 理 
解를 가지고 高度의 技術的인 専門分野를 取扱할 수 있는 제 너 럴리 스트(ge

neralist) 로 変貌하게된 것 이 다. 이 와 같이 하여 産業디 자인 分野는 그래 픽 , 
엔지니어링, 製品디자인, 展示디자인, 環境디자인, 또는 建築에 대한 技術 

的인 経歴을 가진 者가 網羅되 게된 것 이 다.。世界市場에 製品이 洪水같이 増 
殖되는 明確한 事実에 부응하여 産業디자이너들은 消費者들의 物質的인 需 
要를 成功的으로 充足시켜 왔다. 그러 나 自然資料의 枯渇과 自然 및 人工的 
인 環境을 荒廃시키는데 대하여 専門家的인 立場에서 뿐만 아니라 市民으 
로서 至大한 関心을 가지지 않으면 안되게 된 것이다. 産業디자이너들은 그 
들의 職業올 가지고 在来의 企蒯이나 建築分野까지 浸犯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才能으로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고 還境올 改善하기 위 하여 挑戦하 
는 여 러 가지 分野의 数많은 専門家들과 같이 錦上添花的인 役割을 하자는 

것 이 다.
그리 고 그 報告書의 最終結論의 한 句節을 引用하면「小都市問題를 解決



함에 있어서 原型 ( prototype) , 모델 節次에 의 하여 専門家들이 一般非専門家 

들과의 協調下에 作業이 進行된다는 事実에 着眼했다. 그것은 理想的으로 
産業디자이너 뿐만 아니라 少数나마 社会学者, 経済学者 및 엔지니어와 같 

은 많은 専門家들의 能力을 動員하는 節次인 것 이 다. 인터 디 자인 (inlerdesi- 
gn) 方法의 要点은 여러 가지 才能을 相互 交換하고 糾合하는데 있 다. 이 節 

次는 制限된 地域에 있는 사람들로서 有効하게 作業할 수 있는 일을 国際的 
인 参奥者들에 의 하여 解決하자는 것 은 아니 다. 인 터디 자인方法은 아직 試 

験 중에 있으며 解釈의 余地가 많으나 한 가지 要件만은 明白하다. 그것은 
인터디 자인에 있어서 政府機関, 専門家 및 市民이 共同目標에 대 하여 一致 
団結하여 作業하지 않으면 完全한 成功을 期할 수 없다는 事実이 다.」
둘째 로 今年度 当센 터 의 振興分野의 基本運営方針으로서는 昨年度에 改称 

된 大韓民国 産業디자인展의 制度的인 改善을 期하고, 毎年같이 展示場所를 
転転하던 것을 本社의 建物을 増築하여 常設展示場올 마련할 것 이며, 全国的 
으로 散在되 어 있는 디자이너들을 善導하는 一環으로서 資料室과 図書室을 
増築하여 그들에게 언제든지 要求되는 資料와 場所를 利用할 수 있게 하며, 

直売코너를 運営하여 그들의 開発品을 販売해줄 것이며 業界에서 要求가 있 
을 때에는 그들의 就職을 알선해 주고 自費 또는 可能한 費用의 岀処만 있 

으면 海外旅行에 必要한 援助를 提供하고 随時로 모임 을 가지고 세 미 나같은 
것 을 実施함으로써 그들의 資質向上과 친목을 도모하며 , 타스크 • 포오스(ta
sk force) 的인 事業에 動員하는 둥 우선 손쉬 운 分野부터 具体的으로 実践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今年 10月 初에 第4 次 아시 아包装駢盟의 会議를 서 

울에 誘致하여 国威宣揚을 꾀하며, 当센터에서 発刊하는 刊行物의 内容的인 
充実化를 期하고, 教育界에 대해서 要求되는 産業디자이너를 養成하기 위한 
協調를 求하며, 言論界와 協調하여 디자인과 包装에 대한 一般啓蒙에 努力 
하려고 합니다. 事実上 当센터에 부여된 任務 중에서 이 振興分野의 比重은 
더욱 크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当센터에서 研究員을 많이 가지고 

研究開発에 従事한다 해도 그것은 方向을 提示할 뿐이지, 그것 보다도 더욱 
重要한것 은 全国家的으로 産業界와 一般의 이 分野에 대 한 水準을 向上시 키 는 
데 努力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매스컴을 利用하지 않고서는 
方法이 없읍니 다. 그리고 特定事業에 있어서 도 全国的으로 散在되 어 있는프 
리 렌서 들을 包含한 디 자이 너 들을 애드혹 (Ad Hoc) 式으로 善用 하는 것은 대 

단히 効果的일 것입니다.
基本運営方針의 세째로 当센터 運営費의 財源을 捻出하기 위한 事業分野 

에 있어서는 昨年까지 九老洞輸出工団内에 있는 골板紙箱子의 製造를 위한 
示範工場에 만 依存하고 있는 것을 今年度부터는 多変化시 킴으로써 所要되는 
費用을 充足시켜 나갈 計蒯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当센터는 財団法人 
体로서 国家의 歳出予算으로 運営되는 것이 아니 라 財団自体의 特別会計 部 
門에서 마련되는 資金으로 運営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原動力이 되 

는 資金을 蓄積해야 하는 事業 또한 軽視해서는 일이 되지가 않을 것입니다 
이 分野도 当센터의 公信力과 디자이너 여러분들의 才能을 糾合하게 되 면 
所期의 需要를 無難허 達成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생각되기에 여러분들의 協 
調와 鞭撻을 要請하여 마지 않는 바입 니 다.



디자인関係行事

当센터는 日本 GK인더스트리얼디자

인研究所 計剛本部長 野□■禹씨와 同 . 

研究所 디자인本部長 曽根眞佐子씨를 

講師로 초청하여 디자인振興 세미나를 

가졌다(1976. 12. 16)

当센터 상설전시홀에서 열린 金教滿

(서울美大 教授) 作品展

(1976. 12. 17-12. 23)

当센터 金熙德 理事長께서는 韓国인더 

스트리얼 디자이너 協会의 育成発展에 

기여한 공로로 同協会 閔哲泓 会長으로 

부터 감사패를 받았다(1977. 1.5)



産業디자인에 있어서의 人間工学③
Human engineering in the industrial design

崔 大 錫

弘益大 美大 專任講師 ・ 產業디 자인

② 休息用 의자의 경우

휴식용 의 자는 인간공학적 입 장에 서 보면 그 

자체의 목적이 인간의 환경, 動作, 身體에 대해 

서 조건이 자유롭기 때문에 작업 의자의 경우와 

같이 엄격한 조건 설정은 어렵다. 동시에 휴식 

상태는 작업의 경우와 달라서 그 변화가 많고, 

—定한 것은 아니다. 여기에 소개하는 데이터는 

혼히 행 하여 지 는 담화라든가 차 마실 때 둥 일반 

휴식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다. ＞휴식의 경 

우는 座面에 대해서 휴식의 生理로서 될 수 있는 

한 支持面에의 體壓을 넓은 面에 平均分布하여 

신체의 靱筋肉에 대한 긴장을 弛緩하는 일이다. 

그러 므로 座面을 작업 의 자의 경우보다도 낮게 하 

여 다리를 앞으로 내 뻗는 것이 좋다. 그러나 너 

무 낮게 하는 것은 일어설 때 적지 않은 노력을 필 

요로 하게 된다. [＞座面길이는 人體의 大腿길이 

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作業 의자의 경우와 같으 

나 座面 및 둥받침의 경사가 변화하는데 따라서 

股關節을 연결하는 骨盤이 後轉하기 때문에 骨 

盤끝까지의 전 길이 가 크게 되고 座面길이는 커지 

는 결과가 된다.〉座面폭（너비）은 作業 의자의 

경우와 같은 자세의 규정이 없고 상당히 자유롭 

다. 때로는 座面에 올라 앉는다든지 옆으로 앉 

든지 하는 것을 생 각하면 상당히 여유있는 칫수 

로 만들어 져야 할 것이다. 〉座面의 기울기는 

體壓分布의 平均化 때문에 그 角度를 크게 할 수 

록 그 목적이 이루어 지지만 이 角度가 너무크 

면 일어설 때의 노력도 커진다.〉座面의 支持 

曲面은 左右로 緩慢하게 하는 것 이 바람직 하다. 

〉쿠션의 彈力性은 작업 의자의 경우와 같이 生 

理上의 영향은 크지 않으나 合理的인 曲面과 어 

느 정 도의 두툼한 감을 가진 쿠션이 면 충격 의 홉 

수가 가능하며 臂部가 깊이 빠져들어 갈 경우 보 

다는 快適하다. ＞둥받침의 높이는 그 기울기에 

따라서 決定된다. 座面과 둥받침의 關係角度는 

작업 의자의 경우와 그렇게 차이는 일어나지 않 

는다. 대체로 116。〜117。정도가 좋다. 이 것은 당 

연히 上體의 重心이 後退하고 體壓의 分布程度 

를 보다 많이 둥면에 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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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座面에 接觸하는 臂部의 압박은 적게 

되어 靱帶, 筋肉의 긴장은전체적으로弛緩된다. 

上體重心이 後退하면 둥으로부터 목, 머리에 걸 

쳐서 이것을 支持하는 面이 필요해 진다. 그 때 

문에 적어도 作業 의자의 둥받침 보다는 10cm 정 

도 어깨 윗부분까지의 높이로 지탱할 필요가 생 

기게 된다. 둥받침의 形은 左右로 曲面이 되는 

것이 좋으나 자세가 자유스러워지면 이 曲面은 

극히 緩慢한 것이어야 한다.〉둥받침의 쿠션은 

座面의 쿠션 이상으로 두터울 필요는 없으나 體 

壓이 커짐으로 衝激을 홉수할 수 있는 부드러 움 

이 필요하다. ［〉팔걸이 （amirest） 도 體壓平均分 

布上으로 크게 필요한 것 인데 그 높이 는 作業 의 

자의 경우보다 낮아야 한다. 그것은 座面폭（너 

비）이 넓고 팔을 편 상태와 骨盤이 뒤로 움직여 

上體가 잠긴 자세로부터 당연히 일어나는 조건 

이 다. 그 길이 는 座面 앞 가장자리로부터 상당히 

후퇴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서고, 앉 

을 때 生理的으로나, 心理的으로나 필요조건으로 

되어 있다. 이상에서 의자의 기능 즉, 의자에 있 

어서의 인간공학적 배려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라는 일반적 사실을 대 강 살펴 보았다. 물론 이 

밖에도 미세한 여러 가지 인간공학적 제 문제가 

있으나 앞에서 밝힌 바 있듯이 의자 디자인에 

있어서 가장 인간공학적인 면은 일반적으로 어 

디에 있는가 하는 점은 알게 되었다. 여기 IAI 
가 행한 실험결과를 살펴 보자 IAI는 30여점의 

의자를 선택하여 이것을 인간공학적 입장（기능） 

에서 검 토해 보았었다. 물론선택한 의자는 Good

Design되었다고 評價되는 Eames, Nielsen, Jaco
bsen, Wagner 둥의 代表的인 作品이 다. 이것을 

IAI에서 행한 실험 데이터와 비교해본 결과 이 의 

자들은 언뜻 보기 에 단순한 曲面으로 보이 나 실제 

로는 상상하고 있던 것보다도 훨씬 미묘한 곡면 

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IAI가 

실험하여 얻은 결론과 거의 一致한다는 것도 명 

확해졌다. Good Design된 의자는 그 형 태는 다 

양하나 공통적 으로 소위 기 능 즉, 인간공학적 배 

려가 잘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결론을 얻은 것이 

다. 다음에 우리 나라 어린이（국민학교）에 알맞 

는 의자와 책 상의 규격 및 생 산비율（인력개발연구 

소,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간공학적 조사연구一의자, 

책상 및 작업 대 규격결정을 중심으로一과학기술처 1971. 
11. 참조을 발췌 하여 소개 하고그 연구결과에 따 

라 필자가 제 작발표한 작품올 소개 하기 로 한다. 

한국인에 알맞는 의자, 책상의 디자인을 위해서 

는 이들을 제작할 수 있도록 이들의 각 부위별 

규격 과 규격별 생 산비 율을 알아야 한다. 이 것 올 

위하여 다음의 내용에 따라 그 결론을 얻어 냈 

다. ①현재 제작 및 사용되고 있는 의자, 책상의 

실태 ②사용자의 태도 ③인간공학적 인 면에서 한 

국인에 알맞는 의 자, 책 상의 표준규격 및 규격별 

생 산비율 결정, 여 기에 따른 연구수행에 선정한 

대상은〉제품 실태 조사에서 26개 기관 ［＞ 사용 

자의 태 도조사에 서 6, 600명 ［〉제 품규격 및 규격 

별 생 산비율 결정에 필요한 인체부위 측정에 

4,232명〉제 품규격 결정 의 원리 발견 및 타당성 

확인을 위한 실험에 39명 둥이다. 여기에서 특 

園 의자와 책상의 규격결정을 위한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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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학생용, 사무용, 전자제품 조립용, 가발제조 

용 둥과 같은 가벼운 작업에 사용되는 의자의 제 

작에는 다음과 같은 부위의 크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①좌면의 높이, ②좌면의 너비, ③좌면의 

길이, ④좌면의 기울기, ⑤둥받침의 너비, ⑥둥 

받침의 높이, ⑦둥받침의 기울기 등이다. 이상 

의 연구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가벼운 

작업에 사용되는 의자 좌면의 알맞는 높이는 사 

용자의 오금높이 （작업시의 신발 높이 포함）정도 

가 된다.〉의좌좌면의 높이에 대해서 한국인이 

식 별못하는 범위는 평균 높은 쪽으로 L 87cm 낮 

은 쪽으르 2. 08cm 계 3. 95cm가 듼다. 이 는 오금 

높이에 다라 변한다. 오금높이가 높아지면 커지 

고 낮아지 면 작아진다.〉의 자좌면 높이 의 적 정 

규격, 한국인의 의자 높이에 대한 식별범위, 우 

리 나라 사람의 오금높이 분포 둥을 고려 하여 우 

리 나라 사람에 알맞는（국민학교 1학년 이상）의 

자 높이 의 규격 을 정 한다면 그 전체 수는 9가지 가 

된다. 이것을 용도별로 보면 국민학생용의 경우 

는 6개가 된다. 물론 이들 각 규격의 생산비율은 

대상별 인체 크기의 분포에 따라 달라진다. ［＞의 

자 좌면의 알맞는 너 비 는 사용자의 엉 덩 이 너 비 에 

평균 10cm 정도를 더한 길이 가 된다. 의자 좌면 

너비의 적정규격과우리 나라 사람의 엉덩이 너비 

를 고려 할 때 우리 나라 사람에 알맞는 좌면 너 비 

의 규격수는 전체적으로 5개가 된다. 이것을 용 

도별로 보면 국민학생용의 경우는 3개가 된다. 

물론 이 들 규격 별 생 산비 율도 대 상별 인체 크기 의 

분포에 따라 달라진다.〉의자 좌면의 길이로는 

앉은 자세에서의 엉덩이 오금간 길이보다 평균 

2〜4cm 짧은 것 이 적당하다. 〉이것 을 우리 나 

라 사람의 엉덩이 오금간 길이 분포에 적용하여 

우리 나라 사람에 알맞는 의자 좌면 길이를 구하 

면 전체적으로 8개의 규격이 되며 국민학생용은 

6개가 된다. 물론 여기서도 각 규격별 생산비율 

은 대 상별 인체 크기의 분포에 따라 달리해 야 한 

다.〉의자 좌면 기 울기 는 의 자 앞쪽끝을 기 점으 

로 수평에 대해 아랫쪽으로 5。정도의 경사를 갖 

는 것이 적당하다.〉의자 둥받침의 높이는 앉은 

자세에서의 좌면에서 견갑골 하단까지의 거리가 

적 당하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나라 사람에 알맞 

는 등받침 높이는 국민학교의 경우 5개의 규격 

이 되 고 규격별 생 산비 율은 학교, 학년, 성 별에 

따라 다르게 된다. 〉사무용 및 가벼운 작업용 

의자의 알맞는 둥받침 기울기는 no。정도가 되 

는 것같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둥받침 기울기 

는 95。에서 105。에 걸쳐 있다. 또한 책상의 경 

우,〉가벼운 작업에 사용되는 책 상의 알맞는 상 

면 높이는 앉은 팔굽 높이 정도가 된다.〉상면 

높이에 대한 한국인의 식별못하는 범위는 평균 

높은 쪽으로 2.41cm, 낮은 쪽으로 2.13cm 계 

4. 54cm가 된다. 이 것은 앉은 팔굽 높이에 따라 

변한다. 앉은 팔굽 높이 가 높아지 면 커지 고 낮아 

지 면 작아진다. ［〉상면높이 의 적 정규격 , 한국인 

의 상면 높이에 대한 식 별범위 및 우리 나라 사람 

의 앉은 팔굽 높이 분포 둥을 고려 하여 상면 높이 

의 규격 을 정 한다면 그 규격 의 전체 수（국민학교 

1년 이 상）는 9개가 된다. ［〉책상의 알맞는 상면 

길이는 소매길이 정도가 된다.〉대상별 평균 소 

매 길이를 상면 길이로 하면 그 규격 의 전체수는 

5개가 되며 국민학생용의 경우는 2개가 된다. 

△책상의 알맞는 상면 너비는 소매 길이의 2배 

정도가 된다. ［〉대 상별 평균 소매 길이의 2배를 

상면 너 비로 하면 그 규격의 전체 수는 5개가 된 

다.〉책상의 지 면에서 설합 下面까지의 알맞는 

높이는 무릎 높이에 5cm를 가한 정도의 높이가 

된다.〉책상의 다리 간 거 리는 적어도 의자의 좌 

면 너비 보다 10cm 더 넓어야 한다. ＞의자의 좌 

면 너 비에 10cm를 가산한 너 비를 책 상의 다리 간 

거리로 하면 그 전체 규격 수는 5개가 된다. 이 

상의 우리 나라 사람에게 알맞는 의자, 책상의 

규격 과 규격별 생 산비 율을 결정 하는데 있어 서 보 

다 문제되며 중요한 것은 실제 제작에 있어서 

각각의 부위를 독립적으로 다룬다거 나 생 산비율 

을 독자적으로 얻어 내기 보다는 의자 또는 책상 

이라는 하나의 제품을 위한 이들 각 부위별 규 

격의 연결, 나아가서는 의자와 책상을 한 제품 

으로 취급한 각 부위별 규격의 조합이 이루어 져 

야 한다. 국민학교 1학년의 경우, 의 자 좌면의 높 

이가 3개의 크기로 되어야 하고, 둥받침 높이가 

3개의 크기로 되어야 한다고 밝혀졌다 하여도 이 

들 두 부위를 종합한 규격 및 생산비율의 제시가 

없는한 실용성 없는 내지는 불합리한 것이 될 것 

이며, 설사 의자에서는 종합규격이 3개로 결정 

되었고 책상에서도 3개의 규격으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역시 이들 각각의 규격을 종합한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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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의 부위 및 크기 I 책상의 부위 및 크기 국민학교의 생산비율（%）

알맞는 의자, 책상의 규격 및 생산비율

규 조； 1 2 
학

3 
학

A 5 
학

6 
학격

丄
학

4 
학

년 년 년 년 년 년

둥
너
비

급

1
cm cm cm cm cm cm cm cm cm

—
남 여 널여 벅여 남 여 남 여 남 여

1 25 30 22 5° 23 30 — 43 70 35 40 33 10 10
1

2 28 30 25 5° 26 30 — 48 70 40 40 36 60 60 4050 10 15

3 31 35 28 5° 29 35 — 48 80 40 45 39 30 30 30 25 50 50 40 50 15 25 10

4 34 35 31 5° 32 35 •— 53 80 46 45 42 30 25 40 35! 40 35 55 45 40 30

5 37 40 34 5° 35 40 — 58 90 46 50 45 20• 15 30 30 45 35

6 ! 40 40 37 5° 38 40 110° 63 90 51 50 48 15 25

※둥받침 기울기는 성 인용 의자에 한함.

과 생산비율이 제시되지 않는 한 역시 실제에 

맞지 않고 불합리한 것이 되고 만다. 따라서 이 

것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앞에서 밝혀진 의자 

와 책상의 각 부위별 규격들을 일일이 조합시켜 

있을 수 있는 각 조합을 일단 의자와 책상의 규 

격으로 간주하고 이들 각 규격에 맞는 사람이 

우리 나라 사람 중에는 얼마씩이 나 있나를 알아 

보았다. 즉, 각각의 종합 규격 별 우리 나라 사 

람의 빈도분포를 학년, 성인 및 남녀별로 얻어 

냈다. 그리고 이들 얻어진 규격별 빈도분포에서 

비율이 불과 몇 %밖에 안된 것은 역시 현실성의 

문제를 고려하여 그 규격과 가장 근사한 옆의 규 

격과 통합시켰다. 이때의 통합에서는 각각의 부 

위 별 규격을 고려하여 통합하였으나 도저히 불 

가능한 경우에는 의자 좌면 높이와 책상의 상면 

높이의 조합을 고려하여 통합조정 하였다. 왜 냐 

하면 의자와 책상제작의 경우 모든 부위의 규격 

이 제각기 중요성을 지니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보다 중요한 것은 의자 좌면 높이와 책상 상면 

높이 이 기 때문이 었다. 다음 도표는 위와 같은 

절차를 밟아 얻어진 우리 나라 사람에 알맞는 의 

자와 책 상의 규격 이 며 규격 별 생 산비 율이 다. 전 

체 적 으로는 9개 둥급의 규격 을 규격 별 생 산비 율 

에 따라 제작하면 우리나라 사람（국민학교 1학 

년 이상） 누구에게나 맞는 의자, 책상을 제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세분해 보면 국민학교 

의 경우는 규격둥급 1에서 6까지의 6개 규격을 

규격별 생산비 율에 따라 함께 제작하면 될 것 이 

다. 남녀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보아 같은 학년 

에 서 남자보다 여 자가 한 둥급이 낮거 나 생 산비 

율이 작은 쪽의 규격에 많이 분포되었다. 즉, 여 

자가 더 작은 쪽의 규격 이 필요하다. 다만 국민 

학교 1,2,3학년은 거 의 같다. 학년별로 보면 전 

반적으로는 연령 증가에 따라 의 당히 큰 쪽의 규 

격이 소요되나 대체로 보아 남녀 구별없이 국민 

학교 2〜3학년, 4〜5학년, 국민학교 6학년과 중 

학교 1학년 등이 생산비율에는 다소 차이가 있 

어도 같은 규격 등급의 의자, 책상이 소요되고 

있다.

이 상에 서 위 도표의 자료에 따라 우리 나라 국 

민학교 어린이에 알맞는 의자와 책상의 규격 및 

생산비율에 의거 필자가 1972년 디자인하여 발 

표했 던 몇 작품을 소개 한다 이 작품은 생 산비율 

에 따라 규격둥급 2의 국민학교 1학년을 표준으 

로 디자인한 것임）. 물론 이 작품은 우리 나라 

국민학교 어 린이에게 알맞는 규격과 생 산비율만 

을 고려하였고 앞에서 밝힌 여러 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였으나 실험 작품인 관계 로 제 작 후의 

사용자의 인간공학적 분석실험 은하지 않은 것 이 

다. 그 실험은 상당수의 모형제작과 여러 측정 

기 기, 그리고 관계 전문가의 협 력과 일정기간의; 

사용에 따른 실험올 통하여 나타난 결함을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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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b 후라야 최종 대 량생 산에 들어 갈 완전한 모델 

이 만들어 질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일반적으로 

生產設計를 하기에 앞서 제 안된 제품이 일정기 

간동안여러 가지 조건 아래서 적절히 기능올 발 

휘할 수 있을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모형을 

철저하게 시험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선 標準型 

•의 시험을 하고 다음에 標準型이 아닌 시험을 거 

치 고 物理的 退化의 징 후를 나타내 기 까지 얼마 동 

안 사용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耐久試 

驗(life test)」을 행한다. 다음은 거칠은「取扱試 

驗 (roughusage test)」올 행 한다. 이 리 하여 제 안된 

제품 즉, 新型은 생산을위한 설계단계에 들어가 

기에 앞서 철저하게 시험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제품시험에는 실지 시험을 하기 위해서 선 

정된 일정수의 소비자에 게 모델을 보내서 실제 

로 사용해 보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산 

업디자인 상에서 제픔시험을 거쳐서 機能상의 정 

확여부를 결정한 후에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하지 

이 다양하여 필연적 관계로 맺어져 있음은 주지 

의 사실이다. 여 기서 디자이 너들이 알아야 할2가 

지 자세가 있다. 하나는 지금까지 연구되어온 합 

리적인 인간특성에 관한 여러 가지 원리를 적용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디자인에 있어서 과 

학적 방법을 도입하자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 

다. 따라서 디자이너는 많은 인간공학적 지식을 

몸에 익혀 자료를 응용하는 방법올 터득해야 하 

고 인간공학이 갖고 있는 역 할중의 하나인 디 자 

인 평가를 객관적인 과학적 방법으로 행함으로 

써 보다 합리적인 디자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디자인 평가는 신제품에 대한 것과 현재 이미 시 

판되고 있는, 또는 사용되고 있는 대상물의 분 

석이 있다. 이것은 물론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깊은 체험올 가진 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디자 

인 평 가를 인간공학적 으로 분석 해 보고자 하는 것 

이다. 즉, 인간(사용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 

하여 디자인 되어 있는가를 조사 분석 하는 것 이

않으면 안된다. 즉, 제품 제조시에 경 비절약이 가 다. 다음에 우리의 생활환경 전반에 걸친 산업

능한 동시에 기능상의 영향 내지 일반적 인「style」 

의 손상을 주지 않는, 설계변경의 가능여부를 검 

.토해야 하는 것이다. 제품의 기능설계가 잘 되고 

최저의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것 외에 고객 

즉, 대 중이 요구하는 style을 고려 해 야 하는 것 은 

말할 것도 없다. 산업디자인에 있어 서 인간공학 

을 도입 하는 이 유와 방법 은 앞에 서 밝힌 바와 같

작품 1> 國가정용(놀이+공부)

圈 설합사용의 불편 제거, 설합을 끼웠다

3 합판, 락카 (red, orange)

디 자인의 대 상을 하나하나 디 자인 평 가해 보고 그 

대 안을 생 각해 보기 로 한다. 도시 교통, 의 복, 기 

타의 생활용품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지면관계상 하나의 project를 다루는데 

도 많은 평가자료를 소개하여 야 하므로 그 개괄 

적 문제 점을 소개하고 비 인간공학적 문제가 어 

디에서 기인하는가를 次號에서 살펴 보기로하자.

뺄 수 있도록 하여 책상 양옆에 걸 수 있도록 디자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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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

瘍 가정용, 조립식, 의자 + 혼들 의자

芻 동물(고래 )형 태

a 곡선의 변화로서 속도감과 움직이는 강한 

인상을 불러 일으킨다.

邇 합판, 락카 (yellow, ultramarine), 파이프

〈작품 2>

圏 가정 및 학교용 (Bike shaped desk 

=Chulsoo's homework desk)

3 설합의 불편을 제거, Process상의 간편을 

도모(4 parts), System의 효과 고려.

遢 합판, 무늬목, 투명 락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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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日産） 自動車의 디자인 活動
Automotive design activities at Nissan Motor Company

李 允 洙

當센터 디자인開發室 主任硏究員

本稿는 筆者가 履修한 75年度 日本의 產業디자인 硏修課程 중 敎育內容의 一 

部를 拔萃, 整理한 것이다.

現代의 工業國家들에 있어서, 自動車產業은 

그 國家의 工業과 經濟를 代表한다고 할 수 있 

다. 自動車產業은 餘他의 基幹產業과 有機的으 

로 聯關되며 經濟, 社會 또는 文化的으로 그 國 

家의 現狀을 가장 敏感하게 反映한다.

오늘날 自動車產業이 發達되어 있는 國家들은 

美國, 日本, 西 유럽諸國으로서 代表的인 先進 

工業國家에 다름 아니 다.

日本의 自動車產業은 그 技術的 水準과 販賣 

高에 있어 서 各各 西獨과 美國 다음가는 世界 

第2位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日本의 

國民總生產高가 自由陳營에서 美國 다음을 記錄 

하고 있고 他 產業의 水準도 그에 버금가는 것 

으로 보아 日本의 自動車產業 또한 日本의 工業 

力과 國力을 代辯한다고 할 수 있겠다. 日本의 

工業은 2次大戰의 敗戰에 의해 거의 모든 產業 

施設이 破壞된 후 처음부터 새로 始作하듯이 出 

發하였으나 그 후 飛躍的인 發展을 거 듭하여 오 

늘의 狀態로 발돋움하였다. 發達된 自動車產業 

의 背景에는 그 간의 他 基幹產業의 發達, 日本 

의 特殊한 與件에 맞도록 發展시킨 產業構造 둥 

에 의해 形成된 基盤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自動車產業 
/

電氣, 플라스틱工業 
/ 

石油化學工業 
/ \ 

輸入原油船舶

1. 닛산（日產）自動車의 槪要

닛산自動車株式會社는 綜合 自動車 生產, 販 

賣業體로서 1933年 設立되었으며 資本金 531億 

엔（圓）, 從業員은 5萬餘名이 다. 自動車 生產高 

는 世界 랭킹 4位로서 G.M. （美）, Ford （美）, To- 
yota（豊田, 日）의 다음 順位이며 日本 國內에서 

는 Toyota （豊田） 다음의 第2位이 다.

代表的인 車種으로는 Datsun, Silvia, Sunny 둥 

이 있으며 全 生產量의 30% 以上을 美洲, 유럽 . 

中東 等地에 輸出한다.

2. 디자인 活動

自動車디자인 業務의 特徴은 上述한 바와 같이 

工業, 經濟的 與件 및 大衆의 趣向 둥에 符合할 

뿐만 아니라 또한 先導해야 하는데 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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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界의 10大 自動車 生産業体（1974）

1. G.M

：2.- Ford

3. Toyota

4. Nissan

5 Chrysler

•6. Renault

7 Fiat

8 Volkswagen

•9. B. L.M.C.

10. Toyokogyo

한 多角的인 要素를 反映, 實現하기 위하여 自 

動車디자인은 他 Product Design에 비 해 보다 

廣範圍하고 嚴密한 調査, 硏究와 緻密한 計劃을 

要하게 된 다. Hardware Design에 들어 가기 전 

에 디자이너는 Software로서의 資料의 硏究, 分 

析을 통하여 企業의 營業的 觀點에 맞는 槪念的 

더자인方向을 抽出해해야 한다. 產業을 둘러 싸 

고 있는 새로운 問題點과 增加된 새로운 要素를 

디자인作業 內에 綜合하기 위하여 수많은 資料 

가 必要하며, 이러한 資料는 經濟, 社會의 全 

領域에 걸친 것으로서 經濟의 全般的 狀況, 市 

場動向, 人口 및 世代問題, 社會動向, Needs, 流 

行傾向을 網羅한 것이어야 한다.

新製品開發計劃이 樹立되어 하나의 乘用車가 

idea Sketch, Scale Model, Full Size Model, 
Interior Design, 試製品을 거쳐 量產化하여 市 

場에 나오기까지 는 대 략 3年의 期間을 要하게 된 

다.

① IDEA DEVELOPMENT
各 스튜디오는 앞으로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 아 

이디어開發을 始作한다.

數個의 팀은 미리 樹立된 基本 Layout內에서 各 

各 獨自的으로 또한 마음껏 自由롭게 아이디어를 

表現한다. 그 중 有望한 것을 抜萃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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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RENDERING SKETCH
完成된 스케치는 各 作業室 壁面에 수시로 附着 

되고 定期的으로 責任者, 幹部級에 報告되어 評價 

받는다. 보다 좋은 形을 만들기 위해 一聯의 修正作 

業一車 全體 또는 前, 後部, 窓, 지붕線 둥— 

이加해 지며 몇 개의 長點을 結合하여 綜合하기도 

한다.

③ MODELING
有望한 아이디어는 熟練된 Mod이er에의해 1/5 

Scale Mod이로 製作된다. 形態를 갖춘 Model은 

實物처 럼 보이 도록 着色하고 裝飾을 附着한다.

④ 1/5 SCALE MODEL
完成된 Mod이을 한 곳에 모아 陳列해 놓은 후 

分析, 評價한다.

⑤ WIND TUNNEL
Scale Model의 空氣抵抗과 흐름을 測定하기 위 

한 小型 Wind Tunnel. 모델의 表面에 彈性이 均 

一한 용수철을 一定한 間隔으로 附着하여, 여러 角 

度로 바람을 噴射하여 實驗한다. 용수철의 휘는狀 

態에 의해 空氣의 흐름을 把握한다. 自動車의 走 

行에는 空氣抵抗, 車體內의 摩擦, 타이어의 굴음 

摩擦, 또한 最近에 追加된 公害除去裝置에 所要되 

는 에너지를 包含한 馬力이 必要하다. 空氣抵抗은 

推進力을 減少시키고 燒料를 消耗시키며 時速 80 

km 以上에서는 어떤 種類의 車에서든 動力消耗의 

主原因이 된다.

註 : 實物大 모델完成 후 wind Tunn이 實驗을 다시 거침.

• 13*



⑥ 實物大의 MODEL
最終案은 寶物大의 Clay Mod이로 옮겨 만들어 

진다. 細部一또는 全面的一 修正事項은 Moiling 

過程에서 이루어 지며 모든 表面과 線들이 精鍊된 

다.

4

⑦ 完成된 實物大 MODEL
Model은 可能한 限 實物처 럼 보이 도록 만들어 

진다. 金屬部分은 크롬質感을 갖도록 金屬箔을 接 

着하고 유리部分은 着色하거나 플라스틱箔을 씌우 

며 , 바퀴 , 손잡이 , Light 둥은 實物을 附着한다. 

完成된 Model은 다시 다른 案과 함께 評價받기 위 

해 一定한 場所에 陳列된다.

⑧ 測定 및 技術的 檢討

現在 外部表面의 測定, 內外部의 値數算出 및 주 

어 진 設訂 明細로 드로잉 (ELEVATION, PERSPEC

TIVE) 을 만드는 作業에 컴퓨터 가 使用되그 있다. 

大部分의 컴 퓨터作業은 클레 이 모델이 完成된 후 

에 始作되나, 컴퓨터의 큰 可能性으로 보아 그 活 

用度는 점차 增大될 것이 豫想된다.

⑨ 內部 空間의 蒸檢

車體는 말할 것도 없이 人間의 物理的, 生理的. 

與件에 맞게 만들어져야 한다. 平面으로 된 人體 

마네킹을 使用하여 自動車의 머리쪽 空間, 무릎, 

다리의 空間, 머리에서 窓門을 向한 祀界의 角度 

및 淸明度, 페달의 機動性 등의 重要事項을 批判, 

點檢한다. 이러한 人間工學的 硏究는 全過程을 통- 

해 隨時로 施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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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INTERIOR DESIGN
다음 段階는 車의 內部 디 자인이 다. 內部 디 자인 

은 外部 디 자인이 끝난 후 始作되 며 인테 리 어 디 자 

이너는 車의 用途에 適合하며, 個人的 購買者들의 

欲望에 符合하는 內部를 만들기 위해 外形 디자이 

너 및 엔지니어와 密接한 聯關을 갖고 일한다. 外 

部 디 자인의 變化가 內部 디 자인에 直接的인 影響을 

미치므로 그들의 業務도 항상 變化하고 있다. 물 

론 外部의 影響 중 가장 重要하게 다루어 지는 것은 

乘客의 安全에 관한 것이다. 또한 表面마감, 價格 

調整, 材料 둥의 基礎的 디자인 問題가 이에 隨伴 

된다

⑪ 木材 MOCK-UP 및 座席

內部空間을 分割하는 決定的 要素인 座席과 他 

基本的 車體內部가 設計에 따라 만들어지고 디자 

이너오卜 엔지니어는 이 모델의 狀態를 多角度로 實 

驗하고 測定한다.

⑫ INSTRUMENT PANEL의 스케치

⑬ CLAY MODEL
Instrument Panel Modeling.

디 자인을 모델化하는 過程에서 는 많은 修正과 代 

替가 이루어 진다. 平面的인 스케치에서는 훌륭해 

보이는 아이디어라도 실제로 立體化되었을 때는 

신통치 않은 境遇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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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座席과 DOOR・TRIM의 스케치

⑮ MODELING
Modeler와 디 자이 너 가 座席의 j 스케 치 에 따라 

Clay Model올 만들고 있다.

⑯ 完成된 內部 MODEL
座席, Instrument Panel, 기타 內部 部品들이 

Clay로 알맞게 만들어지면 實際의 車의 材料처럼 

보이도록 着色되고 끝맺음 된다. 一천（巾）, 가죽, 

플라스틱, 金屬 등.

디자인 責任者와 엔지니어는 이 實物에 홉사한 

外貌를 實物로 看做하여 內部 디자인을 評價하게 

된다.

內部의 色調는 항상 問題를 惹起시 킨다. 車의 內 

部 配色은 一定한 色調로 統一시키는 것이 必要한 

데, 各 部分은 各各 다른 材料로 되어 있어 着色塗 

料가 다르므로, 이것들을 同一한 色相으로 나타내 

기 가 매우 어려운 것이다.

⑰ 色彩計劃을 위한 資料

다음 段階는 車內外部의 色을 決定하는 것이다. 

色彩디자이너는 未來의 環境올 豫見하고, 또한 主 

導하기 위해서 人間生活 全般에 걸친 硏究와 探求 

를 不斷히 繼續해야 한다. 갖가지 流行의 흐름으 

로부터 話題에 오른 映書에 이르기까지, 무엇이 일 

서 나고 있는지를 注意깊게 觀察하고 敏捷하게 把握 

해야 한다.

派 左側은 曼象이 된 Item의 寫眞 및 이에 準한 配色 

見本

派 車體의 色에 있어서 大部分의 車가 中明度 내지 低 

明度의 色으로 塗裝되어 있는 것은一嗜好와 流行을 排除 

하고 論할 때一밝은 色彩（高明度）의 塗裝이 일반적으로 

어 두운 色의 着色에 비 해 현저 히 비 싸기 때 문이디-. （3〜5 
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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⑱ 內部材料의 選定

車 內部에 必要한 織物, 他 材料의 發達은 車 

內部를 보다 安樂하고 부드럽게 꾸미는데 寄與하 

고 있다. 他 分野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趣向은 

보다 自然的인 材料, 雰圍氣를 向한다고 말할 수 

있다. 蒐集된 織物資料들은 무늬別, 購入番號別로 

分類, 保管한다.

⑲着色實驗

色彩디자이너가 眞空成型, 着色된 Scale Model 

에 의해 色彩効果를 比較, 分析한다.

⑳ 塗料의 生產性 硏究

色彩디자이너가 特定한 色彩의 生產性을 硏究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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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業디 자인 의 機能과 役割
Role & function of industrial design

金 知 澈

當센터 디자인開發室 主任硏究員

4. 디자인機關을 위한 獎勵金 

(Incentive Grant)補助計劃

장려금 보조 計劃은 비록 그것이 輸出에 가장 

强力한 영향을 주는 단일 디자인 活動이지만, 

통상 國家 디자인 開發 프로그램 發展의 두 세 

번째 段階에서 施行되는 것이다. 장려금 보조 계 

획은 디자인機關 프로그램의 전반적 성공을 위 

해 必須的인 것이다. 그렇지만 計劃이 實行되기 

전에 만약 계획이 早期의 實質的 効果를 보려면 

몇 가지 前提 條件이 充足되어져야 한다.

結論的으로 獎勵金 補助 計劃, 더 간단히 말 

하자면 “獎動金 計劃 (Incentive Grant) 은 앞으로 

言及되는 바와 같이 有望한 製造業者들에게 無 

利子 貸賦 혹은 直接的 장려금을 授與하여 새로 

운 商品 開發을 위한 專門的 디자인 고문을 採 

用할 수 있도록 하는 制度를 말한다. 通常 장려 

금은 고문의 報酬, 活動, 費用, 出張費 둥의 50 
%까지 支給한다. 때때로 장려금 총액의 上限線 

이 그어진다. 또한 특별한 形態의 製品만이 장 

려금을 받을 수 있다.

計劃에 다라서는 디자이너가 出處 (Source) 를 

상세히 規定하기도 한다.

本稿에서 硏究된 5個國 디자인 프로그램의 調 

査로 알 수 있는 바 어떠한 2個國의 장려금 계 

획도 공통적 특징은 많이 있지만 동일하지는 않 

다.

5個國 各 장려금 계획은 장려금의 주된 目的 

一 製造業者들을 說得, 補助하여 새 로운 商品 開 

發에 專門的 產業 디 자인 고문을 採用케 하는 것 

을 成就하기 위 하여 遂行하는 독특한 방법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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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특히 開發途上國의 關心거 리가 된다.

5個國 計劃의 槪念, 組織', 運營의 차이는 매 

우 重要한 것이므로 各 計劃의 主要 特徴의 詳 

細한 比較가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 比較의 목적은 장려금 계획, 立案者에게 有 

用한 넓은 選擇의 範圍를 명하고 그들이 자신의 

計劃올 세우기 전에 그들로 하여금 計劃의 國 

•家的 必要性을 철저히 評價하게 하기 위한 것이 

다. 그러한 評價를 容易케 할 一連의 指針이 3 
에 서 說明되었 다.

（1）—般的特徵

①行政機構

5個國에서 장려금 계획은 모두 直接 디자인機 

'關에 의해 運營된다. 5個國 중 4個國에서 디자 

인 機關, 政府, 通商省（商工部） 둥에 責任을 지 

고 있다. 단 하나의 例外는 노르웨이이며, 노르 

웨이에서 디자인機關은 自治的 機構이다. 비록 

NDC 主導하에 中小產業을 위한 노르웨이 디자 

인 基金 （Norweigian Design Fund for Small scale 
Industry）이 設立되었지만, 產業省이 自國 產 

業의 再編成, 擴大 둥에 대해 責任을 지게 된다. 

그렇지만 基金은 行政的 目的에 의해 NDC에 委 

任되어 있다. 各界의 代表로 구성된 별개의 위 

원회가 이 基金의 運營을 감독한다.

5個國 증 2個國一카나다와 아일랜드에서 장려 

금 계획을 責任지는 디자인 機關은 순전히 輸出 

促進機構의 一部署이다.

兩國의 디자인機關은 獎勵金 計劃 프로젝트를 

調査하고 選擇하는데, 제품 및 시장 전문가들과 

긴밀히 協助한다. 이 專門家들은 장려금을 申請 

하는 會社들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디자 

인 機關은 쉽게 장려금이 支給될 製品의 잠재적 

상업적 성공율을 評價할 수 있는 것이다.

나머지 두 나라 이스라엘과 파키스탄에서는 

장려금 계획에 대하여 責任을 지고 있는 “國家 

디자인 센터”는 事務的으로 輸出促進機構와 關 

聯이 되어 있지만 하나의 獨立的 機構로 活動 

한다.

兩國의 디자인센터는 시장개척, 해외전시회의 

참가 둥 政府가 製造業者들을 위해 수행하는 有 

益한 諸 促進活動에 拘碍되지 않고, 그들의 장 

려금 계획을 遂行할 수 있는 것이다

國家 디자인部（局 또는 機關）에게 장려금 계 

획의 全責任을 委任함으로써, 아래에 列擧한 몇 

가지 利點이 發生하게 된다.

가） 일상생활과정 증 디자인部는 製造業者와 

디 자이 너 兩者와 모두 관계 를 맺 는다. 이 들은 장 

려 금 계 획 의 두 주요 人物인 것 이 다.

나） 디자인部는 通常 디자인 基準을 設定하고 

豫想되는 應募者들에게 장려금 계획의 내용 등 

을 주지시킬 위치에 있다.

또한 部는 이미 그러한 業務를 위해 우수한 디 

자이너 를 保有하고 있 든가 혹은 그러 한 助言을 

해줄 自國의 디자이너를 쉽게 發見하여 의뢰할 

수 있는 것이다.

다） 만약 디자인機關의 수출촉진기구에 긴밀 

히 統合되어 있다면 市揚活動助言者와 즉각 접 

촉할 수 있다는 利點이 追加된다. 이것은 장려 

금 계획에 의하여 基金이 開發한 製品의 성공올 

保障하는데 도움이 된다.

② 獎勵金 計劃의 目的

이러한 장려금 계획의 目的은 各國 相互間에 

상당히 多樣하다. 그렇지만 그 內容은 大體로 동 

일한 것이다. 즉, 製造業者들을 독려하여 그들 

製品開發 活動에 있어서 產業디자이너를 디자인 

職員이 나 顧問으로 契約 採用하여 定規的으로 活 

用하도록 하는 것이다.

통상제 조업 자들은 產業 디 자이 너 를 採用하기 를 

주저하는데 이를 克服하기 위하여 디자인機關은 

그 장려금 계획을 立案하는데 있어서 두 가지 障 

碍를 克服할 수 있도록 作成하여야 한다. 첫째 

는 先進國이나 開發途上國에서나 거의 모든 나 

라에서 大 製造業者들은 그들 商品이 商業的으 

로 성공함에 있어서 경험이 풍부한 產業 디자이 

너들이 크게 貢獻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 

하거나 評價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는 그러 

한 理解나 評價를 缺한 것 외에 中小企業은 디자 

이 너 顧問의 助力을 받을 수 있을 만큼 財政的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障碍物이 주어진 條件하에서 계획이 

재정적 보존 役割을 수행하는 것 外에 敎育的 機 

能도 수행한다면 계획의 장기적, 단기적 目的 

은 成就되어질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판매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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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하고 하락한다든가, 제조업자에게 損失의 

原因이 되고 製品들의 디자인 內容에 即刻的 영 

향을 즐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제조업자들의 產 

業디자이너에 대한 태도를 변하게 함으로써, 제 

조업자들이 自己 負擔으로 디차인 顧問올採用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여 自國의 디자인 能力을 

高揚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方向으로 

장려금을 마련하여 支給해야 할 것이다.

③ 資金의 出處

論議된 5個國 장려금 계획은 모무 公共基金(財 

政 : Public fund) 으로부터 資金을 支給받지만, 

各 계획은 年間 活動 豫算을 두 개의 相異한 出 

處 충 하나로부터 支給받는다. 各 計劃은 例를 

들어 보면, 아일랜드와 파키스탄에서는 디자인 

機關의 활동자금은 장려금 계획 資金까지 포함하 

여 모든 資金의 配分에 대하여 완전한 裁量權을 

갖고 있는 母體機構에 의하여 직접 지급된다. 

다른 세 나라(카나다, 이스라엘, 노르웨이)에서 

는 장려금 계획 資金은 디자인機關의 豫算과는 

분리되어 있다. 디자인 機關에 申請하면, 장려 

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例를 들어 카나다에서는 

IDAP計劃은 財務省 (Treasury Board) 이 贈與한 

政府資金으로 충당된다.

이스라엘 디자인 基金 (IDC) 은 商工部 長官 

(The Director General of the Ministry for Com
merce and Industry) 의 裁量하에 政府輸出振 

興基金 (Govemment Export Promotion Fund) 으 

로부터 장려금을 支給받는다.

두 번째 形態의 장려 금의 主要點은 장려 금제도 

의 結果가 成功的임이 立證될 때, 디자인機關은 

매우 자연스럽 게 장려 금 보조계획 의 총예산의 

大規模 增額을 要請할 수 있다는 點이다. 총자 

금올 그들의 母體機構의 豫算에 의존하는 장려 

금 계획은 그들의 成功的인 업적에도 불구하고 대 

규모 예산 증액을 얻어내기 힘들다. 왜냐 하면, 

母體機構는 대체적으로 디자인機關에 대한 그들 

總豫算의 比率을 고정시키려는 경향이 있기 때 

문이 다

④設立資本

5個國 디자인機關 중에 2個國의 디자인機關이 

명확한 예산없이 그들 장려금 계획을 시작하였 

다.

처음 半年間 아일랜드 수출기구는 명확한 프 

로젝트에 의해 要求되는 量의 장려금을 支給했 

으며, 商業的 成功이 기대되는 모든 프로젝트의 

基金을 충당하였다. 그러나 아일랜드 제조업자 

들이 產業디자인 기술에 익숙하지 못하며, 또한 

아일랜드 內에 경험이 풍부한 디자이너가 없는 

탓으로 장려금 계획의 처음 2〜3年間 支出은 겨 

우 £1, 000에 불과했다. (I960年代에는 모든 장 

려금 계 획 이 完全히 機能을 발휘 하게 되 자 총장 

려금은 年間 £30,000〜35,000에 達했 다. )

類似하게 파키스탄 디자인센터 가 顧客들을 위 

해 遂行하는 디자인 開發 '活動의 量은 그 豫算 

의 크기에 制約되지 않는데, 이 豫算은 財政部 

門인 輸出振興局으로부터 연간 고정액으로 受領 

되는 것이다.

다른 4個國의 디 자인 장려책 과 類似한 方法을 

念頭에 두는 PDC는 樹立된 計劃 規模의 30%. 
程度를 顧客에게 負擔시킨다.

또한 製造業者들이 센터의 서 어비스를 점 점 더 

많이 利用하리라는 경향을 考慮에 넣고서 樹立 

된 計劃에 따라 이 負擔率을 높일 것을 計劃하 

고 있다.

다른 세 디자인機關(카나다, 이스라엘, 노르 

웨이) 은 各國의 產業部門 有用資金 다른 要素; 

들의 크기에 따라 相異한 獎勵金 配分計劃을 가 

지 고 있다. 카나다는 IDAP計劃을 始作함으로써,. 

3國 가운데 장려금을 가장 많이 지급하였는데 계 i 
획의 첫째 年度에는 250,000$ can을, 둘째 年度: 

에는 3倍인 750,000$ can을 그리고 네 째 年度에, 

는 1,000,000$ can으로 장려금을 증가시켰다.

이 豫算의 크기는 카나다, 政府가 여러 해 동 

안 많은 量의 金額을 "Design Canada”프로그램 

에 할당했다는 사실로 설명할 수가 있다. 그 金一 

額의 대부분은 IDAP가 설립되기 직전에 폐지된 

토론토나 몬트리얼에 있는 디 자인센터 에 쓰여 진一 

것이다叫

이스라엘, 노르웨이에서는 장려금을 처음 支1 
給할 때 장려금을 프로그램의'첫 해 동안에 다 

써야 한다든가 혹은 장려금을 얼마의 期間까지.

Source (10) DESIGN FOR EXPORT
International Trade Center, UNCTAD/GATT'
Geneva 1975年發行 p.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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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支出한 후에 다시 申請할 수 있다든지 둥의 

條件下에 장려금이 支給되는 것이다. 獎勵金 再 

支給 申請을 할 때는 디자인機關은 처음 支給된 

장려금으로 이루어진 업적들의 증거를 提示하게 

끔 되어 있다.

⑤經常運營費

獎勵金計劃의 總 運營費는 두 가지 內容을 갖 

고 있다. 장려금 自體와 장려금계획 활동을 감 

독하고 장려금 申請을 審査 및 分析하는데 드는 

運營費이다.

도표 2의 1의 5項 (前號 p. 22 參照) 에 주어 진 운 

영 예산이 이 두 內容으로 이 루어 진다. 장려 금 계 

획 總 豫算 가운데 이 運營費의 比率을 측정하 

는 것은 장려금 계획이 디자인機關의 日常 業務 

의 하나로 遂行되므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카나다 IDAP計劃 遂行에 필요한 행정비는 計 

劃 첫째 年度에 總 프로그램 豫算의 10%로 測 

定되었 다. 이 比率은 다음 수년 간 業務가 標準 

化되고 計劃 遂行의 경험이 축적되고, 또한 총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다. 이스라엘 디 

자인센터의 獎勵金計劃을 遂行하는 센터의 관 

리자는 장려금 신청을 調査하고 申請한 會社를 

방문하고 프로젝 트를 심 사하는데 L 5 日 이 걸 린 

다고 推算한다.

그렇지만 計劃의 첫째 年度에는 장려금 신청 

을 調査, 分析하는데 센터의 顧問, 職員들이 무 

려 50餘日을 허비하였던 것이다.

⑥ 製品 種類 (Product type) 에 대한 

獎勵金의 支給

5個國 計劃 모두 디 자인 費用과 開發費用이 장 

려금올 받기에 적합한 製品들의 종류를 明示하 

고 있다. 도표 2의 16項(本誌前號 p. 22參照)에 수 

록된 製品 基準들은 세 가지 일반적 범주 가운 

데 하나에 속한다.

가) 5個國 計劃 중 3個國 (아일랜드, 노르웨 이 , 

파키스탄어］서는 실제로 手工品, 包裝, 廣告나 

會社 팜플렛 둥의 宣傳物을 包含한 모든 공업제 

품 소비재 둥이 장려금을 받을 資格이 있다.

나) 어떤 計劃에서는 消費耐久財와 工業資本

派 Innovation: Somethimg newly introduced: New method 
custom, device, etc.

設備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더구나 카나다의 

IDAP計劃은 한 제품이 장려금을 받기 위해선 

人間關係 (Humen Contact) 를 포함하여 야 한다. 

이 條件은 부분적으로 장려금이 지급하는 산업 

디자인의 서 어비스가 충분히 開發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 몇 개의 計劃은 非消費財, 工業設備에 重 

點을 둔다. 이스라엘에서 장려금 계획의 結果로 

消費者들에 의 해 購買되 지 않지 만 消費者들을 이 

롭게 하는 製品들 Pizza toaster 나 학교 實驗室에 

서 쓰이는 PH meter 둥의 製品들이 承認된 프로 

젝트에 의해 生產되었다.

비록 特定의 獎勵金 計劃하에 어떤 제안된 프 

로젝트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범주의 生產 

物을 生產한다 해도 그 製品이 현저한 디자인 

Innovation※을 成就하지 못하거 나 현재의 필요 

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자동적으로 장려금은 

지급되지 않는 것이다.

아이랜드 獎勵金 計劃下에서는 여섯 가지 기 본 

적 형태의 디자인 프로젝트는 모든 제시된 條件 

이 充足된다면 장려금을 支給받을 수 있을 것이 

다• 그 여섯 가지를 順位대로 써 보면 工業디자 

인, 手工業製品, 廣告 및 包裝, 織物, fashion 
商品과 家具다. 장려 금은 두 가지 類型의 基準을 

토대로지급된다. 즉, 디자인 프로젝트로부터 발 

생하는 현재, 장래의 예상 고용, 生產, 輸出의 

成長率의 발전 전망이다.

파키 스탄에 서 는 센터 의 세 디 자인 Section 이 

프로젝트 관련製品을 充分히 自體的으로 開發할 

수 있으며 그 프로젝트 디자인센터 (PDC)에 의 

해 접수되고 給料補助金을 받을 자격이 있다.

5個國의 獎勵金 計劃이 모두 수출지 향적 임 에 도 

불구하고 어느 計劃도 提出된 프로젝트의 잠재 

적 輸出力을 强調하진 않는다. 大部分의 計劃에 

서 製品의 輸出이 고려되긴 하지만 우수한 디入卜 

인의 商品을 만약 國內市場에 흡수된다면 그 商 

品은 결국 輸出이 가능하리라는 前提를 두고 있 

다. 아일랜드 프로그램 (CTT)은 國內市場만을 

위해 生產하고 輸出을 하지 않는 製造業者들에 

게도 장려 금을 지급한다. CTT는 推論하기 를 국 

내시장 상품의 디자인이 改良된다면 이러한 貝才 

貨는 輸入 製品과의 시장 경쟁력을 高揚할 수 있 

올 것이다. 결국 그들은 간접적으로 아일랜드 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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易收支 改善에 기 여 하는 것 이 다. 모든 CTT獎勵 

金의 10%가 이 目的을 위해 支給된다.

(2) 5個國 獎勵金計劃의 運營 細目과 

프로젝트 選擇 基準

다음의 各 일곱 小節에서는 5個國 장려금 계획 

에 共通된 主要 特徵들에 대해 叙述한다 이 특 

징들을 각각 장려금 계획의 구조와 운영에 必須 

的인 要因이므로 하나씩 나누어 叙述한다. 各 

특징들은 디자인機關이 自體 獎勵金 프로그램을 

計劃할 때 機關의 지침을 설정하기 위해 比較的 

用語로 描寫되고 있다.

①誘引的特徵(the Incentive feature)

다른 장려금과는 개념이나 運營에서 相異한 

PDC의 給料補助金 計劃을 제외한 나머지의 계획 

들은 一般的으로 디자이 너 顧問의 給料, 費用의 

切半을 또는 명시된 금액까지 지급한다. 이 政 

策은 약간의 多樣性이 있다. 예를 들어 보면 아 

일랜드의 製品 디자인을 위한 計劃下에서 CTT 
는 선택된 製品의 디자이너들의 給料의 50%를 

負擔한다. fashion商品, 織物 둥의 특정 제품은 

세 개의一連의 장려금을50% 33.3%, 25%의 減 

少率로 받을 수 있다.

카나다의 IDAP計劃은 承認된 프로젝트 비용 

의 25%를 반드•시 產業디자이 너 서어비스에 대해 

쓰도록 規定하고 있다.

5個國 장려금 계획의 誘引的 特徵은 하나의 최 • 

소한의 目的을 가지고 있다.

즉, 제조업자들을 설득하여 그들의 商品 開發 

計劃에 있어서 專門的 디자인 顧問을 採用하도 

록 하는 것이다. 2〜3個의 計劃들은 製造業者들 

로 하여 금 장려 금 보조로 자금을 충당한 프로젝 

트가 일단 종식되더라도 계속 專門的 產業디자 

이너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보면 카나다의 計劃은 분명히 會社 

가 디자인 직원들의 採用을 擴充할 수 있는 誘 

引策을 내포하고 있다.

아일랜드와 이스라엘 계획들은 製造業者들에 

게 專門的 디자인 서어비스를 雇傭할 수 있는 기 

회 를 주도록 형 성 되 었 다. 그러 나 카나다의 IDAP 
計劃은 다른 계획들이 판이하게 會社가 디자인 

活動의 資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전혀 

주지 않는다.

② 申請者와 프로젝트의 適格條件

關聯 商品의 質的 基準을 고려하는 것 이외에 

장려금 計劃을 遂行할 責任이 있는 디자인機關 

의 직원들은通常 장려 금 申請을프로그램의 보다 

넓은 目的하에 調査評價한다. 때때로디자인機 

關은 이 目 的을 설정하고 예 상 申請者들을 위해 

이 目的을 알리는 小冊字를 발간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카나다의 IDAP計劃은 장려 금 申請 

者들이 그가 提案한 프로젝트에 의해 自己會社 

에 있어서 產業디자인 努力을 새롭게 始作하고 

또는 확대하게 될 것이라는 증거를 제시하도록 

분명히 規定하고 있다. IDAP 規則으로는 우수 

한 產業디자인의 서어비스에 대하여 支出되는 

장려금은 반드시 會社로서는 新經費이든가 아니 

면 이전 기 간 동안에 그러한 서어비스에 대해 支 

給된 額보다 반드시 커야만 하도록 되어 있다. 

IDAP 장려금은 단순히 일상 디자인 활동 수준 

에서 제조업자들을 補助하려는 것은 아니다. 예 

를 들면 만약 製造業者가 年間 產業디자인에 대 

해 겨우 20,000$ can을 支出하였는데 이제 새로 

운 商品 開發計劃을 始作함으로써 이 費用을 

40, 000$ can까지 增加시 키 려 고 計劃한다면 그는 

10,000$ can의 IDAP 장려 금을 받을 수 있을 것 

이 다.

기존 상품을 再디자인 해야 한다면 그것도 역 

시 장려금을 支給받을 수 있다.

다른 4個國 計劃들은 外部 디자인의 補助가 가 

장 시급히 要求되는 產業部門 會社에 장려금을 

集中 支給하지만 그 적격조건에 대해서는 명확 

한 規定이 없다. 노르웨이에서는 中小產業을 위 

한 디자인 基金은 10명 以下의 雇傭人을 지닌 會 

社에 한해 장려 금을 支給한다. 그러 한 會社는 全 

國의 17,000개 의 제 조업 중 12,000개 에 達한다. 

그러나 특별히 記錄핱 價値가 있는 프로젝트를 

제출하여 基金을 支給받았을 때, 이 規則에 대한 

예외가 만들어져 있다. 이스라엘 프로그램도 역 

시 中小企業에 한하여 그 장려금을 制限하고 있 

다. 1972年에 그 프로그램에 이루어진 10개의 모 

든 장려금은 100명 以下의 사람을 고용하고 있 

는 會社에 限해 支給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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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獎勵金이 支給되는 經費

5個國 獎勵金 計劃이 가장 相異한 部分은 바로 

이 部分이다. 5個國 計劃의 目 的들의 상이 함이 

장려금을 받는 內譯의 相異함에 反映된다고 볼 

수 있다.

여 기에서 分析되는 다른 4個 計劃과는 아주 상 

이한 개념이 프로그램을 가지는 파키스탄의 급 

료 보조금 서어비스 計劃을 제외하고 논의된 모 

든 計劃은 디자이너 給料, 出張費 및 活動經費 

의 50 %까지 장려 금으로 지 급한다. 이 점 이 4個 

計劃에 공통된 단 하나의 특징인 것이다.

4個國의 계획에 의해 支給되는 費用의 내역의 

주된 差異와 함께 디자인機關 프로그램의 전반 

적인 수행에 있어서 프로그램의 특징이 기여하 

는 바를 아래에 綜合 記述한다.

(a) 카나다

IDAP獎勵金은 관련 디자인 顧問들의 賃金, 

月給의 50%를 그리고 하나의 承認된 프로젝트 

에 관련된 諸 行政費 및 運營費의 50%까지 支 

飴한다. 동일한 率의 금액이 產業디자인 顧問이 

나 프로젝트 수행 중 要求되는 ergonomists나 

醫師들의 서어 비스와 같은 다른 諸 專門的 서어 

비스의 給料에도 支給된다.

製品 檢査를 포함한 見本製品 生產費用의 절 

반도 역 시 지 급된다. 장려 금은생 산기 구 둥과 같 

은 資本費用 둥에는 支給되지 않는다.

프로젝트 內譯에 대하여 비교적 자유스러운 

IDAP 獎勵金의 지 급목적 은 장려 금 受領會社들로 

하여금 各社 經營部 둥 여 러 運營部에서의 상당 

한 費用을 들여 “製品開發 프로젝트''를 착수하 

게끔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b) 아일랜드

아일랜드의 (Irish Export Board) CTT 獎勵金 

은 해당 장려금 계획의 조건에 따라 특정 프로젝 

트의 총비용을 여러 가지 比率로 支給한다 가령 

CTT 獎勵金은 디 자인 顧問의 給料, 產業 디 자이 

너의 서어비스를 必要로 하는 家具 手工業製品 

등의 費用의 3/1을 最高로는 £1,000까지 支給 

한다. 織物 fashion商品을 開發하려는 프로젝트 

는 디자이너 給料 費用의 切半을 계획 첫째 年 

度에, 둘째 年度에는 3/1을, 세째 年度에는 4/1 

을, 1年을 期間으로 最高 £1,000까지 支拂하는 

獎勵金을 받을 수 있다.

CTT의 承認下에 產業디자인의 필요성을 검토 

하기 위해 會社에 採用된 디자인 顧問은 그의 

給料, 活動費用의 50%를 獎勵金으로 支給받을 

것이다. 海外 留學을 위해 CTT가 選抜한 우수 

한 신청자의 訓練費用의 切半도 통상적으로 年 

間 £1,000까지 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다.

CTT는 또한 包裝의 改造 및 創造에 소모되는 

費用의 50% 외국어로 된 販賣 廣告 印刷物이나 

宣傳物의 費用(新聞값이 나 印刷費는 除하고) 의 

50%를 支給하고 있다.

CTT 獎勵金 計劃은 自國 디자인 능력을 발전 

시키기 위한 분명히 長期的인 手段인 海外 留學 

生獎學計劃을 제외하면 각 프로젝트에 대한 短 

期的 成果를 낳을 수 있다.

(c) 이스라엘

이스라엘 計劃은 그 獎勵金이 디자인 顧問의 

給料 둥과 같은 관련 費用 그리고 醫師 둥의 專 

門家 顧問의 給料 둥과 같은 관련 費用의 切半 

을 負擔한다는 점에서 카나다의 IDAP 計劃과 비 

숫하다.

그러 나 IDAP 計劃과는 달리 細工 染色 둥의 製 

品生產에 있어서의 投入費用의 50%를 支給한다. 

IDAP 計劃은 프로젝 트로부터 발생 하는 行政費, 

運營費 둥의 半을 負擔하는데, 반면 이스라엘 計 

劃은 기 본적으로 단기 적 목표 즉, 特定의 프로젝 

트로 企業을 補助하는 것에 重點을 두지만 그러 

한 行政費 둥을 負擔하지는 않는다.

(d) 노르웨이

노르웨이 獎勵金 計劃은 中小企業에 制限되어 

있 기 때 문에 장려 금을 받기 에 적 당한 디 자이 너 

의 給料 費用의 명시된 규정이 없다. 대부분의 

경우 디자인 基金(Design Funds)은 全 給料를 支 

給하고 製品이 모두 販賣되었을 때 金額을 다시 

回收하도록 되어 있다.

基金은 商品開發의 과정 중 商品을 검사하고 

發展시켜 나가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서 

어비스의 全費用을 支給한다.

(e) 파키스탄

PDC의 給料補助金 計劃은 다른 어느 計劃들 

보다도 훨씬 넓은 층의 새로운 제품을 開發하고 

生產하는 드는 費用들을 충당할 것이다. PDC는 

計劃과 作業 遂行에 드는 費用 뿐만 아니라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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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한 서류 둥을 준비하고 見本商品 製造業을 監 

督하고 原料들을 檢査하고, 체크하는데 드는 費 

用도 支給한다.

결론적으로 IDAP 計劃은그 장려금 정 책에 있 

어서 獎勵金을 매우 包括的인 目的하에 支出한 

다. IDAP 獎勵金은 디자인 顧問의 給料를 支給 

하며 새로운 商品開發 프로젝트의 運營과 새로 

운 디자인 考案을 위한 資金을 供給함으로써 會 

社들로 하여금 自體 디자인 能力을 發展시키도 

록 하는 것을 目的으로 삼는다.

④ 許容되는 獎勵金 最高額數

일 반적 으로 獎勵金 計劃은 첫 2〜3 年 間에 는 

最高 金額을 支給하도록되어 있다. 따라서 얼마 

간의 經驗이 축적되고 프로그램 運營으로 商品 

開發 프로젝트의 디자인 要素에 대해 정확한 이 

해를 하게된 후에는 통상 제한이 없어지게 된다. 

어떤 경우에는 장려금에 대한 增大하는 要求에 

도 불구하고 制限된 프로그램 豫算을 될 수 있 

는 限 公平하게 分配하기 위하여 각 장려금의 最 

高額올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나 獎勸金 計劃에 

있어서 최고 지급액을 制限한다든가 最高限界를 

設定하는 것이 과연 有用한가에 대하여 일반적 

結論을 내리기 어려운 일인 것이다.

카나다 IDAP 計劃 시 행 첫 年度에 50, 000$ can 
의 最高獎動金이 許容되었지만 그 범위 내에서 

불과 몇 개의 獎勵金만 支出되었을 뿐이다. ID 
AP가 처 음 3年間 支給한 평 균 장려 금은 22, 000 
$ can이 었다 計劃 施行 둘째 年度와 그 以後에 

있어서 처음의 예산이 상당히 增加되자 最高限 

度額은 철폐되고 각 장려금의 申請을 검사할 때 

는 그 內容만을 檢査하였다.

아일랜드 獎勵金 計劃은 두 가지 例外를 除外 

하곤 1年을 1期間으로 하여, 모든 장려금을 最 

高 1,000£로 制限했다. 첫번째 예외는 會社의 

디자인을 調査하는 디자이너의 給料 및 費用을 

충당하는 計劃이 며 （한 會社는 단 하나의 獎動金 

만 받을 수 있음）最高 限度額은 2,500£이었다.

두 번째는 包裝의 개조 및 개 량, 외국어로 된 

販賣 印刷物이나 상품 진열 둥에 所要되는 費用 

의 切半에 상당하는 獎勵金을 支給하는 計劃인 

데 이는 최고 한도액올 設定하지 않는다. 獎勵 

金을 받을 수 있는 어 떤 단일 프로젝트가 （종 

이값과 印刷費를 除한 後） 2, 000~3, 000£ 以上 

으로 費用이 든다는 것이 事實上 불가능하므로 

上限線을 設定할 必要가 없는 것이다.

카나다의 IDAP와 같이 이스라엘 獎勸金 計劃 

은 장려금 액수에 대한 制限을 두지 않는다.

프로그램이 開始될 때 比較的 적은 豫算이 策 

定되 었다는 것을 볼 때 （첫째 年度에 100, 000£） 
中小企業에만 獎勵金을 支給한 政策으로 볼 때 

獎勵金이 소규모일 것은 분명하다.

實地로 프로그•램의 첫 年度에 지급된 평균 장 

려 금은 불과 5, 000£에 지나지 않았다.

유럽이나 北美의 선진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 

으로 낮은 이스라엘 디자인 顧問들의 水準은 평 

균 장려금의 낮은 水準을 說明하는데 도움이 된 

다. 다른 하나의 유리한 要素는 나라의 규모가 

작은 것 인데 그것은 出張費 둥 關聯費用이 적 게 

든다는 것을 意味한다.

中小產業을 위 한 노르웨 이 디 자인 基金은 IDAP 
나 이스라엘 계획처럼 장려금의 상한선을 두지 

않는다. 基金의 발족 후에 처음 4年間 最高 獎勵『 

金은 15, OOONKr이 며 , 평 균 장려 금은 5, OOONKr 
에 達했다. 要求되는 給料의 측면에서 볼 때, 專 

門的 디자인 顧問들의 費用이 적은 그러한 小規. 

模會社들을 도운다는 基金의 强調點은 비교적 저 

수준에서 평균 장려금을 維持하는데 도움이 된 

다. 반면에 장려금을 받는 會社들이 먼 곳에 位 

置하고 있는 고로 평균 장려금에서 出張 및 活 

動費의 要素의 比率이 이스라엘에 비하여 비교 

적 높은 편이 다.

파키스탄의 計劃도 特定의 프로젝트에 대한 顧 

客들을 위해 수행되어야 할 장려금의 최고액의 

限度를 規定하지 않는다.

⑤ 디자이 너 의 出處 （Source of the 
Designer）

獎勵金 計劃에서 다른 중요한 요소는 受領 會 

社들이 自身의 選擇으로 디자이너를 採用할 수- 

있는 자유의 정도이다.

調査된 대부분의 計劃들은 디자이너가 自國人一 

인 限 이러한 선택관계에서의 完全한 自由를 受 

領 會社들에게 賦與한다. 다른 어떤 計劃들은

미자이너의 出處에 대하여 詳細한 規定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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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프로젝트에 있어서 自國 혹은 外國人디 

:자이너 중 어느 것을 採用하는가 하는 문제는 궁 

극적으로 프로젝트의 목적에 달려 있다.

IDAP 計劃에 있어서는 獎勵金 計劃은 필요한 

專門家가 自國에 없을 경우에는 外國人 디 자이 너 

를 採用하긴 하지만, 可能한 한 카나다 디자이 

너를 採用하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이러한 國家 

產業다자인 專門業을 補助하고 養成하기 위하여 

특별히 立案된 프로그램으로서 의 IDAP 計劃의 

-性質에 의한 것이다,

아일랜드 獎勵金 計劃은 相異한 목적을 갖고 

있다. 즉, 그들은 디자이너의 出身이 어딘지 不 

•問하고 最上級의 디자인 顧問들의 서 어비스를 製 

造業者들이 얻을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다. 

사실상 計劃이 立案되었을 때 아일랜드 自體 內 

에 優秀한 經驗이 풍부한 디자인 顧問이 없었으 

므로 Irish Export Board의 CTT 디자인 基金의 

장려금이 外國人 디자이너 採用에 쓰여지는 것 

은 分明하였다. 最近年에 몇몇 디자인 顧問들이 

아일랜드 내에 디자인 연구소를 설치했지만 獎動 

金을 支給받는 거의 모든 企業들은 계속 그들의 

商品을 팔고자 하는 海外市場으로부터, 外國人 

디자이 너 專門家들을 採用하고 있다.

이 스라엘 獎勵金 計劃은 디 자이 너 의 出處에 대 

해 명시한 바는 없지만 될 수 있으면 自國人의 유 

능한 디자인 顧問들을 採用하도록 勸한다: 그러 

나 우수한 自國人 디자이너의 不在로 프로젝트의 

要求條件을 充足시킬 수 없다면, 外國人 디자이 

너를 採用하는데 아무런 制裁를 가하진 않는다. 

會社가 外國人 디 자이 너 를 採用하는 것 을 고려 하 

는 특별한 경우에도 外國人 디자이 너의 給料, 

出張費, 活動經費가 自國人 디자이너 보다 훨씬 

비싸므로 製造業者들은 水準을 조금 낮추어 自 

國人 디자이 너를 採用하게 될 것이다. 그러 나 

최근에 이스라엘에서의 產業디자인 專門家의 育 

成으로 經驗이 풍부하고 有能한 一群의 디자이 

너가 형성되었다. 이 점이 이스라엘 計劃이 自 

國人 디자인 專門家를 採用하도록 會社들을 설 

득할 어 떤 특별한 手段을 취할 필요가 없는 이 

유이 다.

이스라엘 計劃과 마찬가지로 노르웨이 디자인 

基金은 디자이너의 出處에 대해 規定을 두진 않 

지만 가능하면 언제나 장려금을 받는 프로젝트 

에 노르웨이 自國人 디자인 顧問들을 採用하도 

록 한다. 노르웨이에서는 中小 製造業者들이 專 

門的 디자이너와 함께 일한 經驗이 不足하므로 

基金은 그 自身이 새로운 製品을 開發할 獎勵金 

受領 會社를 補助할 디자인 顧問을 선발하고, 

採用할 責任이 있다고 생 각한다. 달리 말하자면 

基金은 장려금을 申請하는 會社가 애초에 基金 

에 대해서 專門的 디자인 忠告를 구하지 않고도 

專門的 디자인 서어 비스를 採用하기를 바라는 것 

°1 다.

만약 基金이 申請者가 外部로부터 의 디 자인 도 

움의 必要가 정 당하다고 생 각하면 基金 運營陳 

은 적 당한 디 자이너 를 物色하여 그 給料와 기 타 

費用의 50%를 支給할 責任을 지게될 것이다. 

프로젝 트를 완전히 컨트롤하기 위 하여 基金은 두 

개의 別個의 契約을 맺는다. 하나는 製造業者와 

이 고 다른 하나는 디 자이 너 와이 다.

파키스탄의 給料補助金 計劃은 이러한 점에서 

프로젝트에 할당된 모든 디자이너들이 PDC의 

직원이 기 때문에 다른 네 개의 獎勵金 計劃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⑥換拂條件

硏究된 5個國 獎勵金 計劃 중에 노르웨 이 디 자 

인 基金만이 獎動金의 도움으로 開發된 商品이 

成功的으로 販賣된다면 獎勵金의 受領者가 그것 

을 완전히 換拂할 것을 要求한다. 다른 4個國은 

計劃하에 賦與된 獎勵金은 製造業者들이 專門 

的 디자인 서어비스를 使用토록 勸誘키 위한 公 

共財政 內 補助金으로 着做되므로 換拂될 必要가 

없다

노르웨이 基金은 成功的인 製品을 生產한 製 

造業者가 양도세를 제외한 商品의 販賣引渡價格 

에 대한 年間 3%의 Royalty의 形態로 獎勵金 

金額이 充當, 控除될 때까지 獎勵金을 換拂토록 

要求한다. 노르웨이에서의 모든 貸賦金은 免稅 

이므로 사실상 獎勵金은 免稅 貸賦金인 셈이다.

(3) 誘引的 獎勵金 計劃의 

成就를 위한 指針

다음의 指針들은 조사한 5個國 獎勵金 計劃의 

경험에 입각한 것이다. 이 指針들은 開發途上國 

에서 지배적인 필요나 餘件에 비추어 작성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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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

가） 第1段階

產業디자인 專門業의 確立과 製品計劃에 있어 

서 產業디자인 原則과 會社水準에서의 디자인의 

應用, 그리고 그러한 原則과 會社 經營者 사이 

의 親熟感을 成就하고 評價한다. 그리고 政府, 

產業, 會社, 水準에서의 專門的 서어비스의 必 

要條件을 결정한다. 이 分析은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하여 야 한다.

① 自國에서 현재 활동 중인 產業디자이너의 

利用可能性과 그들의 能力

② 디자인 內容의 水準이 높은 產業部 內에서 

의 潜在的, 生產能力 그리고 現在의 製品의 質 

과 장래에 얻을 수 있는 質의 水準

③ 工場制 手工業製品 輸出의 현 구조와 개발 

된 海外 市場商品의 國際競爭力 그리고 輸出 製 

造業에서의 製品의 現趨勢

④ 디자인 水準이 매우 높은 새로운 製品의 海 

外 市場에서의 販促을 위하여 公共, 혹은 私的 

部 內 輸出市場 서어비스의 利用可能性, 그리고 

그러한 서어비스가 公共部 內 디자인機關에 의 

해 運營되는 獎勸金 計劃에 統合될 수 있는 可 

能性

⑤ 外國 商品의 要求條件을 把握하고 있는 自 

體 知識의 程度와 그것올 充足시킬 수 있는 能力

⑥ 政府 財政의 利用可能性과 財政部 內에서의 

獎勵金 計劃의 成就에 대한 政府 受容性의 程度

⑦ 그러한 프로그램을 企劃하고 운영할 우수 

한 人的資源의 이용 가능성

나） 第2 段階

外國에서 運營되고 있는 디자인 育成 프로그 

램이 自國의 디자인 育成 프로그램이 지니고 있 

는 類似한 特徴들을 考察한다. 最適의 디자인 

育成 프로그램의 組織은 昭詳한 硏究의 結果로 

얻어지기 때문이다.

다） 第3段階

프로그阳 遂行에 관계하게 될 製造業者, 디자 

이너, 敎育機關, 輸出促進機構와 다른 여러 그 

룹들이 결국 獎勸金 計劃에 參與할 수 있는 可能 

性을 推定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받아들일 수 있 

는 그들의 受容性을 調査한다.

라） 第4段階

提案된 計劃의 範圍를 決定하기 위하여 우수 

한 인적자원 프로젝트 評價資金機構 둥 公共部: 

門에서 利用 可能한 資源들을 보다 有機的으로 

活用하기 위하여 製品開發과 工業 育成을 위한 

政府의 프로그램을 再考한다.

가끔 한 두 政府部處와 제도가 성공적으로 工 

場制手工業 製造業者와 小規模 產業 （Aid manu
facturers and small scale Industries） 를 補助하 

기 위한 계획을 수행하기도 한다. 때로 이러한 

計劃들은 產業디자인 開發의 필요성에 따라 產- 

業디자인 開發을 하기도 하며 또한 이러한 계획 

은 나아가서 獎勵金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 

다. 예를 들면 카나다의 IDAP 計劃은 開發 프 

로젝트를 위한 金融 獎勵金에 대한 聯邦政府 프 

로그램에 立脚하여 設立되었다. 그리고 이 政府 

主導 프로그램 의 運營 절차와 構造를 IDAP의 필 

요에 따라 順應시킴으로 政府는 여러 形態의 장 

려금 계획 遂行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많은- 

時間과 經費의 浪費를 없앨 수 있었다. IDAP와 

비숫한 목적을 가진 프로그램을 利用함으로써 

IDAP를 계획하는 일이 가능하였고 1年 이내에 

계획을 組織하여 간수할 수가 있었다. IDAP가 

그 첫째 年度의 豫算 250, 000$ can을, 세째 年度 

에 는 1, 000, 000$ can으로 증가시 켰다는 사실은 

（그 政策遂行에 큰 修正없이 이루어진 사실임） 

그리고 세째 年度의 豫算이 4倍나 規模가 큰 데 

도 不拘하고 높은 水準의 효율성 을 유지 하였 다는 

사실은 당초 계획이 건전하였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 이 다.

마） 第5段階

提案된 計劃의 일반적 윤곽을 設定하여 프로그 

램의 遂行단계에서 , 第3段階에서 說明된 關聯 

諸 그룹들과의 共同協力을 촉진하고 또한 그들 

의 同意를 求할 目的으로 이 일반적 윤곽을 그 

들에게 提示하고 協議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제 안된 윤곽은 이 協議 과정 중에 修正되 

어야 할 것이다. 즉, 이 段階에서 計劃을 修正하 

는 것이 나중에 가서, 프로그램과 關係하게될 사 

람들을 정확히 把握하지도 못한 채로 非効率的 

으로 프로그램을 運營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 

이 다.

바） 第6段階

一般 計劃의 일반적 輪廓이 形成되면 細部的一 

運營過程, 프로젝 트評價基準, 獎勵金支給條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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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 日常 計劃의 遂行에 관련되는 細部 運營事項 

을 明示하여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 內容들은 

現產業의 요구사항을 考慮에 넣도록 製造業者들 

이 計劃에 參與하도록 권유하고 가능한 行政機 

構 資金機構들을 최대한 利用할 수 있도록 作成 

되어야 한다.

사） 第7段階

먼저 豫備 혹은 안내 기간 중 1〜2；個의 試驗 

프로젝 트를 始作함으로써 프로그램 을 施行하여 야 

만 한다. 이 試驗的 프로젝트는 그들이 運營의 

効率性을 포함한 모든 要素들을 적절히 評價할 

수 있도록 作成되어 야 하며 또한 이 試驗的 프로 

젝 트로 말미 암아 本 프로그램 計劃을 發展시 키 는 

데 利用될 수 있는 參考 資料를 얻을 수 있도록 

作成되어 야 한다.

아） 第8 段階

일단 試驗的 프로젝트가 成功的으로 수행되고 

모든 계획의 內容들이 현재의 여건과 能力에 따 

라 評價되고 修正된 후에 최종 形態의 프로그램 

이 作成되고 施行되어 야 한다. 그리고 프로그•램 

은 디자이너를 끊임없이 供給할 수 있는 확실한 

手段과 그들이 적 당한 多樣性을 發揮할 수 있도 

록 하는 手段이 프로그램 시스템 內에서 講究되 

어 야만 한다.

자） 第9段階

프로그램 을 始作할 때 는 반드시 프로그램 이 지 

향하는 그룹들 즉, 產業디자이 너와 製造業者들 

을 目標로 한 宣傳 및 公報活動을 수반하여 야 한 

다. 이러한 부단한 노력은 어떻게 시스템이 運 

營되는가, 어떻게 製造業者와 디자이너가 參與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잠재적 이익이 무엇인 

가를 간단히 설명하기 위함이다.

차） 第10段階

모든 프로그■램의 要素들은 프로그램을 設定한 

政府部門의 다른 諸 서어비스와 충분히 調合되 

어 야 하며 또한 中小企業 서어 비스機構 둥과 같 

은 計劃을 促進시 킬 수 있는 다른 諸 政府部門 

과도 충분히 協助하여 야 한다.

위에서 言及한 대부분의 諸 段階는 카나다 政 

府가 IDAP 計劃을 樹立하고 施行할 때 카나다 

政府에 의 해 얻은 情報이다.

（4） 어느 時間에 獎勵金 計劃을 始作할 

것인가

위에서 論議된 特徴을 지닌 獎動金 計劃은 보 

통 國家 디자인促進 프로그램 發展의 두 번째 혹 

은 세 번째 段階에서 施行되어야 한다는 것이 강 

조되어 야 한다. 프로그램의 첫째 段階는 보통 디 

자인機關의 設立과 디자인育成 프로그램의 開發 

이다. 機關이 取해야 할 主要 促進的 活動은 5, 
6,7에 서 각각 論議될 것 인데 5,6,7에 서 는 國家的 

產業디자인 專門業 產業디자인 敎育의 育成, 디 

자인 展示會의 開催 둥을 取扱하고 있다.

앞에서 論議되었듯이 獎勵金 計劃의 성공적 운 

영은 製造業者들 間에 產業디자인의 중요성에 

對한 認識에 크게 달려 있다.

만약 製造業者들이 產業디 자인 專門業과 그 製 

品의 改良에 대한 잠재적 기여의 중요성을 인식 

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관련 비용의 일부를 負擔 

하여 야 한다는 理由로 獎勵金 計劃에 참여 하려 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고로 디자인機關의 다 

른 諸 活動들을 補完하고 그 모든 効果를 확대 

할 장려금 계획을 始作하기 전에 次號에서 論議 

될 디자인 機關의 諸 촉진적 機能들이 원만히 樹 

立되어야만 한다. 주로 이 두 가지 촉진적 장려 

금 계획은 디자인 機關의 活動 범위 중 가장 効 

果的인 프로그랜으로 간주될 수 있다.

위의 論議는 디자인 機關의 장려금 계획을 수 

행할 위치에 있기 前 수년 간의 촉진적 活動이 

先行되어 야만 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몇 

가지 事例가 立證하듯이 애초에 特定의 條件들 

이 갖추어져 있다면 關聯時間도 어느 정도 短縮 

될 것이다.

이렇듯 獎動金 計劃은 디자인 機關이 設立된 

2〜3年 이내에 시작될 수도 있으며 카나다나 이 

스라엘에서 처 럼 10年 혹은 그 이 상 걸릴 필요 

가 없는 것이다. 아일랜드나 노르웨이 經驗이 

立證하듯이 디자인 機關이 디자인 促進活動을 

개시한 후 2〜3年 內에 獎勵金 計劃을 遂行할 수 

도 있는 것이다. 이 兩國에서의 디자인 機關은 

設立되고 나서 3年 후에 獎勵金 計劃을 시작하 

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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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강좌、

産業디자인의 変革
Reform of industria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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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英國의 ID 發達

하늘을 치솟는 美國의 產業디자인의 약진상에 

가장 심한 자극과 충격을 받은 나라는 그 동안 

수출무역에 의존하여 광범한 해외시장을 유지해 

오던 英國이다.

1944년 당시 상무국장관인 H. 덜 튼은 議會에 서 

•이러한 사실을 역설하여 그의 경고를 받아들인 

정부는 실천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 마 

침 내 英國產業製品의 디 자인 개 량을 도모하였 다.

그리하여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도모하기 위 

한 기관으로서 英國產業디자인協議會 (Council of 
Industrial Design. CoID) 가 발족하게 되었는데, 

덜튼長官은 開會辭에 서 다음과 같은 인상깊은 말 

-을 남기고 있다.

「이 는 결코 새 로운 문제 는 아니 지 만 하나의 긴 

급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15년 간 

에 걸친 아메리카합중국의 산업혁 명에 비할 수 

있는 사태가 바야흐로 일어나 오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공업디자인의 개 혁이 다. 

현재 우리 나라의 수많은 수출품목들은 해묵 

은 낡은 것으로 치부되어 형편없는 경지에 몰 

리고 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선견과 충분한 대책 

이 강구되지 않는 한 사태는 더욱 악화될 것 

이 다.

따라서 우리 들은 디 자인을 발전시 키 고, 공 

，업으로 하여금 이 과제의 실태와 중요성을 인 

식시키는데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야만 한 

다.」

CoID는 英國디자인界의 元老인 고오든 ・ 럿 셀 

《Sir Gordon Russel) 卿을 초대 사무국장으로 맞 

'이 하여 

。디자인센터 設置 

。貿易斡旋

O英國商品普及을 위한 Design Index 設定 

。디자이너의 登錄 

，。디자이너養成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協力, 

業界에 대한 개발운동

。굿디자인 普及을 위한 展覧會 事業

O世界的으로 권위를 지닌 機關紙「Design」發刊 

이상과 같이 英國產業디자인協議會의 업무는 

광범했고 성과 역시 훌륭했었다.

그 후(1956년) 디자인센터는 더욱 보강되어 우 

량 산업 제 품의 상설전시 장이 마련되 어 CoID 의 

하이라이트 구실을 하게 되었는데 매년 우수한 

산업디자인에 시상한 에딘바라公 賞, 디자인센 

터 賞은 당시 세상의 주목을 끌기도 했다.

그 밖에 도 1946년에 개 최 한 “Britain Can Make 
It”展 및 1951년 世紀의 祭典이 라 불리 운 大英國 

祭에 있어서 CoID가 담당한 產業製品의 展示에 

관한 행 사는 영 국의 산업발전상을 보여 준 뜻깊 

은 좋은 본보기로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라고 본 

다.

여기에 참여한 선각자로서는 전기한 럿셀卿 

을 필두로 M. 부랙 (Misha Black), H. 리 이 드 

(Herbert Read) N. 팹 스너 (Nikolaus Pevsner) 의 

이름을 빼 놓을 수 없다.

미 국에 서 발달하여 영 국을 자극시 킨 산업디 자 

인은 革新期라고 볼 수 있는 20세 기 중반에서 후 

반에 걸쳐 과학기술의 눈부신 진전과 더불어 전 

세계로 파급되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英聯邦에서는 먼저 1948년에 카나다국립공업 

디자인회의가 발족하여 그 후 1953년에 카나다 

공업디자인협의회로 발전하여 , 오스트라리 아에 

서도 같은 기구인 협의회가 설치되었다.

獨逸에서는 前稿에서도• 언급했지만 1950년에 

독일공작연맹이 再建되었고 다음 해에 독일공업 

전국연합회에서는 학회, 미술계, 일반 소비자들 

의 대표를 총망라 해서 독일공업디자인협의회라 

는 강력한 기구를 만들었다.

그리하여 이들은 바우하우스의 창조정신을 계 

승한 울므造型大學 (Hochshule fiir Gestaltung 
Ulm) 과 함께 독일의 기계공업을 배 경으로한 산 

업디 자인의 건전한 활동의 중심 과 모체 구실을 

하게 된다.

이 와 같이 세 계 각국으로 확장된 공업디 자인 

은 보다 건전한 발전을 기 약하고, 국제 적 으로 提 

起된 각종의 문제를 협의하는 일들이 파생되어 

국제규모의 디자인회의 개최의 기운이 감돌기 시 

작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1951년에 개최한 英國 

祭를 기회로, CoID 主催로 제1회 國際디자인會 

議가 런던에서 막을 올려「企業經營에 따르는 디 

자인 폴리시의 問題」라는 議題로 歐美 각국 대 

표들의 진지한 토의가 있었고 工業디자인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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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世界각국의 Living accessory

陶器꽃바구니 (伊太利)

卓上 샨데 리 어 (체 코製)

한 국제 간의 사상교류가 행하여 졌다.

그 후에도 수차에 걸쳐 영국, 프랑스에서 국 

제회의가 개최되었지만 극동에서는 I960년 5월 

日 本 東京에 서 세 계디자인회 의 (WDC) 가 열려

O 今世紀의 全體像

® 時計型 오루골(日本)

O 디자이너는 人類의 未來社會에 무엇을 寄 

與할 것인가

라는 議題를 놓고 세계 26개국에서 출석한 대. 

표들이 모여 화려한 성과를 얻은 바 있었다.

그리 고 공업디자인의 국제적 인 발전을 적시에 

개 최 하는 이 러 한 회 합과는 별도로 항구적 인 국 

제기관의 설치문제가 요망되자 美國의 ASID, 
英國產業工藝協會(British Institute of Industria1 

Art), 프랑스工業디자이너協會 둥의 발기로 1957 
년 국제 공업 디 자이 너 團體協議會 (ICSID, Intern
ational Council of Societies of Industrial Design) 
가 창설되었다. 프랑스 파리에 등록된 이 협의 

회 는 각국을 대 표하는 산업디 자인의 職能團體, 

敎育團體 그 밖에도 이 협의체에 찬동하는 관계 

단체를 홉수했는데, I960년 현재 歐美 18개국 

23단체가 가맹을 했다.

ICSID는 1959년 창립총회를 스웨덴에서 열었 

고, 제 2회 총회는 1961년 이 탈리아의 베니스에 

서 개최하여 각국의 디자인 정보 교환, 산업디 

자이너의 지위확립 , 산업디자인의 수준향상에 관 

하여 유익 한 성 과를 거 두었 다.

美國의 Peter Muller Munk 
Jay Doblin

• 3 0*



② 世界각국의 Living accessory

@ 티 • 컵 세트（英國） ®卓上，壁雨用時計（西獨）

英國의 Misha Black
佛蘭西의 Pierre Vago
이 분들은 창설 이래 늘 협회의 중심이 되어 협 

력을 아끼지 않았는데 ICSID는 앞으로도 世界 

產業디자인 발전에 가장 권위있는 존재로서 비 

증과 중요성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본다. 

그림 ①②）

16. 日本 ID 의 變遷

①初創期一工業化社會

日 本의 인더 스트리얼 디 자인의 본격 적 인 발전 

은 1945년 제 2차 세 계 대 전） 이 후의 일 임 으로 불과 

30년 동안에 급속히 성장한 셈이 된다.

그闭 나 그것은 明治時代（1900년대）에 시 작된 

소위 일본의 근대화 정책 일환에서 자라난 고도 

한 기술의 힘을 입은 소산이기도 하다. 따라서 

日本의 ID를 고찰할 때 日本의 근대사를 더듬어 

보면 특색있는 그 흐름 속에 서 가지 가지 의 잡다 

한 사연올 발견하게 될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줄잡아 百년 전 明治維新의 

근대화 속에 서 얼마만큼의 企業이 국민생활을 바 

탕으로 생산에 참여했을까? 아마도 당시의 역

®寳石函（佛蘭西）

사적인 배경으로 미루어 국가적인 권력구조랄지 

일부 재벌들의 세력조정이 생산기업에 다분히 반 

영된 것으로 믿어진다.

그 후 점차 공업분야가 순조롭게 성장도를 보 

여 주었지 만 당시 의 기 업양상을 살펴 보면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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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생산시설을 갖추어 일본 국민의 노동력을 

활용한 업계는 鑛山工業과 紡績業에 불과했다.

그러 나 작업에 종사한 근로자의 대우는 말이 

아니었고 노동력을 착취한 혼적이 역역하다.

가령 1880년대의 방직업에 있어서 70%에 달 

한 기업이 하루 22시간의 조업을 감행했고 철야 

작업은 상식화 되어 있었다. 거기에 근로자의 태 

반이 나이 어 린 소년과 부녀 자들인데 , 더 우기 과 

반수에 가까운 50%가 20세 미만의 女工이 차지 

한 （그나마 그 중 14세 미 만의 소녀 가 13 % 를 占 

有했다는데 이러한 달갑지 않은 전례를 아직도 

우리 나라 기업의 일부에서 답습하고 있어 새삼 

통감된다）사실은 도저히 믿기 어려운 현상을 노 

정하고 있다.

이 러 한 노동조건은 방직 계 만이 아니 라 鑛業, 

製鐵, 그 밖에 기계공업에서도볼수 있으며, 다 

른 기업에도 그 例外는 아니었던 모양이다.

이러한 공업화 물결 속에서 그들의 정책은 마 

침 내 軍需產業을 중심으로한 공업 국가의 방향으 

로 줄달음 치 게 된다.

따라서 모든 기업체는 국민생활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국제정세 속에서 국력 

과 자금의 축적을 목적으로 한 것이 분명하다.

史的인 견지에서 자주 비판의 대상에 오른 설 

이지만, 명치시대에 시작한 日本의 근대화 정책 

은 무모하다고 볼 수 있는 世界列强을 상대로 

성급히 단시일 내에 동둥, 아니 그 이상의 경제 

력과 기술을 습득하려는데 광분하였다.

게다가 단순히 국제 간의 交易에 주체성을 둔 

경제력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힘에는 힘으로 대 

응할 수 있는 근대적이고 종합적인 공업력을 확 

립시켜, 하루라도 빨리 兵器를 중심으로한 軍備 

擴張을 자력으로 확보하려는데 힘을 쏟았다. 가 

령 1875년 和蘭의 기 술지 도자와 원조로 戰艦을 

건조하기 위한 長崎造船所 등은 그 대표적 인 例 

이다. （그림 ③）

③長崎造船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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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공업력은즉, 군비력이다''라는 형태 

로 모든 것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국민생활을 위 

한 건전한 산업발전은 내일을 기약할수없는상 

태에 빠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의 근대화 정책이 西歐의 

產業革命에 比해서 근본적으로 思想과 발전과정 

이 판이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明治時代의 공업화의 첫 걸음은 重 

工業과 제1차 산업을 중심으로 가동하여, 소위 

근대화를 다짐하는 기반을 닦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

당시 日本의 대표적인 官營 企業體를 살펴 보 

면, 深川시멘트 製造所 深川白煉瓦石製作所, 長 

崎造船所，兵庫造船所，小坂銀山，院內銀山，大 

葛金山，阿仁銅山，釜石鐵山，三池炭鑛，新町紡 

績, 幌內炭鑛鐵道 둥이 있다. 그후 이러한 官營 

은 民間으로 불하되어 민간기 업으로서 발전을 보 

게 되는데, 오늘의 日本시멘트, 三菱重工業, 同 

和鑛業，古河鑛業，川崎重工業，新日本製鐵，三 

井金屬工業 둥은 그 대표적 인 例이다.

이처럼 1차적으로 산업의 성격이 두드러진 분 

야가 중점적으로 진전을 보였기 때문에 후일 日 

本이 기계공업의 성과를 올리는데, 원동력 이 되 

었다.

그러나 정 밀기계공업을 중심으로한 폭넓은 정 

책이 충분한 실적을 올리는데 있어서는 공작기 

계류는 거의 수입에 의존하는 상태였고, 1900년 

대에 이르러 겨우 수입일변도에서 벗어 나 기술적 

인 기반이 확립되어 독자적인 성장과 실적을 구 

비하게 된다.

하지 만 이 러 한 성 과와 기 술의 성 장은 국내 의 

종합적 인 산업발전에는 미치지 못하여 결과전으 

로는 外資系의 기업과 기술협력을 바라게 되는 

데 그 중에서도 1909년에 체결된 芝浦製作所와 

美國의 GE와의 合辨資本, 1899년의 日本電氣와 

WE（웨스턴 • 셀렉트릭）에서의 자본도입은 일본 

의 생활구조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日本의 근대화의 변천을 가령 1940년 

을 전후한 시 대를 工業化社會라고 친다면, 그 특 

징의 하나는 어디까지나 국민생활의 부재 속에 

구축된 국책적 인 자세 이 며 게 다가 兵器產業에 중 

점을 둔 변칙적인 구조체를 이루었다고 해도 과 

언은 아닐 것이다.

거대한 전함과 항공모함. 성능높은 항공기의 

개발 둥으로 국민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 

는 대신에 실질적인 생활 면에는 회생과 궁핍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변칙 적 인 사회 구조에 서 인더 스트리 얼 디 자인의 

움튼 새싹은 자라지 못하고 그 당시만 해도 수 

출상품의 대 표적 인 품목은 手工藝品과 저질의 잡 

화류에 불과하였다.

더구나 명치시대의 교육계의 양식으로서 기대 

된 東京工業專門學校（現 東京工業大學）에 설치 

된 인더스트리얼 디자인科는 수년만에 자취를 

감췄고, 이어서 東京高等工藝디자인部門도 폐지 

라는 가혹한 처 단을 받게 된다.

이 러한 현실을 감안해 볼 때 日本의 공업을 중 

심으로 한 근대화의 프로세스에 있어서 ID의 가 

치관과 뜻을 거의 찾아 볼 수 없으며, 삶의 환경 

을 보다 내용있는 길로 인도하려는 근본적 인 產 

業思想의 빈곤올 증명하고 있다.

그러 나 2차 대전이 종식을 고하자 日本의 산 

업구조는 180도로 急旋回한다.

②戰後——產業化社會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1945년）이후의 일본의 

사회를 產業化社會라고 칭해도 좋을 것 이다.

그것은 戰前에 축적된 다양한 기술의 힘들이 

국민생활의 기틀에 집약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 

다.

한 때 潜望鏡을 만들던 기술이 카메라와 현미 

경으로, 항공기와 전차를 만들던 솜씨가 승용차 

와 토목중장비로 탈바꿈하는가 하면, 무선기관 

계 는 라디 오와 스테 레 오, 트란지 스터 그 밖의 전 

자제품으로 적응되어 생 각지도 않았던 풍요하고 

컬러풀한 생활기구의 제공 둥은 그 동안 메마른 

국민생활에 윤택한 사고의 폭을 넓혀 주고 미래 

에 대한 기대감을 안겨 주기도 했다.

이는 스산하고 살벌한 戰時에 폐쇄된 기술이 

마침내 일반생활을 중심으로 한 기 업환경 속에 

서 자라나 찬란한 결실을 맺은 좋은 例이기도 

하다.

이 時代야 말로 日本이 처음으로 공업과 디자 

인과의 극적인 상봉이라고 말할 수 있디-. 인간 

과 인더스트리얼과 그리고 디자인이 처음으로 

굳게 손을 잡은 순간 진정한 產業化社會의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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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출발이 시 작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돌이 켜 보건대 日本經濟의 성장 속도는 역 사 

적인 견지에서도국제적인 여러 문제들을제기 

시키면서 세계 제일의 속도를 유지해 나갔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생산공업이 육성되었다든가 

국민총생산이 신장된 표면적인 통계의 그늘에는 

선진국으로 하여금 일본에 대해 위험한 감정을 

품게 하고, 발전도상에 처해 있는 나라에겐 심 

한 증오감마저 불러 일으키게한 꺼림직한 사실 

들이 도사리고 있었다.

다음의 숫자는 1960년에서 1969년에 이르는 10 
년 간의 GNP의 성장율을 비교한 것인데, “경제 

적인 동물''이라는 대명사가 나올법한 日本의 앙 

칼진 성장도를 보여주고 있다.

英國——126
美國——147
西獨——155
伊太利一154
佛蘭西——166
蘇聯--- 176
日本——258
불과 10년 동안에 大英國과 세계 경제대국 美 

國을 倍에 가까운 숫자로 앞질렀으니, 선망과 

경의의 눈초리 대신에 두려움과 혐오감을 유발 

시켰는데 우리는 감정적 인 면을 떠나서 이웃 日 

本 ID의 성 장과정을 냉철하게 재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17. 日本 ID의 再評價

약 10년 전 몬트리얼 世界博覧會가 열리 는 동 

안 카나다의 신문들이 다음과 같은 기사를 실린 

적이 있었다.

A紙一「과거 우리들은 일본의 공업생 산품에 대 

하여 보잘 것없는 것 으로 치 부하고 설사 그 제 

품이 효과적인 물건이더라도 日本製로서 응당한 

평가를 내리는데 주저해 왔다.

그러나 근래 새삼 일본제품에 대하여 과거의 

그릇된 선입 감을 제 거 하고 再評價를 해 야할 단 

계이며 일본의 수많은 우수한 성능과 그 디자인 

을 배워야 할 것으로 믿는다.」

B紙—— 때 일본의 歐美의 제품을 모방하 

는데 탁월한 솜씨를 보였는데, 거기에 공업력이 

플러스 되어 오늘의 패턴을 형성시켰다. 우리들 

도 이러한 일본의 근대화의 발걸음을 역사적 인 

사실로서 받아들이고 있다.」

西獨의 한 기술자는「…… 우리의 물 

건을 흉내 내는데 급급하고 있다. 모방한 것이 

진짜보다 더 우수할 수는 없지 않느냐』이렇게 

지금까지의 나의 과잉된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 

④ 세계수준을 자랑하는 日本光學의 니콘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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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 서독에서는 

카메라 성능이나 디자인 면에 있어서도 일본을 

지도자로서 존경한다」（그림 ④）

이 러 한 세 계 몇 몇 나라의 예 리 한 눈초리와 판 

단과 가치관이 달라지고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 

서 왔을 것인가? 그것은 아마도 산뜻한 색채나 

외형의 美를 위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본 제품 

의 본질적인 실태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탄생했 

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 나 일본의 급진적 인 성 장의 그늘에 는 뼈 저 

린 역사와 치욕적인 국면이 있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얼마 후 일&의 후지 

야마 外相이 국제친선을 겸 해 英國을 방문한 적 

이 있었는데 런던空港에 내리자마자 그의 눈앞에 

여러 개의 商品이 나열되면서 한 관계자가 묻기 

를

「어 느 것 이 일본제 이 고 어 떤 것 이 영 국제입 

니까」

당시 실정으로는 아직도 디자인이라는 것이 본 

격적으로 일본의 기업 및 수출정책과 제대로 맺 

어있지 않는 상태였음으로 개중에는 외국계열의 

저 질적 인 바이 어 의 주문으로 부실한 상품유출도 

있을법한 일이지만 어쨌든 이 사소한 사건은 일 

본의 무역정책은 물론 외교정책상에도 상당한 

파문과 충격을 일으켜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디 

자인 계몽활동과 필요성을 클로즈업시키는데 큰 

요인이 되기도 했다.

그 후로 겨우 관민일체가 된 본질적인 디자인 

활동의 기반이 마련되었는데 通產省에 「디자인 

課」가 신설되 고「輸出디 자인法」이 制定되 고,「纖 

維意匠센터」「陶磁器意匠센터」「雜貨意匠센터」 

「機械디자인센터」둥이 차례로 설치를 보았는데 

「한국디자인포장센터」의 디자인 행정기구와 유 

사한 통산성의 전기한 센터는 우리보다 약 10년 

을 앞서 （1958년） 발족을 했다.

통산성은 주로 제품의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제품의 기능, 질 그리고 디자인의 종합적인 계 

획을수립하도록 각 기업체에 촉구하였는데 이 

러한 취지는 우리와 거의 같은 면모를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발족당시의 세정은 한 때 우리가（약 

电 6년 전후） MADE IN KOREA로 얼굴을 붉혔 

던 때처 럼 MADE IN JAPAN으로 惡名을 떨친

때도 있었던 것이다.

가령 그 당시 喜劇스타 바브 ・ 호브 出演映畫 

「公主와 海賊」의 펜싱場面에서 칼끝이 나무기둥 

에 꽂히면서 칼이 두 동강이로 부러지자*

「그러 니 까 메 이 드 인 쟈팬은 처 치 곤란하단 말 

이 야」

라는 세르프가 튀어 나온다.

물론 장내는 한 바탕 폭소로 스쳐 가버 렸지 만, 

이 를 지 켜 본 당사자들의 심 정 은 착잡했을 것 이 디-.

또 한편 제 목은 잊 었지 만 나치 독일 수용소 생 

활을 그린 영화가 있었는데 손재주가 능한 한 병 

사가 감시의 눈올 피해 잡다한 쇠부치를 조립시 

켜 피 스톨形의 개 스。라이 터 를 만들어 내 는데 

성 공한다. 우쭐대 는 병 사에 게 전우가 한 마디 던 

지는 말이 걸작이다.

「함부로 자랑하고 다니 지 말라구…벌써 일본에

서 만들어 냈을런지 모르니까」

이러한 일련의 풍자적인 현상은 표현상의 차이 

는 있을 망정 아직도 일제에 대해 세계의 눈들은 

과거의 개념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이것은 비단 남의 일이 아니다. 아직도 체질 

의 개선을 못하고 도사리고 있는 우리 企業에 어 

떤 시선들이 쏠리게 될 것인지 한 번 깊이 반성 

해 볼 일이다.

어쨌든 에너지 문제로 심각한 최근에도 일본 

의 전기산업 , 자동차산업 , 조선산업 은세계의 톱 

을 달리고 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내일을 다짐한다.

「디자인이란 대중을 위한 것이지 결코 특정된 

개 인을 위 함이 아니 다」

「아직 은 미 숙하지 만 제 군들은 머 지 않아 인체 에 

가장 중요한 세포의 구실을 하게 될 것이다. 

노력을 결코 아끼지 말라.」

「제아무리 공업제품이라도 武器는 ID의 범위 

에 들 수 없다. ID란 인간에 대한 애정 속에 

서 자라나기 때 문에 …」

앞으로도 ID의 분야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동경의 하늘도 서울의 하늘도 뉴욕, 런던, 파리 

도 하나의 지구의 하늘이다. 언제나 맑게 개인 

하늘 아래서 人間存在의 소중함을 디자이너로서 

생 각하고 영위해 나가는 사회를 만드는데 노력 

하고 싶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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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冉차槌의暮座標
————
The co-ordinates of Korean design

李 慶 成

弘益大博物舘長

韓國 工藝史上 陶磁工藝가 차지 하는 비중은 자- 

못 크다. 그것은 韓國의 陶磁工藝가 늘 이웃 나 

라인 中國의 영향 밑에 있으면서도 韓國的인 特 

質을 살리면서 수준높은 美의 世界를 實現한 때 

문이라 하겠다.

그것은 陶磁器 製作에 있어서 韓國民族의 소- 

질이 뛰어났다는 것도 理由가 되지만 陶磁器를 

만들기 위한 모든 材料 즉, 좋은 質의 흙과 돌이 

무진장으로 있고 또 그것을 구워서 그릇으로 만 

드는 장작나무가 주변에 많았다七 것이 陶磁器 

발달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그 위에 일찍부- 

터 자리잡은 生活의 定着은 陶磁器와 같은 質의 

그릇을 生活用으로서 쓸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生活文化와 技術의 條件, 그리고 

材料 둥이 三位一體가 되어서 世界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陶磁器文化를 창- 

조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2

원래 陶磁器材料의 主調를 이루는 것은 주무- 

르기 좋은 粘土와 그 겉에 바르는 釉藥이 다 그 

성분은 지방에 따라 대개 珪石, 高嶺土, 酸化 

鐵, 長石, 石灰, 칼리, 소다 둥이다. 이들은 月台 

土로 사용되고 그 質이 좋은 것은 釉材로도 사. 

용된 다.

오늘날 열의 높고 낮은 것에 따르는 釉藥의. 

연구, 金屬 酸化物에 의한 陶瓷顏料의 발견, 연 

구 등이 이루어져 우수한 도자기의 생산을 보게 

되었다. 강한 陶磁器를 만들려면 높은 온도 속- 

에 서 이 루어 져 야 하는데 보통 粘土로 만든 것 은 

1100℃ 이상의 열을 가하면 형태가 무너진다. 

따라서 高熱에 견디고 더우기 선명한 색채를 나 

타내는 우수한 顏料를 발견하는 것이 우수한 태 

도를 조절하여 합하는 것과 같이 중요한 문제인- 

것이 다

粘土 （찰흙）를 불에 구워서 토기를 만든다는- 

것은 新石器 時代부터 시작된 것으로 그의 기원- 

은 잘 모르겠다. 우리 나라에도 新石器時代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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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金屬併用期의 것이라고 생각되는 土器들이 

練磨手法에 의해서 만들어 지고 또 表面에다 빗 

살무늬를 장식하는 둥 藝術的 意慾을 나타낸 遺 

物 둥이 많이 발견되었다.

粘土는 세계 어느 곳에나 산출되므로 生活의 

필요에 의하여 같은 과정을 밟아 土器는 발달되 

었을 것이다. 즉, 처음에는 粘土를 太陽光線에 

건조시켜 그릇으로 사용하다가 火食하는 방법을 

알게 되자 흙을 불로 굽는 방법을 생각해 내었 

을 것이다. 이집 트와 메 소포타미 아의 경 우가 가 

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와 아울러 

陶器用의 물레（陶車）의 고안에 있어 성서에도 

기록되어 있다.

다음 釉藥의 발명을 비롯하여 가마（窯）의 개 

량 둥으로 많은 발전을 보았다.

西洋에서는 그리이스의 陶器가 B.C.4,5세기부 

터 우수한 것을 들고 黑給式, 赤給式 둥 아름다 

운 장식이 나타난다. 또 테라크타가 발달되어 

병으로 아름다운 것이 있다. 質에도 硬, 軟 2種 

이 있다. 우리 나라에는 三國時代부터 우수한 

土器가 생 산되어 특히 新羅土器는 그 광택의 독 

특한 점과 형태의 다양한 점이 美術의 한 極致 

를 이루고 있다.

陶磁工藝의 材料는 胎土로서 보통 長石, 陶 

土, 珪石 둥이 있으나 그들의 성분은 규산, 반 

토（礬土）, 알칼리 둥이다. 그것은 純粹한 粘土, 

胎土이지만 대개는 이밖에 산화철, 회석, 마그 

네시아 및 기타 雜物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粘土 

의 精製가 이루어진다. 특히 중요한 것은 가소 

성으로 이것은 粘力과 관계가 있다. 또 粘力의 

적 당도를 필요로 하고 可塑性 및 구워 만들기 

위한 필요에 따라 가감한다. 粘土는 우리 나라 

도처에서 나오지만 좋은 粘土로서는 주안, 포 

천, 신례원 둥의 것이 있다.

陶磁工藝의 技法은 형 뜨기 （成形） , 굽기 （燒成） , 

유약으로 나누고, 따로 가마 만들기의 기술이 

있다.

가장 오래된 成形法으로는 練磨法이 있고 회 

전체 즉, 원형 또는 원통모양의 것도 初期에는 

엿가락처 럼 손으로 감아 올리는 것으로 오늘날 

도 茶器 또는 變形器物은 이 手法에 의 해서만 

들고 있다. 원형 또는 원통 모양의 것은 물레 

로 돌리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아름답게 만들어 

진다. 또 變形의 것은 석고 주형에다 붓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近來에 들어온 外來의 

技法이 다. 즉, 복잡한 人物 - 動物 기 타 器物은 

形을 많이 만드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석고 

주형을 사용한다.

석고의 흡수성올 이용하여 점토를 묽게 개서 

약간의 규산소오다를 섞어서 틀에다 부으면 10 
여분 내에 굳어서 틀 속에서 수축하여 손쉽게 

틀에서 떨어진다. 주형을 많이 준비하면 하루에 

수백 수천 개의 똑 같은 크기 똑 같은 모양의 

것올 생산할 수가 있다.

器物의 美는 물레로 만든 세련된 형의 美이 

다. 물레에도 발물레, 손물레 둥이 있다. 近來 

에는 電動力을 이용해서 능률을 올리고 있다.

工藝美 특히 기면의 아름다움은 釉藥의 用法 

에 달렸다. 소박한것, 호화로운것, 섬세한것, 

무게 있는 것 둥 그것을 만든 사람의 감각이 반 

영되고 있다.

陶工이 한 개의 作品을 만들 때 우선 粘土를 

준비하여 정선하고 그것을 만들어 자기 생각대 

로 형을 가다듬고 초벌구이로 굽는다. 그리고 

釉藥으로써 완성시킨다. 이때 초벌구이가 끝나 

면 반은 성 공한 셈 이 다.

陶磁器 製作에는 가마（窯）를 쌓는 것이 중요 

하다. 목적한 열도를 올리기 위해 연료의 연소 

를 완전히 하기 위하여 각국에서는 가마쌓는 법 

이 연구되고 있다. 釉藥의 發色은 가마 속의 산 

화염과 환원염으로 달라지므로 화염의 조정이 

자유로와야 한다.

연료와 불 때는 법은 가마의 모양으로 좌우된 

다. 중국과 우리 나라에는 오래된 傳統的 技法 

이 있어 現代의 科學的 탐구로서도 따를 수 없는 

훌륭한 陶磁工藝가 있어 놀랄만한 陶磁器 유산 

을 많이 가지고 있다. 도자기 가마는 나라에 따 

라 구조가 다르지만 크게 나누어 昇焰式과 倒焰 

式이 있다.

우리 나라는 中國에서 전래된 것으로 昇焰式 

이다. 형은 언덕의 경사지에 쌓은 昇窯이다. 近 

代에는 歐美風의 倒焰式을 채용하는 수도 있다. 

가마 속의 열도를 높이 고 산화 • 환원 및 그 중간 

의 화염을 자유롭게 얻을 수 있게 火網장치와 

굴뚝의 연구가 거듭된다. 이 점 歐美式의 가마 

가 合理的이고 形態도 원통형이 많다. 구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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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진 것이나 袖藥의 美도 결국은 가마의 장 

치, 연료 불 때는 방법 袖藥의 精選調合에 달 

렸으므로 이에 대한 경험과 연구가 필요하다.

3

우리 나라 陶磁工藝의 바탕은 독특한 性格을 

지니는 그의 土器文明에 두고 있다.

先史時代에 이루어진 이들 土器는 두가지 類 

型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櫛之土器이요, 

또 하나는 無文土器인 것이다. 이들 두 유형의 

土器는 그의 根源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 

졌는데 약 3萬年 前後해서 우리 나라에서 合流 

된 것같다. 이와 같은 農耕과 牲蓄을 生活의 方 

法으로 하는 石器人들에 의하여 그들 土器는 필 

요한 만큼 만들어지고 깨어지면 破片으로써 그 

들 遺蹟地 주변에 버리고, 또 새로운 것을 만들 

어서 그들의 수요에 공급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발달된 土器文明은 그 후 歷史時代 

로 접어 들면서도 계속 製作되고 그것은 新羅土 

器라는 발달된 樣相으로 발전하게끔 되 었다.

오늘날, 新羅土器를 비롯한 百濟土器 둥 三國 

時代의 土器는 그것 자체가 하나의 훌륭한 藝術 

로써 문제거리가 된다. 그러기에 韓國 陶磁工藝 

에 始原形式은 어디까지나 三國土器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의 특징은 아직껏 袖藥이 完成되지 못하였 

기 때문에 形態의 다양화 특히 動物과 植物의 

형태를 그대로 받아 들이는 이른바 自然主義가 

그 곳에도 發現되었던 것이다.

그 다음 紋樣으로서는 幾何學的 紋樣을 비롯 

한 여러 가지 具象紋樣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表 

現을 돋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만들어진 三國土器의 기능은 말할 

것도 없이 祭祀用과 生活用의 둘로 나눌 수 있 

다.

그러나 엄격히 따지 고 보면 土器는 陶磁工藝 

에 先行하는 原始表現일 뿐 어 디 까지 나 陶磁工藝 

自體는 아니다. 陶磁工藝란 앞에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陶器와 磁器라는 두 가지가 袖藥이라 

는 方法을 통해서 化學的 作用을 일으켜서 沙器 

라는 또 하나의 物質이 되었을 때 陶磁工藝는 

成立하는 것이다.

우리의 陶磁史를 代表하는 것은말 할 것도 없 

이 高麗時代의 靑磁를 중심으로 하는 磁器文明 

과 朝鮮朝時代의 白磁를 중심으로 하는 磁器文 

明이 다.

高麗靑磁는 中國 宋나라의 靑磁器에서 비롯된 

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인 高麗사람들은 中國 

의 宋 靑磁에도 없는 독특한 美의 世界를 具現 

했던 것이다.

가령 그의 바탕색 깔이 靑色은 약간 어 두운 그 

림자를 머금고 있는 宋靑磁보다 해말간 명 랑성 

을 지니고 있고, 피부바탕으로 스며드는 투명한 

感覺이 특색이다

더욱 象嵌靑磁는 胎土를 파고 그 곳에다 白土 

나 赤土를 박아서 이룩하는 독특한 手法으로써 

中國 陶磁器에도 없는 高麗人들의 獨創的인 手 

法인 것이다.

이 高麗靑磁의 디자인의 基本을 이루는 것은 

역시 韓國美術의 特質인 自然主義에 입각해서 

여 러 가지 植物形態나 動物形態를 본으로 하고 

있다.

물론 高麗時代의 陶磁器로서는 靑磁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갸냘픈 인상을 주는 白磁를 비롯 

해서 綠靑袖, 그리고 黑袖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그러나 靑磁가 그의 中心的인 存在임을 

부인할 수 없다.

흔히 이야기 하기를 陶磁器 감상의 3大 方法 

으로서 첫째, 形態를 들고 둘째, 色彩를 들고 

세째, 紋樣을 든다. 그렇다면 高麗靑磁는 그의 

自然主義的인 形態感에다 秘色이라는 靑色을 의 

상으로걸치고있다. 형태가 體驅라면색감은 곧 

感情이 되는 것이 다.

왜 高麗靑磁가 그와 같은 푸른 빛을 지니고 

있느냐는 것은 그의 社會的인 理想을 具現하고 

있기 때문이다.

時間에 얽매이는 現實보다는 永遠과 잇대이는 

내일의 相이 곧 高麗靑磁를 낳게 한 精神的인 

構造인 것이다.

한편 朝鮮朝 陶藝工藝는 自磁를 바탕으로 하는 

儒敎文化의 造形的인 表現이기 도 하다. 高麗靑 

磁가 永遠을 지향하는 彼岸的인 것이라면 朝鮮 

朝 白磁는 오늘의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現實的 

인 욕망이 바탕이 된다. 그것은 일종의 리얼리 

즘으로써 人間化나 世俗化의 表現이기 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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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망하거나 걷잡올 수 없는 내일보다는 직접 피 

부로 느낄 수 있는 오늘의 生의 問題가 더욱 중 

요하게 생 각되어지는 것 이 다.

더구나 朝鮮朝 사람들의 政治에의 不信과 社 

會構造의 不條理에서 오는 도피사상이 獨特한 

自色의 世界로 침투되어 世界에서도 類例가 드 

믄 수준 높은 美의 世界를 表現하였던 것이다.

그 白色의 世界는 韓國民族이 갖고 있는 독특 

한 美意識으로서 얼핏 보기에는 虛無思想에 통 

하는 것같다. 그러 나 모든 것을 홉수하여 버 리 

는 無限定의 白色의 世界에서는 否定的인 生의 

태도보다는 오히려 生의 밑바닥에서 또 다시 고 

개를 드는 강인한 生의 意志가 그 곳에는 있는 

것이다. 어리석은 것 같으나 가장 지혜로운 哲 

理에 通하고, 없는 것 같으면서도 가장 많은 것 

이 있는 것이 바로 朝鮮朝의 白磁가 지니고 있 

는 特質이다.

그의 形態는 高麗靑磁와는 달리 人工的인 造 

形을 이루고 있으나 그 造形은 人間의 能力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純粹한 嶺域에 접근하고 

있다.

朝鮮朝 白磁의 특색이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그의 순박한 形態感에 있는 것은 물론이지 

만 그의 紋樣 또한 간결한 要約을 통해서 이루 

어 놓은 그들의 선비다운 生活感情이 풍부하게 

담겨져 있는 藝術品이다.

4

이 상과 같은 풍요한 유산을 가지고 있는 韓國 

의 陶磁工藝는 近代로 접어 들면서 國家 멸망이 

라는 悲劇때문에 타락될대로 타락되어 그의 傳 

統은 마침내 무참히도 中絶되고 말았다.

그러 나 1960年代 되 살아난 韓國 現代陶藝의 

눈부신 발전은 한편 傳統의 계승으로 옛 것을 

오늘에 연장시키고 새로운 것의 創造로서 오늘 

의 生活에 적응한 수 있는 陶磁工藝를 하나의 

藝術로서 성취시키기 위하여 많은 現代 陶藝家 

들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지 

금으로서는 그의 成果에 대한 성급한 言及은 피 

하는 것이 현명한 둣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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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OMAS
⑥

金 德

淑明女大產美大副敎授

謙編譯

4. 社名 붙이기(네이밍)

社名변경이 결정되고 새로운「네이밍」의 작업 

에 들어 갈 경우 우선 변경에 이르게 된 이유와 

배경의 분석부터 실시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 분 

석에서「네이밍」의 기준을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결정해 가게 되는 것이다.

미국에 있어서 社名변경의 전형적인 예에서「네 

이밍」의「프로세스」를 살펴 보기 로 하자. 1962年 

鐵鋼製品會社인 American Steel Foundries는「암 

스테드 인더스트리」社 (Amsted Industries) 로 변 

신했다. 구 사명은 반세기 이상이나 사용되어 

잘인식되어 졌고 높은 산■뢰를 얻어온 명칭이 

었다. 그러나 鋼鐵鑄造製品 (Steel Foundries) 
은 賣上의 절반가까이 떨어져 회사의 실제적 

인 체 면(實體) 을 표시 하는데 부적 당하게 되 고 

말았다.

그래서 사명변경을 위한 제1단계로서 新社名 

이 갖지 않으면 안될 다음 7개의 기준을 정했 

다.

① 정확하게 회사의 내용을 표시하고 있을 것

② 유니크해야 할 것

③ 視覺的, 聽覺的으로 특징이 있을 것

④ 旣得評價 (equity) 를 확보하면서 가능하면： 

Steel이나 Foundries를 社名에서 제외할 것

⑤ 미국 내외를 불문하고 사명이 마아케팅상 

유효하게 작용될 것

⑥ 충실하며 多角化가 진전되어 발전성이 있・ 

는 회사인 것을 적극적으로 표시할 것

⑦ 법률적으로 인정될 것

이들 조건을 충당하기 위해 어떠한 타입의「네, 

이 밍」을 할 것 인가의 단계에 들어 가 다음 4개 의 

「카테 고리」로「네 이 밍」을 개 발해 나갔다.

① 修飾的인「네 이밍」을 행 하는 案“basic”이 

라든가 “diversitied” “dynamic”이 라고 하는 

것같은 철강업에 적합할만한 수식어는 거의 

타사에서 쓰여지고 있어 가능성이 극히 적. 

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② 기존 브랜드名올 社名으로 하는 案 

소유하는 브랜드의 하나를 社名으로 승격시 

킨다고 하는 案은 그 브랜드가 유명 한 다른- 

업종의 회사에 잘 닮아 있는 점과 그 브랜 

드의 사업부와 친한 사회와의 사이에 혼란 

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③「이니셜」로 略語를 작성할 案 

가령 ASF라고 해도 구 사명과 거의 변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새로운 것을 생산해 낸 것 

으로는 볼 수 없다. 또 ASF는 AMF와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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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되기 쉽다. 「이니셜」의 사명은 너무 흔 

하므로 그다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었 

다.

④ 組合에 따라서 新社名을 만드는 案

구 사명 의 American이 라고 하는 旣得평 가 

를 남기기 위해서 다음의 2개 방법으로 新 

名稱이 개발되었다.

우선 Am으로 시 작되 는 造語를 200 이 상 

만들었 다. 그중에 는 Amsted도 포함되 어 있 

었다. 그리고 다음에 컴퓨터로 A로 시작되 

는 Astec, Amet, Asted, Aftec 등의 造語를 

3000이 상 만든 것 이다. 결국 그 가운데 서 

Amsted가 선정된 것은 American이라고 하 

는「에퀴티」(equity)를 남기고 있을 뿐 아 

니라, 이 회사의 대표적인 사업부인 trans
portation equipment division 을 상징 하는 

“ted”라고 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이었다.

다음 단계에서 행해진 것은 이렇게 선정된 

•Amsted라고 하는 社名이 과연 대중에게 지지 

되는가 어떠한가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各地의 경영자에게 다음의「인터뷰」를 했다.

• Amsted라고 하는 회 사를 전에 들은 적 이 있 

는가?

• Amsted라고 하는 名稱에 서 어떠한 회 사를 

연상하는가?

질문을 받은 태반의 경영자들은 Amsted에서 

「셀렉트로닉 스」- 제조공업 - 鑛工業 - 消費財產業 

등을 연상한다고 답하여 대형이며, 다각화되고 

발전되어 있어 재정적으로도 안정되어 있는 회 

사로 간주되었다. 이와 같은 순서를 거쳐 또 다 

시 “Amsted”에 다각적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서 “Industries”라고 하는 명칭을 덧붙였던 것이 

다.

이러한 사명 변경의 실례를 들여다 보면 변경 

의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a. 개 인성 이 강한 인상으로부터의 탈각

b. 지역성이 강한 인상으로부터의 탈각 

c. 사명과 사업내용의 갭 해소 

d.「이미지 체인지」의 필요성

e 略稱이나 브랜드名의 광범한 보급 

f. 침투도의 취 약성 •知名度의 희 박성 시정 

£ 言語표현의 屬性으로부터 의 문제 해 결 (可讀 

性 • 意味 • 이 미지)

이들에 해당되는 문제의 해결과 또한 전략적 

인 역할을 담당하여 「네이 밍」의 단계로 들어선 

다. 이 新社名의 命名에 즈음해서는 장래에 후 

회 나 혼란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다음의 점을 고 

려 하면서 행 한다.

(1) 社名과 브랜드

a. 社名자체가 브랜드的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

b. 브랜드 및 주요상품의 認知가 높을 경우 社 

名과 일치시킬 것

c. 社名자체의 상표등록이 가능할 것

(2) 구체적이냐, 추상적이냐의 판단

구체 적 인 사명 과 추상적 인 사명 가운데 어 느 것 

이 바람직한가의 선택이 필요하다. 제품수가 적 

고, 그 중 이름이 알려진 제품명이 회사의 業態 

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면 이 제품명을 社 

名에 전용하는 수가 있다. 다각화가 발전되 고 있 

는 기업 둥에서는 구체적 요소를 배제하고, 추 

상적인 命名이 많이 발견된다.

(3) 社名의 壽命

일단 社名을 결정하면 그렇게 몇 번이나 변경 

할 수는 없다. 그러 나 회 사의 實體는「다이 나믹」 

하게 변해 가고, 오늘의 인기제품이나 업종이 가 

까운 장래에는 斜陽의 대 명 사가 될는지도 모른 

다. 또 오늘날의 새로움은 시대를 거쳐도 살아 

나갈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일 

이다. 따라서 현재의 회사만의 일을 고려한「네 

이밍」은 피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네이밍」 

의 微調整을 장래 실시할 것을 고려하여 오늘의 

「네이 밍」을 행할 필요가 있다

(4) 잘못된 이미지의 回避

他社와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는가, 업종이 혼 

란해질 위험은 없는가. 규모의 크기와 성장성이 

표현되고 있는가, 또 外資系의 회사와 같이 운 

영되었을 경우 불리하게 되지는 않을 것인가, 

타업종의 회사를 想起시키지는 않을 것인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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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바람직하지 않은 이미지를 상기시키지 않을 

것인가 (가령「〜회사」가 건설업으로서 올바르게 

받아 들여지지 않거 나 하는 케이스).

(5) 유행 및 差別化의 配慮

일반적으로 많은 유행에 따라 명명할 것인가, 

거꾸로 눈에 띄는 의미로 유행에 역행한 社名으 

로 하는가 둥 어느 것이든 주목성이 있고「퍼브 

리시티」효과가 기대되는 社名이 바람직하다.

(6)英文社名

외국 및 국내의 外資系 企業에 동일한 社名은 

없을까, 상표등록 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 同一名의 제품이 市場에 나오지는 않았 

는가, 國文社名과 동일하게 할 것인가(英文社名 

은 국내에서는 商號로서는 등록되지 않지만 國 

文社名과 완전히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등을 검 

토한다. 특히 해외에 진출했을때「브랜드」와동 

일하게 社名이 「마아케 팅」상 불리한 요소가 되 

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도 긴요하다.

(7) 略稱의 用意

부득이 길었거나 눈에 별로 익혀지지 않은 社 

名을 채용했을 경우는 광범한 認知를 얻기 위해 

서 특히 略稱을 준비해 두면 좋다. 또 社名과 별 

도로「브랜드」를 만들고,「브랜드」重視라고 하 

는 방법도 있다.

(8) 會社형태의 取扱方法

「株式會社」둥의 취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상 

호결정도「체크포인트」의 하나가 된다.「株式會 

社」를 社名앞에 넣을 것인가, 뒤에 붙일 것인가 

는 社名의 음절이나 부르기 쉬운 것, 듣기 쉬운 

것, 외우기 쉬운 것에 관련되게 된다.

(1) 언어의 속성에서의「체크포인트」

① 文字자체의 속성

•漢字(이미지, 딱딱함, 똑똑하고 淸楚한 느 

낌, 複雜)

• 國文(이미지, 부드러움, 젊잔음, 호사스런 

느낌, 韓國的 風調, 읽기 쉬움 • 신선미, 밝 

음, 분명함, 경쾌함, 냉담함, 감정성의 결 

여)오늘날 많이 볼 수 있게된 국문社名은 순 

간적으로 감각적으로 알리게 하는 表音表現 

特有의 有利함을 가지고 있다.

社名은 이 要素 속에서 선정되어, 경우에 따라 

서는組合시켜서 사용되지만그때의 視覺的인 복 

잡함은 디자인에 의해서 어느 정도「리화인」할 

수 있다.

② 읽기 쉬운 것

• 字劃이 적음

• 글자수가 적음

• 배열이 간단함

③ 외우기 쉬움

•시각적, 청각적으로 개성이 있다.

• 유니크한 글자의 짜임새.

④ 듣기 쉬움, 發音하기 쉬움

• 명료한 음절로 구성되어 있다.

• 音의 이미지, 영향으로서 받아들여지기 쉽 

다.

• 音節의 짜임새가「스므스」하며, 문맥이 발 

음하기 쉽 다.

① 이와 같은 社名은 장래에의 전략적 관점에 

서의 판단

② 이미지, 연상 둥에서의 체크

③ 표현 언어의 속성 체크

이 세 가지 점을 만족시키고 있을 것이 필요하 

다. 이 바탕위에서 사명이 결정되어 상호의「베 

이직 엘리먼트 와의 관련으로 디자인 되게끔 된 

다.

최종 결정의 단을 내리기 전에 商號둥록이 가 

능한가, 상표로서도 문제점이 없는가 등에 관해 

서 체크한다. 모처 럼의 새 社名이 동일지 역에 같 

은 사명의 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다액의 경비지 

출을 강요당한 케이스도 있다.

5・ 實體시스템의 開發

(1)「베이직 시스템」의 檢討

새로운「아이덴티티 시스템」을 제작할 때 종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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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에서는「베이직 엘리먼트」의 補充發想 

에 따른 개발이 이루어져 왔다. 우선「마아크」를 

디자인해서 그「마아크」에 알맞은 회사명「로고 

타입」을 디자인하거 나 社名「로고」가 결정되어 있 

어, 거기에「마아크」를 부가적으로 디자인한다 

고 하는 준비로 작업이 행해지는「케이스」가 태 

반이었다.

이러한 디자인 개발의 방법으로는「마아크」그 

자체, 社名「로고」자체가 아무리 디자인적으로 

우수한 것이라 해도 회사를 표현하는 시스템으 

로서의 우수한 기능성, 참신성 둥올 확보하는 것 

은 어렵 다.

최근 새로운「마아크」를 변경한 기업이나, 사 

명의「로고 타입」을 고쳐 만든 기업이 수많이 발 

견되지만「마아크」자체의 참신/함이 社名과 병행 

해서 사용될 경우, 완전히 균형을 잃은 인상을 

준다고 하는 케이스도 드물지는 않다. 또「마아 

크」를 만들고,「로고」를 만든다고 하는 공식대 

로의 사고방식으로부터는「마아크」와「로고」의 

일체화, 「마아크」와「로고」의 짜임새의 「바리 

에이션」등이라고 하는 새로운「시스템」으로서 

의 전개를 도출할 수는 없다. 따라서「디자인시 

스템」을 개발할때 각「엘리먼트」의 디자인에 걸 

리기 전에 먼저 시스템으로서 어떠한 전개가 이 

루어질 것인가의 發想을 선행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시스템을 먼저 디자인해서 그 다음에 

「엘리먼트」의 디자인을 한다고 하는 단순한 순 

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엘리먼트」 

의 디자인을 할 즈음에 시스템으로서의 전개를 

고려하면서 작업을 진행시킨다고 하는 추진방식 

의 편이 적절할 것이다.「베이직 시스템」의 하나 

의 분류「패턴」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a.「마아크」중심으로 社名「로고타입」이 從的 

으로 취급되고

《 日 本의 例, 東京電氣化學工業 • Metropolitan》

b.「마아크」와「로고」가 일체화되어 있고, 主 

從관계가 없다.

《Coca-Cola • Bendix • Marathon》

c.「마아크」와「로고」兼用 

«RCA-IBM-ITT)>

d・「로고」중심으로「마아크」는 從的인 취급 

《Sperry Rand》

e.「마아크」나「로고」에「바리에이션」을 가지

게 한 것.

《Christian Holzapfel-Metra International^

f.「컬러」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 것.

《샤프 • Coca-Cola• Sperry Rand • Bendix • CITGO ・ 

Mobil))

(2)「베이직 엘리먼트」의 디자인

「마아크」나「로고」를 디자인할 때에는 그 사 

용방법 이 나 汎用性을 고려 하면서 작업 을 진행하 

지 않으면 안된다.「마아크」나「로고」는그 자체 

가 아무리 우수하다 하더라도 그 사용방법 여하 

에 따라 우수한「마아크」나「로고」라도 부적합 

한「마아크」나「로고」가 되기 쉬우므로, 마아크 

나「로고」의 사용방법 을 고려 하면서 발상하는 것 

이 중요하다.

社章은 회사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 

적 인 요소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마아크」는 

기업의 성격이나 규모, 사업내용을 표시하는 것 

이 바람직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식품회사와 

電氣機器회 사와 製鐵회 사가 같은 이 미 지 의「마아 

크」를 가져서는 문제점이 있다.「마아크」의「모 

티브」가 표현의「포인트」가 되 는 것 이 므로 우리 

나라 식품회 사의 대부분의「마아크 모티 브」도 거 

의 이에 속하고 있다.

英文 ・ 國文의「이니셜」및 약칭을 목적으로 한 

것이 전체의 절반이 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 具象 

패 턴은 4분의 1 이 하이 다, 의 미 적 인「모티 브」로서 

는 社名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 전체의 절 

반 이상을 점하고 있다. 동일하게 전기 메이커 (50 
社) 대상의 조사에 의하면, 社名을 發想의 기초 

로 하고 있는 기 업 이 7할 이 상을 점하고 있으며 , 

社名의「이니셜」이나 약칭 둥의 처리에, 무엇인가 

연구가 가해지고 있다. 이들 발상의「모티브」는 

될 수 있는 한 탄력적으로 취해져야 할 것이다.

더우기 여기서 채택된「마아크」는 반드시 社 

章에 국한되어 있지 않으며 회사에 따라서 는 회 

사를 대 표한다기 보다 회 사를 표현하는 것이 社 

章이 아니고「브랜드 마아크」의 일종이거 나 하 

는 케이스가 극히 많으므로 우리 나라에 있어서 

회사를「심볼 라이즈」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거나「트레이드 마아크」와 社章의 불일치나 

혼란 둥이 대단히 많은 것에도 커다란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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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할 것이다.

마아크를 디자인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 

결과의 결론이라고 할 만한 기 업목표를 여하히 

반영해 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다.

그러므로 다음에 마아크의 디자인 조건을 들 

어 보기로 한다.

1） 디자인의 基本條件

① 企業目的, 方針을 반영하고 있을 것.

② 同時代性을 가지고 있으며 陳腐化되어 있 

지 않올 것

③ 視覺的, 意味的으로 차별성을 가지고 있을 

것

④ 視認性에 뛰어날 것 （瞬時에 視認될 수 있 

을 것）

⑤ 기억성에 뛰어날 것

⑥ 聯想性이 풍부하여 경영활동에 유리하게 작 

용할 것

⑦ 시스템 전개가 가능한 것

이상이 열거되지만 이것을 기업에 따라서 각 

기 個性의 표출방식이 다른 바와 같이 쉽사리는 

규정할 수 없는 요소가 많다.

그러므로 각 기 업마다에 구체적 인 디자인기준 

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더우기 마아크의 디자인 

가치는 상대적 인 요소가 많고, 가령 낡아빠진 마 

아크가 많은 업계 속에서 추상적이고 참4한 마 

아크가 디자인되었다고 하면 이 마아크는 경합 

된 타사를 완전히「리드」하여 主人公과 같이 두 

드러질 수 있을 것이다. 또「모던」한 디자인뿐 

인 가운데서 1社만 클래식한 디자인이라면 모던 

한 타사를 보조역으로 누를 수 있다.

差別化라는 조건만으로 보면 단순히 새롭기만 

해서는 差別力을 갖지 않는다. 차별력을 가진 새 

로운 것이 아니면 안되는 것이므로 테크닉」적으 

로「클래식」한「무드」의 것이「메릿트」를 갖는 

경우도 나오기 마련이다.

그러 나 일반적으로 말해서 현재 우리 나라의 많 

은「마아크」나「로고」에 서, 시 스템 으로서 의 관리 

가 용이함과 訴求力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극히 적 

다. 이것은 가치형성에서는 당연한 추세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今日的, 將來的 그리고 decom
as 적인 관점에서「마아크」에 대한 價値형성을 

행하게 되면 企業의 「마아크」가 시스템으로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최대의 조건인 것 

이 다.

2）「코오퍼레이트 마아크」의 디자인 例

여기서「코오퍼레이트 마아크」가 디자인된 예 

를 살펴 보기로 한다.

Saul Bass가 디자인한 Celanese （셀라니즈社） 

의「하우스 마아크」（코오퍼레이트 마아크）는 

「셀라니즈 심볼」과「셀라니즈 로고 타입」의 2 
개의 기본요소가 끊임없이 짜여지는 시스템으로 

서 표현되는 것이지만 이「셀라니즈 심볼」은 다 

음과 같은 조건설정에 따라서 디자인된다.

1920年代로부터의 유산이었던 낡은 프리 스크 

립 트 （Free Script • 手書） 의「마아크」는 전통적 이 

긴 하지만 벌써 그것은 낡아빠진 이미지밖에 없 

고, 大企業으로서 의 강력성도, 타기업 과의 差別 

的 優位性도 갖지 않고, 다각화된 기업의 성격 

을 표현하는 통일「심볼」로서는 극히 부적확한 

것이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새「심볼」을 디자인 

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된다.

① 다른「마아크」와 명백히 식별해 내는데 충 

분한 개성을 가지고 있을 것

② 近代的일 것

③ 多種多樣한 제품을 구성하는 기업의 다양 

성 •조화• 유연성을 반영하여 어떠한 제품 

에 대해서도 적응할 수 있을 것. 즉 뉴욕 

7번가의「패 션」세 계 에 도 충분히 통용하는 세 

련된 스타일임과 동시에 안정된 大化學회사 

의 이미지도 갖는다고 하는 양면을 겸비하 

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④ 크게는 저수탱크나 수송화물 컨테이너에서 

작게 는「라벨」이 나「레 터 헤 드」에 이 르기까 

지 온갖 媒體에 적응할 수 있을 것.

이러한 조건에서 보다「패션」적인 발상의「알 

파베트」C를「심벌」로 그것과 결합되는「로고 타 

입」을 공업 적 인 딱딱한 분위 기 로 하고, 이 두 개 

를 組合함으로써 이 상과 같은 조전을 충족시 키 

려고 했다.

3） 選擇과「테스트」

디자인된 代替案이 갖춰진 곳에서 그것들을 

선택하고 가장 좋은 것올 하나쯤 결정하지 않으 

면 안된다. 말할 것도 없이 선택의 기준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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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중요한 것은 DECOMAS를 도입하는 기업의 

목적에 어느만큼 합치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다. 

그 기업의 특성, 업계의 특성을 어떻게 선택하 

고 있는가가 우선 최초의「스크리닝」의 눈이 된 

다.

또 선택에 가서 가끔 생기는 잘못이 있다. 선 

택의 기준이 아무리 해도 개인의 기호에 좌우되 

기 쉽 다는 점 이 다.「마아크」가 좋고, 나쁜 것 과, 

즐기고, 싫은 것은 별！개의 것이라는 것을 잊어 

서는 안된다. 한 기업의 대표 社長의 기호가 강 

요되어 그 의향에 따라서「마아크」가 결정되는 

것 같은 케이스는 얼마든지 있지만 좀더 객관적 

인 눈에 의해서 선택될 필요가 있다.

통상 몇단계인가의 선택을 거쳐 선발된 최종 

후보안은 무슨 까닭으로 묶이 어「비 지 네 스폼」類, 

丁스테이셔널리」類, 광고 사인類,「패키지」등에 

-적용되어 사용된 상태로, 좋고 나쁘고의 판단이 

，이뤄진다. RCA의 경우에는 3개案의 후보작이 

몇 종류인가의「아이 템」에 적용되었지만, 그「프 

레센테이션」은 1案 1室씩으로 전시되었다. 또 

1室은 3案의 「프레센테이션」이 동시에 전시 되 

었다. 선택자들은 1案마다의 室內를 순회하고, 

최종적으로 3案전시의 室內에서 가장 우수한 1案 

을 :선정해내는 방법을 취했다. 즉, 여기서는 

『마아크」나「로고」나「컬러」가 그 자신단독으로 

좋고, 나쁨의 판단을 짓는 것은 아니고 그것들 

，이 어 떻게 사용되 고 어떠한 효과를 발휘 하는 가 

를 될 수 있는 대로 실제의 장면에 적용해 보아 

서 음미하고 그 증에서 가장 좋은 것이 결정되 

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 은「마아크」둥의 수종의 품목에 

의 효과적인 적용, 즉 크게는 네온, 간판에서 작 

게 는 명 함,「비 지 네 스 폼」에 이 르기 까지 의 적 용 

황을 검토하기 위해서도 극히 중요한 것 이 다. 이 

딘:계 에 서 판단하기 어 려 울 경 우, 또한 판정 이 옳 

은가 아닌가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몇가지 

의 조사나 테스트를 행한다. 이 조사는 心理學 

•的, 社會學的 분석에 따라서 代替案 내지는 最終 

.案의 결정을 해서 그 결과 디자인수정을 행하거 

나, 최종적 승인을 얻게 되는것이다.

최종안 선택을 위해서의 체크와 테스트를 다 

음에 게기한다.

a. 法的 체크

商標, 意匠登錄 둥의 체크

b. 類似 체크

국내, 국외에 있어서 유사 디자인의 체크 

c. 視別性（타키스트코오프 둥을 사용）

형 태 나 색 채 및 그 시 스템 이 他社와 비 교해 서 

확연히 식별되는 힘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가.

d.知覺認知性

극히 짧은 노출시간 내에 디자인이 순간적으로 

知覺認知되기 쉬 운가, 어 떤가 （타키 스트코오프 

사용）.

「마아크」둥이 움직이고 있는 순간에 어느 정 

도 看取할 수 있을 것인가, 초점이 흐려진 경우 

에 어디 까지 판별이 가능한가, 둥을「카메라 테 

스트」한다.

e. 指示推測性 （타키 스트코오프에 의 한 추측 테 

스트, 일반의 聯想테스트 利用）

디자인이 기업을 상징하고 있는가, 어떠한가, 

어떠한 업종, 주요제품, 기업내용을 연상하는 

가.

£ 感情性 （SD法을 利用）

調知-好惡• 美醜• 新舊• 規模•傳統 둥의 디 

자인에 대한 이미지를 수량적으로 검토한다.

g・ 記憶性（메모리드람을 利用）

외우기 쉽고, 인상에 남기 쉬운가, 또는 잊어 

지 기 쉬 운가.

（4）「베이직 서브 시스템」의 디자인

「베이직 엘리먼트」를 결정하면, 다음에는 개개 

의「엘리먼트」의 시스템=「베이직 서브 시스템」 

의 디자인을 완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베이직 

엘리 먼트」의 디자인은 거 듭 논술한 바와 같이 시 

스템으로서 생각하지 않으면 의미를 갖지 않지 

만,「엘리먼트」가 결정된 단계에서 다시「베이 

직 시스템」의 완성을 기함과 아울러 개개의「서 

브 시스템」의 관리기준까지를 포함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베이직 시스템」의 디자인을 日本의 東京電氣 

化學（以下 TDK로 略함）의 예에서 살어 旦면 이 

러 하다.

TDK에서는「베이 직 엘리먼트」를 社章, 商標, 

社名,「로고타입」,「시그네츄어」, 社是. 社訓, 

「마아케 팅 스테 이 트먼트」. TDK「타입 페 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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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色으로 나누고 있다. TDK의 모든 것을 논술 

할 수는 없으나 여기서는 社章 =A, 商標 =B, 
社名 로고타입 =C, 事業部 로고타입 =D에 의한 

「시 그네츄어 시 스템」만을 소개 하고자 한다.

「시그네츄어 시스템」의 A ・ B • C • D의 구성요 

소를 살피면, 社章은 形態要素(마아크)의 2a3 
의 3개 집합에 의해서 형성되고 있는 부분집합 

이다. 동일하게「브랜드」도 bib2b力 社名도 C1C2 
•••ci? 事業部名 did?…로 하고, 부분집 합의 각「베 

이직 엘리먼트」A・B・C・D를형성한다. 그중 

에 A를 시스템의 중심으로 하고 A를 제외한 

B • C • D의 요소만으로는 기능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다시 시 각적 중요도를 A>B>C>D 
의 순으로 결정해서 A • B • C • D의 짜임새로 배 

열하게 된다.

그중 m과 w의 배열을 기본으로해서 I ・ n 
의 배열방법을 제외한다. 또 a를 중심으로 한 

B〉C〉D〉의 組合을 ID과 IV의 배열에 의해 패 

턴화한다.

이 8개의 패 턴 가운데 채 용할만한 것 과 부적 절 

한 것 을 구별한다. 이「시 그네 츄어 시 스템」을 社 

色과의 組合으로 규정한다.

즉, 社章 A를 墨으로 하게 된다면, 그것은 

B • C • D가 墨의 경우에 한한다. 항상 社章 A는 

B • C • D보다 눈에 띄게 되어 있지 않으면 안되 

므로, A보다 B • C • D가 눈에 띄는 짜임새는 

적절하지 않게 된다.

(5)「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의 디자인

社章 •社名 로고 • 社色 둥의「베이직 시스템」 

을 각종의「어플리케이션 아이템」에 적용하고, 

또한 각 개 별 아이 템마다에 製作方針• 材料• 發 

注의 시스템 둥을 검토해 가지 않으면 안된다. 

기업의 성격에 의해,「패키지」나 광고매체가 중 

요할 경우, 각기 중점적으로「웨이트」를 걸어 

상세한 시스템을 디자인해 갈 필요가 있다.「어 

플리케이션 시스템」의 디자인을 3M의「패키지」 

의 예를 중심으로 설명해 보려한다.

3M은「베이직 시스템」개발 후, 그것을「레터 

헤드」• 각종 광고 - 판촉물 - 표지류 둥 각종의 아 

이템에 채용해 왔다. 그러나「패키지」에 관해서 

는 제품수가 수만점 이상이나 오르기 때문에 

「패키지 시스템」의 개 발은 그 이후 수년 늦어서 

실시하게 되었다. 3M과 같이 각종 잡다한 화학 

제품과 사업부를 가진 회사의 「패키지」는 자연 

히 복잡하고 다양성이 풍부하지만 이것을 조직 

적으로 체계화하여 전체로서의 “共通分母''라고 

도 할만한 통일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에 주안점 

이 주어졌다.

3M의「패키지」는 기본적으로 전부를 수 집했 

을 때에는 전제품이 하나의「패밀리」와 같이 보 

여 , 각기가 그 가족의 구성원과 같이 보이도록 

하는 것 이 필요하다.

그래 서 고안된 것 이「몬드리 안캇트」와 같은규 

칙 바른 矩形의 분할이다. 이「패 키 지」의 기 본 

「포맷」의 각 구형에 대해 단순하고 또한 유연성 

이 풍부한 3개의 요소를 적용하는 디자인으로 

했다.

3개의 요소란 A製品名, B事業部「아이덴티피 

케 이 션」C「컴퍼 니 트레 이 드 마아크」등 3개의「스 

페 이 스」이 다.

이 3개의 要素는 어디까지나「패키지」의 기본 

이 되는 것이므로 항상「패키지」의 형태 여하에 

구애되지 않고, 상자나「칸• 츄우브• 라벨」둥 

의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하얀 경계선에서 간 

격이진 矩形속에「레이아웃」되지 않으민 안된 

다. A의 제품명이 든「제품정보의 스페이스」는 

「패키지」중에서 소비자에게 신속히 명확하게 제 

품정보를「커 뮤니 케이 트」하기 위해서의 가장 중 

요한 부분이 다.

B 의 부분은 각 사업 부의「아이덴티 피 케 이션」 

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의 특유한 패턴이 적용 

된다. C 의 부분은 3M의「트레이드 마아크」가 

삽입된다. 그때 이 C의「스페이스」는 다른 2개 

보다도 작은「스폐 이 스」이 지 만 사용자에 게 3M제 

품으로서의 강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반드시 강 

한 색으로 표현된다.

가장 커다란「스페이스」는 제품에 관한 정보 

를, 제2의「스페이스」는「테이프」사업부의 패턴 

3M을, 나머 지 의 부분은 3M을 나타내 는「스페 이 

스」가 된다. 각 부분의 정확한 비율은「패키지」 

특성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각기의 

「스페이스」를 분할하고 있는 경 계선은 항상 白으 

로 같은 폭을 가진 線으로 하고, 그 폭은 각 불 

럭 사이의 폭과 각 요소와「라벨」의 끝과의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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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印刷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쇄돼 있는 가장 외 

측의 선과의 사이의 폭에） 균등하게 되도록 디 

자인되어 있다.

그리고 상품의 形狀에 의해「패키지」의 형태 

와 각종의「바리에이션」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의「패키지」에도 기본 3요소를 원칙 

대로 적용시켜 일관된 3M「패밀리」의 인상을 만 

들지 않으면 안된다. 다음에 3M「패키지 시스템」 

의 요점을 정리해 보자.

A.製品情報

제품 정보를 표현하는「로고타입」은 주로「알 

파벳」올 사용한다. 이 「알파벳」은 會社名• 事 

業部名 - 關係會社名 둥에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제품의「서브 타이틀」혹은 제품종류 

명 둥올 표기하는 경우에는 이 「스퀘어세리프」 

가 붙은 3M「알파벳」을 사용하지 않고, “마이 

크로그라마”라고 하는「타입 페이스」를 사용한 

다.

B. 사업부의「아이덴티피케이션」의 패턴

각 사업 부의 제 품이 나「서 어비 스」를 반영 하고 

있는 패턴이 다. 우리 나라에서「포퓰러」한 것은 

「스캇치 테이프」의 패턴이지만, 이 패턴이「패키 

지」의 인상에 강하게 영향하고 있다. 동시에「바 

라이에티」에 풍부한 패턴에 의해서 3M이 광범 

한 제품과 사업 부를 안고 있다고 하는 인상을 줄 

수가 있다.

C. Company trade rrunk （컴퍼니 트레이드 

마아크）

「트레이드 마아크」의 삽입방법은 일정한 제품 

첫머 리의 눈에 잘 띄는 곳에 표시하는 방법을 취 

하는 것이 좋다. 3M의 派生商標인 상품에는 3 
M/BRAND의「트레 이 드 마아크」를 左上에「레 이 

아웃」하지만 “Scotch”나 “Tartan” 둥의 독립상 

표는 3M/Company의「트레 이드 마아크」를 右下 

에「레이아웃」한다.

「패 키 지」에 서 의 형 태 마다에「어렌지」하고, 더 

욱 일관된 3M「패밀리」의 인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D.「마아케팅」상의 問題

가정용품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논술해 온 3要 

素만으로는「마아케 팅」力을 갖지 않은 경 우가 있 

다. 따라서「패키지」에는 개개의 상품마다에 특 

유한「무드」와 성격을 덧붙이도록 요구된다. 그 

러므로 기본적 인「패밀리 룩크」를 깨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우 유연성을 가진「크리에이티프」 

한 디자인 要素 D를 첨가한다. 이 4번째의「스 

페이스」는 기 본 3요소와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 

지 않으면 안된다.

6・ 매뉴얼의 製作

（1）「매뉴얼」製作의 意義

DECOMAS를 충분히 주지 , 철저 화함으로써 효 

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디자인 아이템」제작에 

관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규정이 필요하게 된 

다. 디자인된「베이직 엘리먼트」및 그 시스템, 

그리고 또한「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을 계속적으 

로 관리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운용 

방법을 관계 자에 게「커뮤 니케이 트」하지 않으면 

안된다.「시스템」의 규모가 작고, 조직도 단순한 

단계에서는 通知에 의해 전달할 수도 있으나 통 

지 는 어 디 까지 나 指令의 수단으로서 는 타당하더 

라도 계 속적 으로 DECOMAS를 관리 운용해 나가 

기 위해서는 적당치 않다. DECOMAS의 규모가 

확대하고 조직이 복잡화하면 할 수록「커뮤니케 

이 션」은 곤란하게 된다.

그래서 종합적 • 체계적인 실시활동의 기준으 

로서 成文化를 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동시에 

방침 이 나 수속도 성 문화되 어 索引 - 코오드 둥을 

덧붙여서 활용의 편의를 꾀하게 된다. 이것이 

「매뉴얼」이며, 활동의 기준을 나타낸 문서이지 

만, 이것들은문서로서 명시되고, 더욱조직화의 

수단으로서 활용되는 곳에 의의가 있다. 일정 

한도 이 상의 규모가 되 면 이 러 한「매뉴얼」화에 의 

해서 조직활동이 행해지지 않으면 능률적 • 規律 

的으로 기 업활동이 행해지지 않는다. 게다가「매 

뉴얼」은 결코 항구적인 것은 아니고, 적당히 개 

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여기서는 우선「매뉴얼」 

의 제작에 관해서 논술한다.

DECOMAS의 관리대상이「베이직 시스템」과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으로 분류되는 것과 같이 

DECOMAS의「매뉴얼」도 基本編과 適用編으로 

분류되 는 것이다.

「베이직 시스템」을「매뉴얼」화 하는 경우 ：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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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 사의 DECOMAS의 기 본이념 과「베 이 직 시 스 

템」을 구성하는「베이직 서브 시스템」의 解說을 

하고, 그 하나하나의「아이템」에의 적용방법까 

지 언급한다. 개개의「서브 시스템」이 복잡할 

경우, 그리고 상세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서브 시스템」만 독립해서 한 권의「매뉴얼」로 

할 필요도 생기 게 될 것 이다.

가령「로고타입 시스템」둥 우리 나라의 경우 

아무래도 복잡화할 경향이 있다.

편집의 방법으로서는「토탈 시스템」을 槪說하 

는「가이드라인」적 인「매뉴얼」과 필요에 따라서 

개개의「서브 시스템」의 상세한 것을 展開한「매 

뉴얼」과로 나누어 제 작하는 것 이 바람직 하다. 이 

와 동일하게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에 관해서 

「매뉴얼」의 제작은「베이직 시스템」의 적용槪說 

의 정도라면「베이직」이나「가이드라인」중에서 

展開하고 그 이 상의 상세 한 품질관리 - 제 작방법 

둥의 관리「시스템」의 규정에 관해서는 개별적인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매뉴얼」을 제작해야 할 

것이 다.

「매뉴얼」에 따른 규정은 회사의 디자인상의 통 

일을 기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지 

나쳐서 제작단계를 속박하게 된다. 확실히 이러 

한 기한은 필요하지만 또 한 표에서는 오히려 제 

작자의 창조성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마이너 

스」要因으로 움직이기 쉽다. 그래서「매뉴얼」에 

의한 규정의 폭을 어떻게 가지게 할 것인가 가 

문제 되지만, 이것은 본래「매뉴얼」화되기 이전 

의「시스템」그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 

에 걸리게 된다.「시스템」이 통일적으로 기능하 

게 되고, 더우기 汎用性이 크게 제작자의 창조 

성을 조력하게 되는 것이 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매뉴얼」이 그 사용 

자에게 받아 들여지기 쉽게 만드는데 있다. 받 

아 들여지기 어려운 것이라면 아무리 우수한 내 

용의 것이라 해토「매뉴얼」의 효과를 발휘할 수 

는 없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

① 사용대상을 명 확하게 할 것. 그 대상에 따 

라서 내 용이 나 표현 방법 을 충분히 고려 하지 

않으면 안된다. 디자이너를 위한 것인가, 

딜러를 위한 것인가에 따라 표현하는 내용 

과 수단은 달라지 게 된다.

② 관련「매뉴얼」과의 일관성을 확보할 것. 

「베이직」한「가이드라인」과 개개의 「서브 

시스템」의「매뉴얼」과의 사이에는 일관성이 

불가결하다. 모든「매뉴얼」을동시에 만들기 

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점차 작성된「매뉴 

얼」의 것도 고려해 둘 필요가 있다.

③「매뉴얼」화의 준비 나 立案에 많은 관계자 

를 참여 시킬 것 . 관계 자는 立案에 참여 함에 

따라 자기가 만들었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 

고 문제점을 자기의 과제로 생 각하고, 강요 

되었다고 하는 느낌을 갖지 않을 뿐 아니라 

관계 자의 지 식 과 체 험 이 실제 상황에 즉응해 

서 삽입되어, 보다 우수한 내용을가지는것 

이 가능하게 된다.

④ 成文化 때의 표현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그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시각적으로 표현하 

는 것이 효과가 크다. DECOMAS의「매뉴 

얼」의 경우에는 특히 이 구체적 인 圖表에 의 

한 표현방법을 여하히 취할 것인가가 최대 

의「포인트」가 될 것이다.

⑤「매뉴얼」의 변경 •수정 • 추가가 어느 정도 

자유롭게 실행되고 끊임없이 시스템의 개선 

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을 것. 많은「매뉴얼」 

은「바인더」형 식으로 加除式으로 되 어 있고, 

한 장 빼내어, 추가변경을 자유로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다음으로 DECOMAS의「매뉴얼」은 반드시 제 

작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인지, 어떠한지 사실 

「매뉴얼」이 없어도「아이 덴티티」가 매우 철저하 

게 만들어져 있는기 업이많다. 그러 나그러한 기 

업에 있어서도「매뉴얼」에 대신하는 무엇인가의 

관리적 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와 같은 예를 몇 가지 들어 보자.

a. 내부의 광고선전 내지 PR부분 및「인더스 

트리얼 디자인」부문이 대단히 충실한 조직 

활동을 행하고 있으며 製作의 거의가 內部 

消化나, 비록 외부에 제작을 의뢰한 경우에 

도 충분한 체크를 실시하고 있는「케이스」.

b. 특정부문이 全社的인「아이덴티티」의 관리 

에 부단히 눈을 밝히고 있으며, 체크를 실 

행하고 있는「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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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제작을 특정 외부조직이나 개인에게 전속으 

로 위탁하고, 그 조직의 개성이 그 회사의 

「아이덴티티」그것으로 되어 있는 「케이 

스」.

d. 그 때마다 통지를 해서「아이덴티티」방향 

의 微調整을 부단히 행하고 있는「케이스」

e. DECOMAS의 시스템화가 진행된 직후이므 
* 로 아직「매뉴얼」이 되어 있지 않은 케이스

（매뉴얼은 되어 있지 않으나 기본적으로 견 

딜만한 곳은 모두 견디면서 출발하고 아직 
* 파탄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

「매뉴얼」을 갖지 않아도 DECOMAS를 훌륭 

히 조작하고 있는 회 사에 공통적으로 말할 수 있 

는 것은 DECOMAS의 이념이 회사의 체질에 단 

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DECOMAS의 전략 

적인 중요성을 기업전체 내지 담당부문이 충분 

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매뉴얼」이라 

고는 할 수 없어도 DECOMAS의 管理에 의해서 

최 소한 필요한 근본적 인「베 이 직 엘리 먼트」의 규 

정一가령「마아크」나「로고」의 淸刷 •「컬러스왓 

치」둥을 준비하고 있는 체제가 있을 것이다. 그 

러나 이 들의 어떤 경 우에 도, 보다 철저 하고 보 

다 안전한 管理를 행하려고 하면 DECOMAS의 

「매뉴얼」화가 당연히 필요하게 된다. 또 현실에 

그 필요성을 통감하고 있는 기업도 많다.

한편「매뉴얼」로만 만들면 만족하다고 하는 

사고방식은「매뉴얼」이 없는 것 이상으로 위험한 

사고방식이다. 한 가지로는「매뉴얼」화 하는데 

충족한 DECOMAS의 이념과 시스템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매뉴얼」화 해도 그것은 아무런 의 

미도 갖지 않기 때문이다. 또「매뉴얼」화도 방법 

을 그르치면「매뉴얼」이 없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2）「매뉴얼」의 製作事例

' DECOMAS의「매뉴얼」제작이 철저하게 행해

진 예를 우리 나라에서 발견해 내기는 곤란한 것 

이다. 그러므로 일본의 예에서 찾아 본다면 TD 
魚 K （東京電氣化學）의 「디자인 매뉴얼」을 인용할

수 있다. TDK의 경우에는「매뉴얼」化에의 구 

체적인「프로세스」는 우선 多岐한「디자인 아이 

템」의 정리에서 스타트했다.

TDK클라스의 기업규모가 되면 합쳐지는 項目 

數는 매우 방대한 것이 되어진다. 그래서「매뉴 

얼」화에 즈음해서 제일 먼저 행해진 것은「매뉴 

얼」이 사용될 경우 가장 사용효율이 많은 分類 

方法을 결정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圖書의 분류 

방법으로서 인용되고 있는 10進法이 채용되었다.

이를 테면 DECOMAS의「베이직 엘리먼트」와 

「어플리케이션 아이템」의 항목을 모두 5계단의 

수 자와 1단계의「알파벳」으로 표현한다고 하는 

「코오드」화를 시 도하고 있 다. 전부가 6계 단이 되 

는 최후의 1계단을「알파벳」으로 한 것은 이 부 

분에 표시 되 는 수량이 예 측하기 어 렵 고, 10을 넘 

는 것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이 6계단의「코오드」화에 의해 상당히 앞부분 

까지의 항목의「커버」가 가능하게 됨과 아울러 

「매뉴얼」사용시점에 있어 서 정 보전달의 정 확화와 

「스피드」화가 기도되었다. 가령 TDK가 일본국 

및 해외에 산재하는 각 사업부에 있어서 본사와 

같은「매뉴얼」을 사용하고 있으면 본사로부터의 

지령이나 이에 대한「피드백」은거의 6계단의 수 

자로 해결되기 때문에 意味의 착오나, 意志의 소 

통을 결여하는 것도 피할 수 있다. 또한「텔렉 

스」나「텔레타입」의 사용을 시초로 한「온라인 

시스템」의 점에서 생각해 보아도 이「코오드」화 

는 대단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매뉴얼」의 커뮤니케이션 면을 중시한 처리를 

생각하면 미국의「매뉴얼」에서도 거의 예를 볼 

수 없는 이「매 뉴얼」의 편집 방법 은 높이 평 가되 

어 도 좋을 것 이다. 이「매 뉴얼」의 卷頭에 는 大分 

類 目次를 배정하고, 다음으로 대분류마다의 소 

분류• 세목분류가 배정되며 卷末에는 總合索引 

이 설정된다고 하는「인덱스」형식을 취해서 사 

용상의 편익에 보답하고 있다. 또 각기 내용 폐 

이지의「레이아웃」에 관해서는 전체의 사이즈를 

4・6배판의 크기로 하고「레이아웃」상의「포맷」 

은 설명을 위해서의 문장「페이지」와 실제의 例 

• 圖表上의 종류로 대별되고 있다. 그러나 項目 

名이 나 分類넘 버 와 같은 공통부분에 관해 서 는 될 

수 있으면 상대적인 체크가 가능하도록 위치가 

정리되어 있으며 동시에 장래 새로운 항목을 늘 

리는 것이나 항목의 변경올 고려하고 전체를 한 

장 한 장의「리이프」구성으로 해서 항상 부분적 

으로 改替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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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DECOMAS의 實施

베이직 시스템 및「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이 디 

자인되고 DECOMAS실시의 「타이 밍」이 결정되 

면 그 준비 에 착수한다. 즉, 각종「캠 페 인」의 구 

체화와 각「어플리케이션 아이템」의 제작준비에 

착수하게 된다.

舊「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는 현재 사용 중의 

것에서 新「시스템」을 적용한 것에의 改替의 준비 

가 필요하다. 그 때문에 기 업 내 나 외부의 관계 

자에게 新시스템의 사용방법을 각각 연락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견 

적할 필요가 있다. 社名변경이 행해지는 DECO- 
MAS의 일 반적 인 실시업 무를 들자면 아래 와 같 

다.

(1)社內傳達

(2) 社外通知 • 案內狀의 제 작과 배 포

(3) 계출문서의 작성과 계출

(4) 印鑑의 作成

(5) 각종 印刷物의 製作

(6) 간판•「네 온」의 改替

(7) 사인類의 개체

(8) 輸送機器의 塗裝바꾸기

(9) 제품에의 社名표시

(10)「패키지」의 변경

(11)「유니폼」의 변경

(12) 각종「캠페인」

(13) 기타

(1)社內傳達

DECOMAS의 변경에 관해서 社內의 필요한 

관리부서에 社內傳達을 실시한다. 기준에 따라 

각 책 임 담당 기 능 마다에 실시 업 무를 실시 하도록 

전달한다.

日本의「東레」에서는 1969년 9월의 株主總會 

에서 新社名변경의 승인을 받은 후에 광고선전 

부장으로부터 변경에 관한 趣意書(改替의 루울) 

를 지 점，공장 • 연구소 • 각 판매소 둥에 전달했 

다. 그 내용을 다음에 게재한다.

① 新社名의 표시 • 實施의 時期에 관해서

② 구 사명의 취급방법에 관해서(사명변경의 

실시 가 1970년 1월 이 므로 거 기 까지 製作 - 

使用된 印刷物 둥에는 구 사명과 신 사명을 

병기하는 것의 필요성)

③ 新書體에 관해서

④ 社色에 관해서

⑤ 舊社名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의 처 

리방법에 관해서

a. 消耗品類一제품의 라벨• 전표류•店頭「포 

스터」둥 재고가 다량으로 있는 것,「딜 

러」, 織物 - 縫製會社 둥에 걸쳐 있으며 호 

수가 불가능한 것 둥에 관해서는 在庫의 

체크를 한 후 자연 소멸을 유지한다.

b. 耐久施設一建物 •看板•「네온」둥의 변경 

에 관해서 말단의 것에 대한 변경은 어느 

정도 무시한다.

⑥ 신규 제작물에 관해서의 처리문제는 廣告선 

전부의 지시를 받을 것.

이상의 주지 전달에 따라서 全社的으로 실시 

의 준비에 착수했던 것이다.

(2) 社外通知 • 案內狀의 製作과 配布

특정 관계 자인 株主• 去來先• 관계 會社• 金 

融 • 保險 • 매스컴 각종 단체 • 관계 官廳(우체국 

•세무서 둥) 둥에 배포한다.

社內의 각 부서의 책임에 있어 각기의 관계자 

에 대해 누락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3)提出文書

A.正式登記•登錄文書

商號變更登記-商標登錄 ・ 印鑑의 變更屆 둥을 

각기 特許廳• 法務部 둥에 제 출한다. 상호변경 

둥기에 있어서는 舊商號를 제3자에게 악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 구 상호를 남겨둘 것과 法的 트러 

블을 피하기 위해서 신 상호나 상표를 사전기간 

을 두고 미리 둥록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B.各種提出書類

稅務署-保險會社。勞動廳-電話局•郵遞局 둥 

에 각각 그 서식에 따라서 제출할 필요가 있다. 

또 改印屆•登記簿抄本 둥도 거래선• 보험금융 

관계에 제출해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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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印鑑의 作成

新社名의 印鑑 - 社印 둥을 작성 하지 않으면 안 

된다. 社名변경 기 간 중은 舊社名•新社名 쌍방의 

印鑑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社名변경 직후, 구 

사명이 들어간 인쇄물 둥을 사용할 경우에는 신 

사명을 정정 押印하여 사용하거나 신 사명이 들 

어간 인쇄물에는 구 사명을 押印하여 사용하는 

수도 있다. 또 社印은 그 改印屆를 거래선 등의 

관계자에게 송부해 둘 경우도 있다.

(5) 各種 印刷物의 製作

새로이 製作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과 訂 

正해서 사용할 것과도 분류되지만, 新시스템의 

공식적인 채용기일과 준비기간, 종래의 것의 재 

고수 둥을 중분히 고려한 다음에 제작한다. 각 

종 인쇄물을 재고와의 관계로 신규 제작할 것인 

가, 신 사명 을 인쇄 하거 나「스탬 프」둥을 사용해 

서 .정정하는가를 결정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6) 看板 •「네온」의 改替

耐久年度가 차지 않은 것도 많을 것이지만 전 

국 각지에 있는 간판이 나「네온」을 일제히 개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전속 대리점이나 

「딜러」등의 말단의 간판을 모두 일제히 변경하 

는 것은 간판이 나「네온」의 수나 지역적 인 넓 이 

에 따라서는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가령 세계적으로 끝에서 끝까지 보급되어 있는 

Coca-Cola 의 간판이 나「네 온」의 수는 대 단한 수 

자에 이 른다. 소규모 적 인 것 에 서 대 규모적 인 것 

까지 종류도 풍부하고, Coca-Cola의 간판만 독립 

되어 있지 않고「딜러」의 간판과 겸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 나 Coca-Cola의 경우에는 全美 

國의 거의가 간판 •「네온」이 일정한 기간 내에 새 

로운 것으로 변경되었다.

(7)「사인」類의 改替

本社 • 支店 • 工場 ・ 硏究所 둥의 각종 社名 표 

시 둥도 될 수 있으면 일제히 개체함이 바람직 

하다. 또 공장 내의 社名이 들어가지 않은「사 

인」類 둥은 점차 새로운「어플리케이션 시스템」 

의 개발에 따라서 실시하는 수도 있다.

(8) 輸送機器의 塗裝 改替

각종의 수송기기를 새로운 社名•新시스템의 

디자인으로 塗裝 改替를 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 

이 걸린다. 신규 구입의 것 둥도 충분히 고려하 

여 계획적으로 실시한다.

(9) 製品에의 社名表示

사명과「브랜드」가 달라지고 있는 경우나「브 

랜드」가 신 사명이 된 경우 둥은 그다지 영향은 

없으나, 구 사명과「브랜드」가 같아서 그 사명이 

변경되게 된 경우 둥은 시장에 출회되고 있는 제 

품의 가치 는 현저 히 저 하하게 되 고 마는 것 이 다. 

따라서 이와 같은「케 이스」의 경우에는 新제품 

을 市場에 내놓는 때와 동일한 배 려 가 필요하다. 

즉, 구제품의 재고와 출하된 수량을 계획적으로 

조작하고, 新舊의 교체에 될 수 있는 한「로스」 

가 나오지 않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경우 

에 따라서는 시장에서 회수해서「비임플레이트」 

의 개체를 행할 경우도 있다.

(10) 「패키지」의 變更

「패키지」의 경우도 제품과 동일하지만, 社名 

의 表記方法, DECOMAS의 변경 상황 둥에 따라 

서 될 수 있는 한 新舊내용을 섞은「마이너스」 

면을「커버」할 손을 쓰지 않으면 안된다.

Coca-Cola의「패키지」의 경 우에 는 新시 스템 의 

발표 후 즉시로 新「패키지」를 市場에 내어 놓았 

지만, 구「패키지」의 판매도 그 후 3개월 간에 걸 

쳐서 행해졌다. 그리고 시장에서 완전히 구「패 

키지」를 배제하는 데는 그 후 다시 4개월 간을 

소요했다.

(11) 유니폼

舊社名이나 舊「마아크」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유니폼」의 경우에는 그다지 문제는 생기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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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유니폼에 분명히 구「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는 경우나 항공회사의 「스튜어디스」와 같이 

「유니 폼」이 DECOMAS 중에 서 도 주요한 요소일 

경우에는 新舊의 변경은 매우 면밀한 배려를 필 

요로 한다. 또「유니 폼」은「시 즌」에도 관계 가 깊 

으므로 계절의 전환점을 타이 밍에 이용하기 쉽 

다.

좋은 예로 미국에 있어서 Coca-Cola의 새로운 

「디자인 시스템」의 실시에 관해서 살펴 보자. 

「매뉴얼」에 표시된 항목에 국한되어 있지만 실 

시에 옮겨지는 時期와 완료목표일 둥이 표시되어 

있다.

8. DECOMAS「캠페인」

DECOMAS를 도입실시 하는데 있어 잊어 서는 

안될 중요한「테마」로서 각종의「캠폐인」은 社內 

外의 대 상마다에 또 시 간적 단계 마다에 그 내 용 

과 목표를 달리하고 있다.

DECOMAS 캠페인의 목표를 대 별하면 다음의 

2종류로 나누어 진다.

(1) DECOMAS를 全社的으로 추진하는「무드」 

를 조성하는 社內 캠폐인

(2) DECOMAS의 효과적 침투를 촉진하는 社 

外 캠페인

(1) 社內「캠페인」

DECOMAS의 추진은 사내의 담당자나 외부의 

위탁된「콘설탄트」회사만의 문제는 아니다. 외 

부에 맡겨 두기 만 하거 나, 사내의 추진위원이 고 

립되고 말아서는 DECOMAS의 실시를「스므스」 

하게 운용하기는 기대할 수 없으며, 효과도 반 

감하고 만다.

어디까지나 全社的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DEC 
OMAS에의 참가의식이 全社員에게 고루 침투되 

는 것이야 말로 성공에의 중요한 포석이다.

Marathon (마라돈 石油) 의 경 우에 는 7, 500명 

이상의 종업원 전원이 무엇인가의 역할을 연출 

했다고 알려져 있다. 최고 방침의 결정을 행한 

J.C.DormeH 2世社長으로부터 인근 사람에 게 사명 

이 바뀌는 것을 말하고 다닌 한 사무소의 用務 

員에 이르기까지, 전종업원이 이 PR목적을 달 

성하는데 참여한 것을 과시하고 있다.

「아이덴티티」를 변경한다고 하는 곤란한 과제 

는 이러한 全社員을 총동원한 노력에 의해서단-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며, 여하히 전사원의 열의 

를 진작시켜 지지를 얻을 것인가가 중요한 하나 

의「포인트」가 된다. 또한 동사에 서 는 株主도 조 

사에 협력하고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둥 강 

력한 支持를 부여했다. 이와 동일하게 모든「레 

벨」에서의 관리자 • 고객 •「딜러」둥이 각기의 역 

할에 따라서 협력 지원하고, 이「아이덴티티」변- 

경을 성공으로 인도했다고 알려져 있다.

다음으로 이 러 한 DECOMAS 도입 의 과정 을 통 - 

해서 명확한 회사의 이념 • 방침 및 실제적 체질 

(實體)을 社內外의 사람들에 게 침투시 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즉, DECOMAS실시를「스므스」, 

하게 운반할 것과 이 진행과정을「캐치」하여 사 

원의「모럴」을 향상시키는 것이 이「캠페인」의 

목표이 다. 이 Marathon보다도 또한 철저 하게 행 

해진「샤프」의 「캠페인」의 케이스도 이「캠페 

인」을 통해서 사원의「모럴」향상을 꾀하고 히사 

의「이미지업」을 전사원이 일체가 되어 실행해 나 

가려고 하는 데에 그 목표가 있었던 것이다.

(2) 社外「캠페인」

訴求力의 강한 企業 PR의 기회와 재료는 좀체! 

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업이 

얼굴을 바꾼다고 하는 뉴우스는 대 단히「인팩 트」; 

가강한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절호의「찬스」라 

고도 할 수 있다.

일본의「東레」의 사명변경의 광고「캠페인」의 

경 우는「東레」가 단순히「레 이 욘」을 생 산하고 있 

지 않은 섬유회사라고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 

이상의 다각화로 진전된 未來志向的인 과학회 

사로서의 방침과 자세를 강력히「어필」했다. 이 

訴求가 성공한 배경에는 社名변경이라고 하는 사 

실의 증명이 절대적인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이 다. 새 로운「아이 덴티 티」의 필요성 을 산출해 

낸 회사의 實體변화를 널리 대중에게 보다 적극 

적으로 이해시키게 하여 회사의 장래의 방향을 

선의를 가•지고 지지받게 하기 위해서 의「캠페 인」； 

이 다.

DECOMAS의 실시에서는 社內外의 각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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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 대해 각종의「캠페인」이나, 전략과의 相 

乘효과를 겨냥할 수 있다. 가령 社名이나「마아 

크」의 변경에 따라서「딜러」의 점포나간판을개 

장하고, 그 점포의「이미지업」을 꾀하며 특히 또 

한 自社의 DECOMAS의 철저를 기도할 수 있 

다.「샤프」에 서 는 MI 캠 페 인의 일환으로서 소매 

점에 대 해 전국 규모로 점포美化「콘테스트」를 전 

개 하고 소비 자와 접 촉하는 최 선단인 소매 점에 새 

로운「아이덴티티」를 채용시키는 것에 커다란 성 

과를 거두었다.

(3) 2개의 社名變更「캠페인」實施事例

다음에 社名變更에 수반하는「캠페인」의 실시 

방법에는 두 가지의「패 턴」이 있다. 하나는 변경 

을「드라마틱」한 연출 밑에 철저 한「이 미지 체 인 

지」를 꾀할 경우의「캠폐인」이며, 하나는 구 사 

명에서 산. 사명에의 변경을 한 가닥 線上의 단 

계를 쫓아서 자연히 이루어지는「캠폐인」이다.

어느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는 쉽사리 규정하기 

어렵지만, 자칫하면 제 2의「패턴J은 소극책에 

빠지게 된다. 그것은「아이덴티티」의 변경 그것 

이 전략적인 의도에 입각해 있지 않거나, 아니면 

전략적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이 많기 때문일 것이 

다. 이하는 2개의「패턴」의 전형적인 실례이다.

(1) Marathon의 例

구「오하이오」석유회사는 미국의 한 석유채굴 

업 자로부터 국제적인 석 유회 사로「드라마틱」한 

발전을 수행해온 결과 회사의「아이덴티티」와 

實體와의 사이에 커다란「갭」이 생기게 되었다.

그것은 社名이 주요한 브랜드名과 일치되 어 있 

지 않은 것이었다. 그러나 기업의 성장이 너무 

나도 급격했었기 때문에「딜러」도, 고객도, 금 

융기관도, 종업원조차도 그 모순에 거의 감득 

하고 있지 않았었다. 그래서「브랜드 네 임」중의 

하나인 마라돈(Marathon) 이 社名으로서 적절한 

것이라는 것을 결정하고, 또한 새로운「트레이 

드 마아크」가 디 자인되었 다. 이 新社名과「트레 

이드 마아크」가 승인되고, 창립 75주년과 결부 

시켜서「캠페인」이 실행되었다. 이 75주년이라 

는 사실은「타이밍」으로서도 대단히 유리한 요 

소이었다. 이 캠페인으로서 많은 상호 간에 관 

련된 전시물이나「프로젝트」가 기획되었다. 가 

령「딜러」의 회 합과「뮤지 컬」을 한 꺼번에 행하 

거나 각종의「퍼블리시티」활동 외에 각 영업지 

역이나 산업계 •금융관계 둥의 중요한 관계자를 

표적으로 짜낸 광고 • 판매촉진활동을 실시 했다. 

또한 많은 도시를 전화로 연결하고, 동시에 全 

社的인 종업원 축하식도 실시했다. 또한 불꽃 

올리 기 - 각종 특별행 사 ・ 社內報의 특집 둥을 실 

시하고 저명한 작가에 의한 Marathon에 관해서 

의 책자도 발행되었다. 이러한 철저한 캠페인의 

결과 新社名 - 新「트레 이 드 마아크」의 새 로운「아 

이덴티티」는 종업원은 물론 株主, 顧客, 딜러, 

지역사회의 지도자 기타 많은 사람들의 압도적 

호평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

(2) 特定機器의 例

일본의 東洋陶器株式會社라고 하는 구 사명은 

도기가 중심이었던 시대에는 회사를 적절히 표 

현하고 있었다.

그러나 水栓金具가 60%이 상을 차지하고,「포 

리바스」의「유니트」화 둥 제품이 나 소재가 다각 

화되어 있는 현상을 맞아, 社名은 회사의 實體. 

에 상응할 수 없게 되어「마아케 팅」상에도, 인 

재확보상에서도 불리해지고 있었다.

그래서 건축관계자의 사이에서 친해져온 통칭 

“東陶"를 바탕으로 東陶機器株式會社로 변경하 

고, 「트레 이 드 口卜。卜크」도「Toyotoki」에 서 「TOT 
0」의 변경을 1969년 9월에 실시하고 구 사명과 

병행해서 사용하며,「TOTO를」익숙케 한 다음 

1970년 3월에 뒤쫓아서 사명변경을 실시하고 새, 

마아크와 新社名올 합쳐서 사용되게끔 되 었다. 

이와 같이 단계를 쫓아 하둥의 당돌한 느낌을 

가지 게 함이 없이「스므스」하게 社名 • 마아크의 

변경을 행해나가고 있었다.

이와 같은 케 이스로는 社名 ・ 마아크의 변경에 

는 특별한 예산도 취하지 않고 특별히 社名변경 

의 캠페인도 행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사명변 

경 •이미지 체인지를 위해서의 광고비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해도 좋다. 제품광고의「시 

그네츄어」상에서 社名의 변경을 극히 자연스런 

형 태 로 표현해 갔던 것 이 다. 〈次號 繼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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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伝統紋様

옛 燈器
Lamp stand of ancient

林 永 周

.國立中央溥物館學藝硏究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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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밤을 고초 안자, 청둥（靑燈） 거른 겻티, 

뎐공후（鈿箜篌） 노하 두고, 움의나 님을 보려, 

틱 밧고 비겨시니, 앙금（鷲衾）도 츠도 츨샤, 이 

밤은 언제 샐고, —J
이 노래 는 청 사초롱을 켜 놓고 님 을 그리 며 외 

롭고 긴 겨울 밤올 지새는 한 女人에 애절한 戀 

情을 비유한 思美人曲의 한 귀절이다.

옛부터 둥불은 많은 꿈과 그리움, 그리고 安 

息올 人間에게 안겨 주었고, 한 겨울 밤의 그 불 

꽃 속에서는 이렇듯 많은 사연이 서려있었다.

또한 燈火可親이란 말도 있듯이, 우리의 옛 선 

비들은 신선한 가을 밤에 둥불을 가까이 하여 글 

읽기에 心氣를 돋우었다.

太古로부터「어둠」은 人類의 가장 두려운 것 

이었다.

그렇기에 人間은「불」을 발견한 이래 수많은 

燈器를 만들어 사용하게 되었고 보다 편리하고 

아름답게 꾸미기에 정성을 아끼지 않았으며 안 

방 女人의 손길에서부터 선비들의 書齋에까지 

사랑을 받아 왔다.

古燈의 형태나 종류는 土製에서부터 陶製, 木 

製, 鐵製, 鑰製 그리고 石製에 이르기까지 그 생 

김새와 用途에 따라 多樣하게 만들어 졌는데, 

각 時代에 따라 그 材料나 형태가 달라지 고 있 

다.

우리 나라의 古燈器는 樂浪時代의 遺蹟에서 출 

토된 유물에서 다소 그 윤곽을 살펴 볼 수 있겠 

으나, 낙랑시대 以前에는 대개 돌, 나무, 貝類 

둥 손쉽게 구할 수 있는재료로서 원시적으로 다 

듬어 사용했으리라 생각된다.「周禮」에 의하면 

「凡吉凶之事祖廟之中沃盥執燭」라 하여 길흉행사 

나 祖上에 제사 지낼 때 둥불을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낙랑시 대의 둥기는 중국 漢의 영향 

을 받았거나 傳來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靑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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製品을 비롯하여, 銅鏡으로 태양을 비추어 쑥 

（艾）에 불을 잡는 靑銅水火鏡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 각 時代를 거치는 동안에 古燈器의 종류 

와 변천과정을 살펴 보기로 하자.

1. 三國時代의 燈器

우리 나라는 三國時代에 이르러서 각종 多樣 

한 燈器를 만들어 쓰이고 있었음을 많은 遺物을 

통하여 알 수 있겠는데, 古墳에서 출토된 부장 

품（副葬品）중에서 볼 수 있는 燈器를 비롯하여 

佛敎의 傳來와 함께 寺刹에서 사용되던 촛대, 

그리고 佛家에서 燃燈行事에 쓰여졌던 각종 燈 

類를 비롯하여 民家에서 쓰였던 것이 있었을 것 

으로 생각되나 이러한 것은 모양이 어떠하였고 

무엇으로 만들어 졌는지는 그 時代 遺物이 남아 

있지 않아서 古記를 통하여 대개 그 생김을 추 

측하고 있을 따름이다.

三國史記卷第11新羅本記第11景文王 春正 

月條에 의한다면「十五日 幸皇龍寺看燈, 仍賜燕 

百寮」라하였고, 眞聖王四年春正月條에도「十五 

日 幸皇龍寺看燈」이라는 말이 있어, 정월 （正月） 

십오일에 황룡사에 臨幸하여 觀燈會를 개최하여 

百官에 게 酒宴을 베 풀었 다는 것 이 다.

신라시대의 관둥놀이는 중국 唐의 영향을 받 

아 盛大하였을 것으로 짐작되고 있는데, 그 성 

대함은 明代의 書籍「格致鏡原」에서 唐代의 燃 

燈會를 이야기한 것을 보면 짐작해 볼 수 있으 

니, 唐代에는 正月 十五日, 十六日 밤에 安福門 

밖에 높이 20丈의 燈輪을 만들어 각종 무늬있 는 

비단과 金銀으로 裝飾하고 등잔（燈盞） 五萬個를 

켰는데 그 아름다움은 마치 꽃이 만개한 나무와 

같아 그 絶景을 보기 위하여 모여든 수천명의 宮 

⑫，⑪

•5 6*



女들은 綺羅錦繡로 丹裝하고 長安萬年을 慶賀하 

였다고 한다

그리고 鄭處誨가 저술한「明皇雜錄」에도「•••・•・ 

上陽宮에 影燈을 진렬하고 庭燎를 設하여 禁中 

에서 殿庭에 至하며 蠟炬를 連設하여 낮과 같이 

밝게 하였으며, 또한 極彩色의 燈樓를 三十間에 

걸쳐 높이 150尺에 달하는 것을 設備하여 여기 

에 金銀의 珠玉을 걸어 微風＜이 산들거리면 장연 

히 소리를 내었다」고 하였다.

또한「이들 燈明의 성 대한 모습은용봉호표（龍 

鳳虎豹）의 등약 （騰躍） 함과같아실로人力으로서 

는 이룰 수 없을 만치 굉장한 것이 었다」라고 하 

였다.

이러한 기록으로 볼 때 우리 나라 삼국시대의 

燈에 관한 背景은 대략 짐작되고 있으나 더 자 

세한 기록은 없는 형편이다.

신라시대의 遺物을 통하여 諸燈器를 考察하여 

본다면 주로 土瓦製品을 많이 볼 수 있는데 油 

瓶과 겸용으로 쓰였던 것 이 대부분이 다.

燈盞은 중국에 서 둥항 （燈缸） 이 라 하였 는데, 이 

것은 둥으로 사용되는 항아리를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둥항아리는 土器, 瓦器, 石製, 靑銅, 鐵 

器 둥으로 발전하여 고려시대에는 靑磁, 이조시 

대에는 白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발전하여 왔 

다.

慶南昌寧邑에서 出土된 것으로 전하여지는 가 

야차륜형토기등경（伽邮車輪形土器燈繁）은 우선 

그 造形이 재 미 있으며 , 慶州 근교에서 出土된 것 

으로 전하는 新羅高杯形土器燈繁 （韓國電力 所藏） 

와 각종 오리 （鴨）, 양（羊）, 말（馬） 둥 動物土偶 

형 土器燈이 있다.

이러한 動物形 土器는 古墳에서 출토되는 副 

葬品으로서 확실히 燈器라는 근거는 없으나 그 

형태나 용도로 볼 때 燈器로서 副葬되었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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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즉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경주 미추왕능（味鄒王陵） 地區에서 출 

토된거 북 （또는 용） 형토기 （神龜形土器） 라든가 배 

모양의 토기 （舟形土器） 둥이 있는데 이러한 것 

도둥기로서 부장되었을 것으로 생 각된다.

이 밖에도 신라시대의 둥기로서는 石燈을 빼 

놓을 수 없겠는데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는 

주로 통일신라시대의 것으로 약 10개가 현존하 

고 있다.

이 시대 石燈의 종류를 들어 본다면, ①화엄 

사각황전석등（華嚴寺覺皇殿 石燈 統一新羅時代） 

②부석사무량수전석둥（浮石寺無量壽殿石燈 統一 

新羅時代） ③보림사 석둥（寳林寺石燈 統一新羅 

時代 870年） ④법주사사천왕석둥（法住寺四天王 

石燈 統一新羅時代） ⑤실상사석등（實相寺石燈 

統一新羅時代） ⑥실상사백장암석등（實相寺白丈 

庵石燈 統一新羅時代） ⑦개심사지석둥（開心寺址

⑲

石燈 統一新羅時代） ⑧운문사금당석둥（雲門寺金 

堂石燈 統一新羅時代） ⑨선 림원지 석 둥 （禪林院址 

石燈 統一新羅時代） ⑩협천백암리석둥（陝川伯岩 

里石燈 統一新羅時代） 둥이 남아 있다.

高句麗, 百濟의 燈器를 살펴 보면 主材料는 石 

造 또는 木製 金屬製品 그리고 土製品이었올 것 

으로 생각되는데, 대개 그 시대의 燈器를 짐작 

할 수 있는 史料로는 고구려 壁晝古墳의 풍속도 

（風俗圖）가 있다. 平南龍岡郡安城洞 쌍영총（雙 

楹塚）去室東壁의 人物圖에서 香爐 또는 燭臺와 

같은 器物이 보이고 있어 주목되고 있으며 遣物 

중에는 고구려 때의 것으로 추정되는 石製燭臺. 

가 있어 대개 그 모습을 짐작할 만하다

2. 高麗時代의 燈器

統一新羅의 찬란한 文化를 이어 받은 高麗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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代의 造形美術은 宋의 文化의 導入으로 더욱 광 

범위해 지고, 銅器를 비롯하여 木器, 石器 그■리 

고 高麗文化에 커다란 혁명을 가져다 준 陶磁器 

의 발달은 특히 주목할 일이다.

고려시대의 燈器에 관한 기록과 현존하는 유 

물이 다소 남아 있어서 그 硏究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특히 宋의 宣和年間에 宋나라 사 

람인 서긍（徐兢）이 高麗에 使節로 와서 見聞한 

것을 詳記한 宣和奉使高麗圖經에는 고려의 地理, 

宮殿, 人物, 風俗, 기명 （器皿）, 典章 둥을 상세 

히 기록하고 있어 우리의 古美術의 硏究에도 많 

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외에도 三國史記, 三國遣事, 東國李相國 

集，破閑集補閑集，牧隱集，圃隱集，益齋集， 

稼亭集, 大覺國師文集 둥의 資料를 통하여 그 

時代의 文物을 硏究하여 볼 수 있다.

우선 여기에서 高麗圖經의 記事 중 우리 나라

의 燈器에 관한 것을 찾아 본다면, 卷26 燕禮條 

에「綠衣의 사람들이 絳燭籠을 잡고 百官앞에 列 

立하여 宴席照明을 하였다」고 하였고, 또한 卷 

28供張一條에 光明臺의 이 야기 가 나오는데「光 

明臺는 燈燭을 받는 器具이다. 아래에 세 발이 

있고, 가운데에 一幹을 세웠는데 形狀은 대나무 

와 같이 마디가 있다. 위에 一盤이 있고 가운데 

에 一甌를 두었는데, 甌中에 可히 초를 켤 수 있 

으며 만약 燈을 켜고자 할 때면 銅缸으로 바꾸 

어 기름을 붓고 심지를 세워 조그만 횐돌로 지 

질러 놓고 붉은 깁으로 그것을 둘른다」높이는 

四尺五寸, 盤面의 넓이가 一尺五寸, 罩의 높이 

六寸, 넓이가 五寸이라 하였다. 『光明臺擎燈燭 

之見也.下有三足.中立一幹.形狀如竹.逐節相 

承.上有一盤.中置一甌.甌中有（有下空一格宋 

本不空）可以然燭.若燃燈則易以銅缸.油立炬. 

鎭以小白石.而絳紗籠之.高四尺五寸.盤面濶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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尺五寸.罩高六寸濶五寸.』

그리고「東國歲時記」四月條와「京都雜志」歲時 

條에 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나라 

풍속에는 四月 八日 석가탄신일 燃燈行事가 있 

었는데, 高麗史에「왕궁이 있는 國都로부터 시 

골 마을에 이르기까지 正月 보름에 이틀 저녁을 

燃燈하던 것을 최이 （崔怡）가 四月 八日로 연등 

을 옮겨 갔다」고 하였다. 또 燈의 이름에는 수박 

둥, 마늘둥, 연꽃둥, 칠성둥, 오행둥, 일월둥, 

공（毬）둥; 배（般）둥, 종（鍾）둥, 북둥, 누각둥, 

난간둥, 화분등, 가마둥, 머루둥, 병둥, 항아리 

둥, 방울둥, 알（卵）둥, 용등, 봉둥, 학둥, 잉어 

둥, 거북둥, 자라둥, 壽福둥, 태평둥, 만세둥, 

남산둥…이 있어 모두 그 모양을 장식하였다 한 

다.

『皆噴之按高麗史王宮國都以及郷邑正月望燃燈二 

夜崔怡於四月八日燃燈上元燃燈，本是中國之制， 

而高麗俗今巳廢矣又按高麗史國俗以四月八日是釋 

迦生日，家家燃燈前期數旬羣童剪紙注竽爲旗周呼 

城中街里未布爲其費謂之呼旗今俗燈竽揭旗者呼 

旗之遣也，必以八日肇自崔怡也燈名西旅蒜子蓮花 

七星五行日月 毬般鍾鼓樓閣欄干花盆轎子山棵瓶 

缸鈴卵龍鳳鶴鯉龜整壽福太平萬歲南山等字燈皆 

…』〈東國歲時記〉『市燈所賣千形百狀五彩絢爛重 

價街奇鍾街上觀者女堵又造鸞鶴獅虎龜鹿鯉驚仙官 

仙女跨騎之狀羣童競買而弄玩至燃燈之夕例弛夜禁 

士女傾城初昏遍登南北麓觀懸燈或携管絃沿街而遊 

人海火城達夜喧闘…『〈京都雜志〉

그리고 그 당시에 影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둥의 한 가지로 틀을 안팎 두 겹으로 만 

들어 바깥쪽에는 종이나 엷은 천을 붙이고 안쪽 

에는 갖가지 그림을 오려 붙여 중앙에 軸을 세우 

고 그 위에 풍차가 회전함에 따라서 그•림이 속- 

의 등불로 말미암아 바깥틀에 비치어 돌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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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곧 주마둥과 같다고 하였다.

『景燈裏設旋機剪紙作獵騎鷹犬虎狼鹿獐雉兎狀 

傳於機爲風炎所轉外看其影』〈東歲時記四月〉

이러한 燈놀이는 朝鮮王朝에까지 전승되어 매 

년 이러한 연등행사가 있었으며, 지금도 석가탄 

신일에 이러한 행사가 있는 것이다.

또 燈籠에 관한 기 록은 高麗史 卷31 世家編 忠 

烈王二二年 五月 庚寅條에,「庚寅에.神孝寺에 行 

次하시 고 壬辰에 公主 또한 行次하시 다. 이 寺 

院의 燃燈은 모두 珠玉으로 짜서 燈籠을 만들었 

는데 그 巧妙 華奢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하였 

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것을 料絲燈이라고 부르 

며 蠟燭의 불빛이 바람에 산들대면 多彩롭기가 

形言키 어려웠다고 하였다.

3. 朝鮮王朝時代의 燈器

高麗 末에 佛敎가 쇠퇴해 지고 儒敎가 盛하여 

지면서 한편 明의 文化를 받아 들이게 되었다. 

그러나 美術工藝는 고려시대에서 그대로 전승하 

여온 것이 대부분이었으므로 이 . 時代의 燈器도 

그 材料나 形態에 있어서 별로 달라지지 않고 있 

음을 볼 수 있다

朝鮮王朝時代의 燈器는 寺院에서 쓰이던 佛具 

와 庶民社會에서 쓰이던 것괴仁宮中에서 쓰이던 

것의 대개 세 가지로 區分하여 볼 수 있겠는데, 

현존하고 있는 遣物을 통하여 본다면, 이 시대 

에는 粉靑沙器와 白磁, 그리고 木器, 鐵製, 鐘 

製, 黃銅製 둥이 사용되 었다」

특히 木製燈繁은 庶民社會에 서 주로 쓰였던 것 

으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木質이 단단하고 결 

이 고른 나무로서 단순한 형 태로 기호에 맞게 다 

듬고 깎아서 밑받침으 재털이로 쓰이게 된 燈架 

를 만들어 쏘였기 때문에, 형식이나 모양이 各 

樣各色이며 혹 약간에 무늬를 線刻하거나 彫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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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맵시를 낸것도 보인다. 어떤 것은 木刻으 

로 세 밀하게 다듬어 上流社會의 士大夫 집 안에 

서나 쓰였음직한 名品도 간혹 볼 수 있다.

우선 宮殿에서 쓰였던 둥기에 관한 기록을 살 

펴볼 것같으면「經國大典」에서 宮殿의 燈燭類 

는 주로 內侍府에서 管掌하였던 것으로 기록되 

어 있으며, 工典項에 볼 것같으면, 燈具類의 製 

作은 冶匠, 鑰匠, 木匠, 紙匠, 漆匠, 沙器匠 둥 

에 命하여 分擔케 하였다고 한다.

또한 禮典項에서는 婚事에 쓰였던 燭籠의 數 

를 制限하고 있는데, 婚禮에 使用되는 燭籠의 수 

는 新郎 新婦의 아버지의 官位에 따라서 制限하 

였다. 宮中에서 쓰였던 燈籠으로는 宮門과 行廊 

에서 쓰였던 것으로 생각되는 中門燈과 들고 다 

니며 길을 비추어 주던 手燭籠, 그리고 방에서 

이리 저리 옮겨 놓고 사용하는 座燈, 그리 고 둥 

잔을 올려 놓고 쓰이는 燈樂類와 羊角燈이 있었 

던 것으로 생 각된다.

또한 上流社會 士大夫 집 안에서 주로 쓰였던 

燈器는 촛대 （燭臺）와 초롱（燭籠）, 등경걸이 （燈 

樂一） 둥이 있는데, 촛대의 종류는 鐵製, 木製, 

鑰製, 黃銅製, 陶製 둥둥이 있다. 前述한 바와 

같이「고려도경」권28 供張에서 이러한 촛대를 光 

明臺라고 稱하고 있는데, 여기서 둥촉을 떠받는 

기구란 燈藥을 말하고, 絳紗로 감싼 것은 籠을 

말하는 것 이 다.

朝鮮王朝時代의 燭臺는 고려시대의 것에 비하 

여 緩慢하고 技巧가 모자라는 감이 있다. 木製 

燈樂은 오랜 세월을 지내면서 朝鮮王朝 初期나 

中期의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거의 드물고 後 

期의 것 이 대부분인데 그 중에는 윷칠을 하고 

또는 여 러 가지 吉祥紋樣은 彫刻 또는 透彫하여 

名品의 경지에 오른 걸작품도 간혹 있다.

鐵銅 또는 鑰製로된 燈樂은 대체로 後期에 많

（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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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용되었다고 생 각되는데, 이것은上流社會 

나 寺院에서 쓰였으며 燈燭 겸용이다.

陶製의 둥잔, 촛대는 차츰 陶磁器의 사용이 上 

流에서 中流 즉, 庶民社會에까지 범위가 넓어져 

서 末期에 이르러 그 형태가 바뀌기까지 士大夫 

家에서 귀중하게 쓰였던 器物이다.

이 밖에 室內에서 쓰이던 角燈 四方燈 照賊燈 

（一名 朴燈）, 해산둥（解產燈）이 있는데 照賊燈 

은 室內外兩用으로 사용되었고軍用으로서 巡 

邏하면서 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 각된다.

이 燈은 뼈대를 철사로 만들어 종이를 바르고 

기름을 먹였으며, 손잡이가 있는데 內部에는 燭 

을 꽂는 철제로된 回轉장치를 하여 上下로 회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둥은 밤길에 발밑을 

비춰준다 하여 照足燈이라고도 부른다.

以上 李王朝時代 燈器의 種類와 그 時代的 背 

景을 遺物과 문헌의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겠 

는데, 이 시대의 風俗올 보여 주는 惠園 申潤福 

의 風俗畫帖은 중요한 資料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각 時代의 燈器의 발전과정을 더듬 

어 보았는데, 오늘날 이러한 옛 둥기류는 電氣 

電燈이라는 文明에 밀려서 우리의 생활 주변에 

서 사라진지 오래고 간혹 먼 시골의 오두막집에 

서나 헛간 속에 묻혀 있거나 골동품상에 진렬되 

어 있는 것이 고작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요즘 와서는 이러한 옛 器物 

올 수집하거나 연구하고 즐겨 민속박물관을 찾 

는 이들이 많아져서 우리의 사라져 가는 옛 생활 

문화를 보존하려는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음은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옛 道具를 수집하여 전시하고 전승공 

예로서 보존하는 것이 우리 민족문화를 후세에 

남겨 주는 유일한 길일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나라에 石油燈盞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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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마도 李朝時代 末（高宗 13年） 즉, 1876년 

경으로 기록되고 있고, 이때부터 갖가지 형태의 

서 양둥이 만들어 지게 되었는데, 지금은 옛 둥기 

에서 느끼는 감각을 현대 감각에 맞춰서 좀 더 

우리 固有의 멋을 되 살려 야 될 것으로 생 각된다.

（X 참고문힌 : 韓國의 古燈器, 1968）

圖版說明

①樂浪古墳出土靑銅燭臺

② 博古圖의 虹燭錠（漢代）

③雙楹塚主室壁書人物圖（高句麗）

④土製燈盞（三國時代新羅5〜6世紀）

⑤車形土器（三國時代伽邮5〜6世紀）

⑥車形土器（三國時代伽邮5〜6世紀）

⑦土器用臺（三國時代新羅5〜6世紀）

⑧神龜形土器（味鄒王陵出土三國時代新羅）

⑨馬形土器（三國時代新羅5〜6世紀）

⑩馬形土器（三國時代新羅5〜6世紀）

⑪靑磁燈盞（高麗時代12世紀）

⑫白磁燈盞（李王朝時代初期）

⑬靑磁燭臺（高麗時代12世紀）

⑭羊角燈（李王朝時代）

⑮黑袖燈盞（李王朝時代初期）

⑯粉靑沙器牛角形燈盞（李王朝時代16世紀）

⑰手燭籠（李王朝時代18世紀）

⑱燭燈籠（高麗時代）

⑲白磁燭臺（李王朝時代19世紀）

⑳白磁燈樂（李王朝時代19世紀）

㉑白磁燈繁（李王朝時代19世紀）

㉒白磁陽刻草文燭臺（李王朝時代18世紀）

㉓鑰燈樂（李王朝時代19世紀）

㉔鑰燈樂（李王朝時代19世紀）

㉕鑰燈繁（李王朝時代19世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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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㉖鑰燈樂（李王朝時代19世紀） 

㉗白磁燈盞（李王朝時代18世紀） 

㉘白磁燈盞（李王朝時代18世紀） 

㉙白磁燭臺（李王朝時代18世紀） 

㉚白磁燈盞（李王朝時代18世紀） 

㉛照足燈（李王朝時代19世紀） 

㉒照足燈（李王朝時代19世紀） 

@木燈架（李王朝時代19世紀） 

@木燈架（李王朝時代19世紀） 

®木燈架（李王朝時代19世紀） 

㉖木燈架（李王朝時代19世紀） 

©木燈架（李王朝時代19世紀） 

㉘鑰燈架（李王朝時代19世紀） 

㉚白銅燭臺（李王朝時代19世紀） 

@白銅燭臺（李王朝時代19世紀）

@鐵銀入絲燭臺（李王朝時代19世紀）

©鐵製燭臺（李王朝時代19世紀）

©鐵製燈架（李王朝時代19世紀）

@鐵製燈架（李王朝時代19世紀）

©鑰製燈架（李王朝時代19世紀）

⑯鐵燈架（李王朝時代19世紀）

®白銅燭臺（李王朝時代19世紀）

@鳳燈（李王朝時代17世紀）

@龍燈（李王朝時代17世紀）

® 사방둥（四方燈） （李王朝時代 18世紀） 

㉛ 해 산둥（解產燈） （李王朝時代 18世紀） 

© 수박둥（高麗時代〜李王朝時代） 

⑬ 수박둥（高麗時代〜李王朝時代） 

® 마늘둥（高麗時代〜李王朝時代） 

頃 수촉（手燭） （李王朝時代 19世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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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外 優秀디자인 製品

当센터 디자인開発室 提供

1 人用 재떨이(3)및 LIGHTER SET

규격과 재료가 동일하고, 

Stocking 이 가능하여 보관時 

편리함.

* 재료 • Ste시
• 서독제품

재 떨 이

MINI SIZE 로서 1 人用으로 직합

• 재료 • Ceramic
• 일본제품



SALAD SPOON 및 FORK SET
동일한 곡선으로 Compact 하
게 처리

• 재료 • Stainless Steel *

•스웨덴 제품

주방용 MINI TIMER
일정시간이 되면 소리가 울려 

조리를 간편 케 함.

• 재료 • Plastic
• 일본제품

野夕*用 食器및 OPENER, SPOON 
FORK SET

• 재료 • Stainless Steel
• 일본제품

달걀형 저금통

달걀形의 저금통을 Black Pla- 
stic 이나 크롬도금한 받침대 

에 놓아 dis이ay 효과를 살림.

• 재료 • Plastic
• 일본제품



HEAD PHONE
• 일본제품

우편물 등 경량 저울

보관時 저울대를 접을 수 있음

• 재료 : Plasic
• 프랑스 제품

가정用 저울

분말이나 액체의 무게를 잴때 

별도의 용기가 필요없으며, 보 

관時 저울대를 뒤집어놓아좁 

은 공간을 차지하고 동시에 먼 

지를 막아줌.

• 일본제품



MIXER
• 일본제품

JUICER 및 MIXER
• 일본제품

COFFEE DRIP
• 일본제품

NOODLE MACHINE
• 일본제품



디자인의 條件과 굿디 자인
Condition of design & good design

디 자인은 造形이지 만 繪畫나 

彫刻과 같은 美術과는 다르며 

實用性이 있어 야 한다. 따라서 

디자인이 좋다, 나쁘다의 評價 

는 美術作品의 評價와는 아주 

달라지게 된다. 디자인에는 必 

要한 條件이 있고 그것을 滿足 

시키는 것이 이른바 굿 디자인 

이 다. 물론 디 자인의 條件은 다 

음에 記述하는 것들이 각각 다 

른 存在 意義를 지니고 있으나 

全體의 條件이 滿足되고 그것 

들이 融合되어 調和가 이루어 

져 있을 때 디자인으로서의 價 

値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條件은 디자인活 

動을 이끌어가는 指導的 原理 

가 되고 있다.

(§)值)(函)(§)

이 경우의 目的이란 實用上 

의 目的을 말한다. 디자인의 

對象이 되는 것은 모두 實用的 

으로 使用되는 것이다. 例를 

들면 建築은 居住하기 위해, 

의자는 앉기 위해, 커피잔은커 

피를마시기 위해, 포스터는視 

覺傳達을 위해 使用되는 것이 

며 각기의 目的을 갖고 있다.

그 目的을 滿足시키는 것이 

야말로 그 製品의 使命이 다.

따라서 의자의 形이나 色이 

아무리 獨創的이 며 아름답다 하 

더라도 걸쳐 앉기에 不便하다 

면 製品으로서의 價値는 없다. 

그럼으로 의자의 디자인을 함 

에 있어서 人間의 體格의 크기 

나 形體가 걸쳐 앉을 때 어떻게 

되느냐, 體重이나 觸覺에 대한 

의자의 材料나 構造가 適切한 

가 하는 점에서 디자인의 構想 

이 시 작되 어 야 한다.

이와 같은 使用時의 機能과 

製品의 形이나 構造의 관계는 

實際的인 데이터에 의해 얻어 

지는 것으로서, 이러한 硏究는 

최근 人間工學 (human engine- 
ering) 으로서 推進되고 있다.

또한 合目的性의 하나는 物 

件올 거두어 둔다는 것도 無視 

할 수 없다. 最近처 럼 住宅의 

簡素化로 狹少한 室內를 有効 

適切하게 使用하기 위해서는 의 

자 같은 것은 場所를 넓게 차 

지하지 않도록 쌓아 올리거나, 

접을 수 있는 것이 便利하다. 

특히 깨어지거나 부서지기 쉬 

운 것은 곤난하다.

따라서 견고한 材料나 構造 

가 잘 選擇되어야 한다. 木材 

는 科學의 發展에 따라 木製 스 

틸 파이프 둥에서 플라스틱 및 

그래스 화이버의 의자로 변해 

가는 경향에 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의자를 例 

로 들어 봐도 合目的性은 여러 

가지 면에서 檢討되어 가장 機 

能的인 形과 構造가 디자인되 

어야 한다. 포스터의 경우도 

그것을 보는 사람에게 宣傳內 

容을 効果的으로 傳達시 켜 그 

目的에 대한 行動을 충동시키 

는 것이 필요하다.

아무튼 디자인에 있어 合目 

的性 즉, 機能의 問題는 造形의 

出發點이라고 해야 할 必要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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件으로서 客觀的인 知的 操作 

으로 推進되는 것이며 그 問題 

의 解決은 여러 가지 方法이 있 

으나, 다른 條件과 綜合해 봐서 

도 가장 適切한 表現이 이루어 

져 야 한다.

（塞） （곷） ⑥ 、■/ 、一，

디자인은製品의 實用性과 동 

시에 美的인 것을 必要로 한 

다. 人間은 美的인 것을 항상 

求하고 있으며, 日常 使用하는 

製品에 있어서도 단지「使用하 

기 좋다」「튼튼하다」고 하는 合 

目的性（機能） 뿐만으로 滿足하 

는 것이 아니라 그 形이 나 色, 

觸感의 아름다움에 의해 快感 

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러한 아름다움이라는 感覺 

즉, 審美性은 各 個人의 美意識 

에 의하는 것으로 지극히 主觀 

的인 것이다. 물론 美意識에도 

個人差는 있으나 많은 사람 즉, 

大衆에게 共通으로 느끼게 하 

는 아름다움도 있다.

디자인의 경우, 아름다움은 

이 大衆의 共通的 美意識에 適 

合한 것을 겨냥하는 것으로 時 

代性，國際性，民族性，社會 

性, 個人性 둥의 複合된 것 속 

에서 생긴 公約數的인 것이다.

물론 이때의 大衆은 아무나 

가 아닌 製品이면 使用者層, 

宣傳物이라면 訴求對象層이라 

고 하는 어떤 階層의 사람들을 

말한다. 따라서 디자인을 할 

때에는 그것을 본다든가 使用 

하게 될 相對는 어 떤 美意識의 

사람들인가를 미리 考慮해서 

그것에 대하여 가장 適切한 美 

的 表現을 해 나가야 할 것이 

다.

디자인에 있어서 아름다움의 

表現은 美術의 경우와 같이 作 

者의 主觀의 表出과는 相異한 

것으로서 상당히 客觀性을 갖 

는 것이 된다. 그것은傳統이라 

든가 流行에 의해서도 左右되 

고 使用者의 기호에 대한 調査 

데이터 둥도 無視할 수 없다.

그러나 디자인이 造形인 限 

그 審美性의 根幹올 이루는 것 

은 디자인의 美的 感覺이다. 

말하자면 客觀的인 造形美의 要 

素의 위에 뛰어난 美的 感覺을 

가진 디자이너가 許容되는 範 

圍 內에서 個性的으로 造形, 表 

現하는 것 이 다. 이 렇게 해 서 디 

자이너의 個人性이 發揮되고 

또한 메이커의 性格도 表現됨 

으로써 디자인의 造形的 變化 

와 優劣이 생기는 것이다.

또한 合 目的性과 審美性의 관 

계는 一見해서 相反되는 것 같 

으나 優秀한 디자인은 이 兩 

者가 融合된 것이어야 한다. 

흔히「機能的인 것은 아름답다」 

라고 하는 機能美의 主張을 볼 

수 있는데 建築, 橋梁, 航空機 

機械 둥 工學的 要素가 많은 

것에서 그와 같은 아름다움이 

나타나 있다. 또 機能이라는 

것을 物理的인 면에서만 생각 

하는 것은 住宅이나 日常用品 

둥 個性을 가진 人間生活의 對 

象物의 디자인의 경우는 使用 

하는 人間의 生理的, 心理的 

機能까지를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와 같은 意味로는 裝 

飾이나 模樣도 그 使用方法에 

따라서는 重要한 機能的 要素 

의 일부가 되는 경우도 있다.

한편 같은 建築 가운데도 工 

場, 倉庫, 硏究所, 스튜디오와 

같은 것은 物理的 機能性을 極 

度로 必要로 하지만, 劇場, 映 

畫館, 寺刹의 建築, 公會堂과 

같은 것에는 審美性이 많이 要 

求된다. 이것들의 中間的인 것 

은住宅, 學校, 病院 둥에서 物 

理的 機能性과 동시에 心理的 

機能性의 配慮가 가해지지 않 

으면 안된다.

以上과 같이 機能性에 철저 

한 것, 審美性을 重視하는 것, 

그 中間的인 것이라고 하는 정 

도의 段階가 여러 가지 디자인 

에 있을 것이다. 의자, 테이블 

과 같은 家具에도 茶잔, 스푼 

같은 食器類에도 이것은 해당 

된다.

邇）颂）（進）

디자인은 디자이 너에 의해 새 

롭게 創造되는 것이며, 獨創的 

이어야 한다. 즉, 디자인이 다 

른 것의 模倣이거나옛 것을 되 

풀이 하는 것이라면 無意味하 

다. 물론 創造라고 하여도 從 

來의 것과완전히 다른 것을 만 

들어 내기는 不可能하고 機能 

的인 類似는 당연히 있을 수 있 

는 것이다.

그러나 디자인을 支配하는 아 

이디어 및 造形的인 면에서는 

獨創性이 必要하다. 최근 디자 

인의 盗用問題가 重要視되고 있 

는데 디자인의 獨創性을 尊重 

하고 이를 保護하는 것이 必要 

함과동시에 디자이너의 製作 

態度로서는 旣成 디자인에 구 

속되 지 말고, 어 디 까지 나 독특 

한 創造에 노력해야할것이다.

製造者가 商品 디자인을 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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激히 변경하면 購買者가 가지 

고 있는 自社의 商品 이미지를 

상실시킬 우려가 있음으로 실 

제에 디자인의 時代感覺에 매 

치시키기 위한 改善의 경우에 

도 점차적으로 서서히 할 일이 

다. 이와 같은 디자인의 更新 

을 리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獨創性은 필요하다.

獨創性을 강조하는 나머지 너 

무 신기한 것, 사람의 눈을 깜 

짝 놀라게 하는 엉뚱한 디자인 

도 올바른 것이라 할 수 없으 

며, 優秀한 디자인은 一見해서 

평 범 하면 서 도 神經이 통하고 

創案이 살아 있어 使用者에게 

快感을 주고 환영받는 것이어 

야 한다.

디자인의 獨創性은 合目的性 

의 면과 審美性의 면에서도 存 

在하며 디자이너는 항상 새로 

운 것을 創出하도록 造形感覺 

을 新鮮하게 하여 技術에 대한 

최근의 知識과 生活에 대한 풍 

부한 상식의 흡수에 힘써야 한 

다.

（發）（這）（進）

最少의 費用으로 最大의 効 

果를 얻는 것은 經濟의 通則이 

며 디자인도 製品을 될 수 있 

는대로 적은 費用으로 좋은 것 

을 만들려 고 해 야 한다. 즉,

디자인의 對象이 되는 製品 

은 大量生產에 의하는 것이 많 

고 또한 一品 製作의 것이라 

도, 使用者에 대해서는 가능한 

限 염가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 

직 스럽다.

옛날의 王候나 貴族을 위한 

建築이나 美術工藝品처 럼 經費 

를 度外視한채 精巧함과 材料 

的인 현란함으로 희소가치를 

자랑하던 것과는 本質的으로 다 

른 것이다.

그러나 단지 염가라고 하는 

것으로 製品이「싸구려다, 나 

쁘다」라고 하는 粗惡品으로 타 

락해 버리는 것은 디자인 本來 

의 目的이 아닌 것임은 말할것 

도 없다.

즉, 費用을 最少限으로 한다 

는 것 은 製品에 대 해 허 용되 는 

經費 내에서 가장 뛰어난 優秀 

디자인을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 때문에 材料의 選擇을 비 

롯해서 加工의 容易性 둥을 충 

분히 고려하여 形體나 構造의 

디자인을 해야 한다.

最少限度의 材料와 노력에 

의해 最高의 機能을 발휘시키 

는 것이 디자인의 手腕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디자이너 

가 材料나 生產方式에 通達해 

있고 造形美와 性能을 상하게 

하는 일 없이 될 수 있는대로 

製作하기 쉽도록 디자인해야 

하는 것 이 다.

또한 裝飾 모양에 있어서도 

必然性이 없는 附加的인 것을 

피해야 하나, 反面 그것이 合 

目的性의 審美性으로 보아 디 

자인의 價値를 높이는 것이라 

면, 그것을 시행하는 것은 經 

費가 들더라도 필요한 것이다.

合目的性과 審美性이 經濟性 

과 密着했을 때 비로소 디자인 

은 정말로 훌륭한 것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見地에서 디 

자인의 條件을 綜合하고 秩序 

를 잡아 組織해 가는 일이야 

말로 디자이너의 使命이므로 

디 자이 너 를 Organizer 라고 말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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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管理•研究•価値工学
Management of design, research, value engineering

愼 相 宰
二首都女師大應美科長

1. 디자인의 管理

디자인 管理란 綜合管理의 一面을 관철하는 

구체적 내지 추상적인 행위에 관한 관리인 것이 

며 직접 경영에 기여하는 디자인 행위를 중심으 

로한 온갖 팩터의 綜合 - 有機的 管理이다.

디자인이 란 작업 이 대 단히 넓은 분야와 관련 

하는 만큼 관리라고 하는 문제도 많은 분야에 

관계되어 있으며 동시에 복잡한 요소를 지니고 

있다. 디자인 管理를 대별해 보면「사람」을 중 

심으로한 견해와「물품」즉,「상품」을 중심으로 

한 견해가 있는데 後者는 생산관리와 판매에서 

구성되어 있다.

◊디자인 管理의 4原則

① 디자인 과정의 制定 ; 하루 하루의 작업 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전문적 과정 (Task)을 명확 

히 정할 것.

② 디자인에 관련하는 諸條件의 표준화 ； 종업 

원에 표시 하는 課程은 상당히 높은 표준의 것이 

아니 면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諸條件 및 用具, 

方法 둥을 표준화해서 그 과정이 확실히 성취될 

수 있도록 준비해줄 필요가 있다.

③ 작업성과에 대한 합리적 보수 ; 課程을 성 

취한 경우는 확실히 높은 보수를 지불하고 非成 

就의 경우는 감액한다.

④ 최고 과정을 몸에 붙이는 훈련 ; 일류의 종 

업원이 아니 면 되지 않을 정도의 높은 수준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상의 4원칙 을 실시 하는 순서 로서「計劃」「實 

施」「統制」를 생 각할 수가 있다.

즉, 디자인 計劃 (Design Planning) 
디자인 實施 (Designing) 
디자인 統制 ①esign Control)

이 3개의 항목은 기 업전체로서 볼 수도 있고, 

하나의 디 자인 부문 내 의 작업상에 적 용된다.

(1) 企業全體로서의 디자인 管理

디자인 계획 ； 기획부문이 주최하는 기획회의를 

통해 디자인 계획이 추출된다. 기획부문은 경영 

자의 의향을 가지고 출석하는 경우도 있고,，직 

접 중역 이 참가하는 수도 있으나 席上에서는 디 

자인 부문은 외부의 디자인 정보나 부내의 意 

向, 能力, 希望 둥을 논술하고, 기술부문은 생 

산기술상의 제문제에 관해서 의견을 나타내며 제 

조부문은 제조능력이나 제설비에 관해서 의견을 

제공하고, 판매부문은 경쟁품의 평판이나 自社 

제품의 販賣상황을 제출하여 市場에서의 고충이 

나 희 망을 술회한다. 그리고 신제품의 발매시 기 

나 가격 둥 경험에 기인하는 요구를 제출한다. 

여기서 新디자인의 기획이 다뤄지고 중역회의 

결의를 거쳐 사장명령으로서 디자인 부문에 제 

품계획서가 온다.

디자인의 實施 ； 디자인 기획회의에 따른 결론 

을 근본적으로 해서 디자인부문에 그 작업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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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맡겨지게 된다. 필요한 자료는 관련 부문 

에서 계속적으로 디자인 부문 내의 서어비스 담 

당부문으로 보내져 오는 구조로 해두는 것이 긴 

요하다.

디자인의 統制; 디자인의 실시는 기획부문에 

제출되는 모든 자료에 따라서 가장 유리하게, 

또한 효과적으로 짜여지는 全社的인 日程계획에 

의해서 조정된다. 디자인이 결정되고 試作品을 

검토해서 생산계획이 짜여지는 데까지는 기획 

부문이 사장의 권한을 대행해서 감독할 필요가 

있다.

(2) 디자인 部門 내에서의 디자인 管理上의 

諸問題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이것은 디자이닝을 관리 

하는 곳과 디자인에 필요한 자료를 관리하는 곳 

에서 행해진다. 그 작업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디자인의 日程管理; 希望發賣時期로부터 

역산해서 세워진 생산계획에 기초하여 디자인의 

일정이 세워진다. 이에 따라서 디자인의 진행상 

태를 감독해 나가지만 이것은 포인트가 되는 회 

의 즉, 최종 意匠결정이 몇 시가 아니면 몇 달 

발매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능력의 한도 내에서 

디자인 결정회의의 예정이 결정되고 그 후는 회 

사의 규모, 디자인 능력, 機能 둥에 의해 그 회 

사에 알맞는 日數를 작성해서 일정을 짜야 하는 

것으로 한 꺼번에는 말할 수 없으나 디자인 부 

문에서는 일단 기획회의 이후 디자인 결정의 회 

一의 까지 의 일정올 관리 하면 된다.

② 결정한 意匠 및 변경한 意匠에 관해서의 社 

:內에 의 임 퍼메 이 션을 취 급한다.

③ 의장등록의 수속 및 기둥록 의장의 여부,

-유사성 둥의 검 토

④ 결정한 의장에 관한 管理 ;외관에 영향을 

미치는 온갖 요소——尺度, 完成, 處理, 材質, 

色彩, 光擇 둥의 견본을 정 비 하고 관계방면에 

배포하며 그 견본에 대한 충실성을 기대한다.

⑤ 디자인에 필요한 資料의 管理 ; 경쟁회사의 

제 품 또는 카달로그, 사진 둥을 품종별, 가격 별, 

발매 기간별로 정 리 하고, 기 타 디 자인 하는데 참 

고가 되 는 제 품의 실물, 사진, 카달로그 둥을 정 

미하여 데이터, 카드를 준비해서 이것을 기입해 

둔다. 물론 自社제품은 얼핏보아 알 수 있도록 

機種別 價格別로 정리하고 現 流行品에 대해서 

는 全色을 감추어 둘 필요가 있다• 또 新材料의 

샘플, 각종 컬러 샘플 둥을 관리하는 외에 유행 

색의 자료, 전문지의 자료, 디자인 관계의 서적 

올 정 비하고 意匠公報, 실용신안公報 둥의 정 리 

를 한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결정한 의장의 

관리지만 실제로 잘 만나는 몇 가지의 점에 관 

해서 다음에 구체적으로 기술해 둔다.

(3) 生產上의 디자인 管理

色彩管理 ;오늘과 같이 많은 색을 사용하게 

되 면 색채의 관리도 복잡하게 된다. 塗裝, 染色, 

印刷, 生地 둥과 같은 것에 따라 각기 검사규격 

을 다르게 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가 있다.

디자이너가 의도한 색채가 균일하게 제품상에 

나타나 주지 않으면 곤란할 것이다. 디자인 부 

문에는 반드시 오스트 월드 시스템에 따른 것, 

먼셀 시스템에 따른 것, 혹은 색 채연구소 시스 

템에 따르는 것 둥 권위있는 컬러 시스템의 見 

本帳簿를 준비 하여 원료공장이 나 外注 공장에 같 

은 견본장부를 준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染料, 顏料, 塗料, 잉크, 印刷］, 製紙, 皮革, 

電線, 필름, 纖維, 食品, 藥品, 硝子, 합성수지, 

비닐, 고무 둥의 색채에 관여하는 모든 공업에 

있어 색채의 과학적 측정, 비교측정을 실행하고, 

검 사용은 물론 생 산관리 를 위 해 서 도 가능하면 色 

差計 (Color Difference Meter) 를 설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래 塗裝 하나를 들더라도 도료의 

두꺼 운 칠, 얇은 칠의 정도에 따라 혹은 生地의 

영향으로 매우 색채가 퍼져 붙는 것이다. 가능 

하면 퍼져 붙는 한도 견본을 필요한 개소에 준 

비해 두고, 체크해 둘 필요가 있다.

검사는 전적으로 기계적으로 해야할 것으로 人 

情이나 기타의 사정을 무시해도 무방할 것이지 

만 실제로는 여간해서 사무적으로 행해질 수 없 

는 경우도 있다. 또 색채 뿐만 아니라 작업의 합 

리화를 위해 기술부문 혹은 제조부문에서 그 만 

큼의 完成 정도로해주면 몇 개당 몇 시간의 절약 

이 된다든가 하는 것 같은 요구가 나올 경우도 있 

다. 외관상 혹은 상품성으로도 그다지 문제되지 

않을 때에는 용감하게 변경해도 무방하지만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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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히 외관상 혹은 상품성위에 영향하는 경우는 

양보할 것이 아니다. 색채와 동일하게 광택문제 

도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다만 단순히 광택이 있 

고 반광택 및 광택해소 둥으로 부르고 있으나 금 

후는 매우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色名의 관리 ;생산과정에 있어서도, 판매업무 

에 있어서도 색명은 매우 중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의 작업 상으로는 色名이 때때 

로 문）】를 불러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색명은 디자인의 임퍼메이션 센터인 디자인 부 

문에서 확실한 일정한 銘名法에 따라서 붙여야 

할 것이다. 유행의 색명도 판매정책상으로는 유 

효하다 해도 社內에서 사용하는 색명은 일단 별 

개로 정확하게 붙여둘 필요가 있다. 색채는 현 

물 샘플을 충분히 준비해서 필요한 부문에 배포 

하고 거 기에는 먼셀記號, 혹은 오스트 월드 기 호 

와 같은 권위 있는 표시 기호를 붙이고, 이에 색 

명을 반드시 첨가할 필요가 있다. 塗裝공장은 

도료회사의 임의적인 명명에 따라서 부르고 있 

거 나 판매부문은 照會의 편의 상 혹은 생산부문 

과의 在庫照會의 편리함을 위해 간소화한 속칭 

을 사용하고 말거나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으로, 

원료회사 또는 판매대리점에서 붙인 명칭대로成 

形品이 납입되어 담당부문이 그 명칭을 사용하 

거 나 제품의 조립현장은 현장에서, 안이한 기분 

으로 임의로 명칭을 붙이고 말거나 해서 작업。W 
하고 있는 예가 보여진다. 물론 완전한 계획생 

산으로 個數와 제조기한이 결정되어 있고 그 이 

외 어떠한 受注에도 응하지 않는 것같은 메이커 

라면 막상 몰라도, 도중에서 생산을 중지해도 

受注가 있으면 재생산하거나 도중에서 색채 변 

경을 가끔하는 메이커에서는 특히 주의할 필요 

가 있다.

品種이 많으면 많을 수록 特注가 있어서 기한 

적으로 서둘 경우 색명이 확실하게 관리되어 있 

지 않으면 그 처리에 매우 번잡한 시간을 뺏기 

고 사고도 생기기 쉽다. 또 최근에는 수출 문제 

에 관해서도 생 각해둘 필요가 있고, 수출의 경 

우에는 새롭게 색명을 고쳐서 고안해 내지 않으 

면 안된다고 하는 적당주의적 명명법은 재빨리 

고치는 편이 좋다. 그리고 세계에 공통되는 방 

법으로 색명을 결정해 나가야 하는 것이며, 또 

세계에 공통된 색명을 사용해 나가고 싶은 것이 

다. 그를 위해서는 한 예로서 컬러 • 하아모니 • 

메뉴얼을 사용하면 여기에는 오스월드 • 시스템 

에 의한 색기호와 測色의 데이터가 있고 또한 

먼셀과의 환산치도 있으며 가장 잘 색명이 붙여 

져 있으므로편리하다.

外注試作品의 관리 ; 시작품을 만든 곳과 量產 

시키는 하청공장이 다른 경우에 가끔 意匠上의 

문제가 일어난다. 이것은 外注관리나 품질관리 

의 문제로 해결지어지는 것이지만 결국 이러한 

것들이 종합된 것으로서 디자인 관리의 문제가 

있다. 시작품에 관해서는 대체의 경우 외관상의 

완성이나 색채에 관해서는 의외로 디자인 부문 

에 서 시 끄럽 게 말하지 만 부분부분의 척 도에 관 

해서의 검토가 불충분한 경우가 있어서 그대로 

현물 샘플로서 量產을 위해 다른 하청공장에 돌 

려지는 수가 있다. 물론 寸度的인 면은 생산설 

계도에 의존하면 그만이지만 작업인은 현물 견 

본의 편이 실감이 나므로 이에 지나치게 의존해 

서 재료를 절단하고 말거 나하는 수가 왕왕 있다. 

견본과 도면과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는 것이 안 

될 일이 지 만 경 우에 따라서 는 재 료수배 의 관계 로 

칭하고 견본이나 도면이나를 조금이라도 빨리 

받고 싶어하는 것은 인정이라 해도 충분한 설명 

도 부여치 않고, 그 어느 것인가를 입수하면 조 

금이라도 數를 먼저 올려 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검토 부족에서 무리가 발생하는 수가 많다. 특히 

큰 메이커는 하청공장에 대해서 균일한 품질과 

납기가 시끄럽기 때문에 끝내는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 이 때문에 조그마한 하청공장이 쓰러지 

는 수도 있는 양모이 다. 機構部나 다른 부분과 

관계가 있는 파아트를 만드는 곳에 관계 파아트 

와의 組立圖를 작성하고 가능하면 관계 파아트 

를 제시해 주고 싶다. 또 동일 파아트가 2개 이 

상의 하청공장에서 제조되는 경우는 특히 엄중 

하게 완성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플라스틱의 管理 ;플라스틱은 금속만큼 안정 

된 재료라곤 할 수 없다. 최근 매우 연구가 진 

행되고 품종도 많으며 가장 그 디자인에 적합된 

재료와 成形方법을 선정하면 좋을 것이지만 일 

반적으로 잘 문제를 일으키는 점은 成形時에 생 

기 는 色斑 및 褪色性 문제로서 색에 따라서 는 사 

용에 견디지 못하는 것이 꽤 있다. 따라서 원료 

회사에서 실험 데이터를 제시시켜 이것을 컬러 ・ 

・7 6 •



•팁으로 해서 분류하고 서두를 경우의 생산에는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데이터 붙인 것은먼 

저 사용하고 기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는 원 

.료 메이커에 연구를 의뢰할 필요가 있다. 안전 

하게 사용될 수 있는 수준의 것, 그저 사용될 

수 있는 수준의 것, 다소 검토를 요할 수준의 

것, 십분 검토의 필요가 있는 것 둥으로 확실 

히 분류하고 意匠담당 부문 뿐만 아니라 영업부 

문에도 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정리 

를 태만히 하면 때때로 量產 계획상에서 작업변 

경의 필요가 생기거나 또 양산 중에 문제가 발 

생하여 이미 제품이 일부 시장에 출회되고 만 경 

우에는 영 업부문까지의 양해를 얻지 않으면 해 

결될 수 없을 것같은 일도 발생하지 않을 수 없 

다. 이와 같은 것은 涉外관계 （무역관계를 포함） 

영업부문, 생산부문 둥에 철저히 침투시켜 놓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 유의하고 싶은 것은 

성형공장에서 철저히 해둘 필요가 있다.

기성 부품의 管理 ; 규격품으로 사용될 수 있 

는 것은 디자인 때에 충분히 조심하여 극력 이것 

을 사용하도록 생각해 나갈 것은 물론이지만 디 

자인을 하는데 필요한 기성 외장부품 도면은 동 

일부품 도면마다 분류해서 集積해 두는 것이 중 

요한 것으로 동일 개소의 척도나 誤差의 허용범 

위의 결정방식에 편리하며 또 함부로 유사형태의 

부품을 늘리지 않기 위해서도 한 번 보아 알 수 

있도록 蒐錄해 두고 싶다. 될 수 있는 한 부품 

의 획일성, 공통성에 중점을 두고 색채에 관해 

서 같은 생 각을 가지고 생산상 많은 혼란을 가 

져오지 않도록 하는 것도 價値工學의 처지에 입 

각해서의 디자인 관리의 중요한 작업이다.

統計的 意匠 자료의 管理 ; 과거의 형태, 색채 

등의 실정은 금후의 디자인 방향을 결정하는 중 

요한 자료가 되는 수가 많다.

품명, 製品번호, 寫眞, 配色（직접 비쥬얼로 캐 

치되는 편이 바람직하다） 및 특징, 발매기간,코 

스트 구성 둥을 명시한 일람표를 작성해 두고, 

항상 과거의 제품 실정을 디자이너는 잘 인식 

하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현 유행품은 물론이 

고 과거 수년 간의 변천은 항상 알고 있지 않 

으면 신규 意匠을 창출할 경우에 실패할 수가 

있다.

또 동일한 것을 경쟁제품에 관해 잘 분류하고 

분석적 연구를 태만히 하지 않고 정리해 두는 것 

은 중요한 일이 다. 이와 같은 자료의 수집 정 리 

는 가만히 있어도 영업부문 또는 조사부문에서 

행하여 디자인을 위해서의 자료로서 계속적으로 

보내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와 같은 정리자료는 디자인 부문과 영업 부 

문에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을 것이 중요한 것 

으로 이들은 상품계획에 필요한 자료일 뿐만 아 

니라 개개의 디자인을 결정해 나가기 위해서도 

중요한 자료이 다.

2. 리서어치

（1） 경제조사

기업에 있어서 경제조사는 장기계획을 위해서 

의 예측에 필요한 것이다. 즉,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환경의 변동은 기 업활동을 좌우하고, 

국민경제와기업상호의 관계가 기업의 존립에 대 

단히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것이 조화되어 있지 않을 경우는 기업 

경쟁에 중대한 장해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경 

영자는 국민경제와 기업의 상호관계를 항상 윤 

활히 확보하려고 배려한다. 그 목적을 위해서 

경영자는 계획적, 합리적인 경영계획을 수립하 

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기업은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이에 적 

합해 나가려고 계획하게 되는 것이지만 장래 자 

기의 기 업에 영향을 미쳐 올 것으로 예측되는 국 

민경제의 각 방면에서의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 

해둘 필요가 있다. 이것은 自社제품에 대한 수 

요에의 영향이 어떨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금 

조달, 자재취득의 조건이나 雇傭상황의 변화, 

상대적 인 임금 수준 둥에 걸쳐 서 판단하지 않으 

면 안된다.

기업이 경제조사를 행하는 것은 보다 좋게 자 

기를 살려서 성장하려고 하기 위해서의 준비연 

구이다. 경제조사의 목적은 일응 다음의 4개 항 

목으로 되어 있다.

① 수요예측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② 자금조달의 책 략을 세우기 위해

③ 원재료 취득조건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④ 노동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들의 조사자료는 기 업 방침 의 요소가 되 고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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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획으로서 창출되는 것이므로 그 방침과 목 

적 에 따른 모든 디 자인의 준비 가 되 지 않으면 안 

된다.

(2) 시장연구 (Marketing Research)

마아케팅 • 리서 어치 배 경은 대 량생 산과 대 량 

판매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기업이 존재하 

고 활동하는 장소인 시장의 실정을 아는 것이 경 

영합리화의 기반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시장에 

관련하는 문제점을 발견하여 그 해석을 위해서 

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사실에 바탕을 두어 경영의 정책과 그 실시 면 

의 합리화를 고려한다는 것으로 경영기능과의 

관련은 다음 분야에 미치고 있다. 즉, 販賣, 生 

產, 廣告, 財務 둥이다.

메카니즘만은 혹 일정한 개념으로 소비자에게 

받아들여져도 디자인만은 단순한 리 •스타일링 

의 것이라 해도 이것은 장래의 시장에 대처하는 

것이다. 그 만큼 항상 장래에 대한 연구 밑에 

造形되는 것이 아니면 경영의 발전적 수단이 되 

지 않는다.

산업디자인이 마아케팅 • 리서 어치에서 시 작된 

다고 하는 생각은 모두 미국에서 직수입된 것으 

로 모든 경영경쟁에 이겨 나가기 위해서 현재를 

중요시 한다. 즉, Today is our yesterday 라고 

하는 사고방식에 있는 것으로 현실적 상황을 

파악하여 즉흥적으로 대처해 가는 것과 계획적 

으로 대응해 가는 것과 두 가지의 사고방식이 

디자인의 영역에 관해서도 지적할 수 있다. 그 

러나 디자인에 관해서도 이 계획성이야 말로 

중요한 것으로 독창적인 디자인은 독창적인 마 

아케팅에 의해서만 십이분 가치를 발휘한다. 따 

라서 마아케팅없이 인더스 트리얼 • 디자인은 없 

다.

需要에 관해서의 全般的 調査 ； 디자인 계획을 

하는 경우의 가장 예비적인 지식으로서 소득충 

별 소유율, 지역 별 분포율은 그 사용방법 등의 

실태조사를 필요로 한다. 이것은 推計學을 기초 

로 한 표본조사로 하는 방법 이 가장 많이 취해 

지고 있다.

경쟁품 조사 ; 일반 소비자의 판매력에는 일정 

한 한도가 있어 어떤 산업의 판매고가 이상증 

대했다고 해서 그만큼 소비자의 구매력이 餘分 

으로 증가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 기； 

업의 매상고가 증진하면 경제성장이 현저한 때 

는 별개로 하고 일반적으로 그 만큼 다른 기업 

의 판매고는 감소한다. 경쟁상품의 매상고를 잠- 

식함에 따라 自社의 상품의 판매고를 증진하기 

위 해 서 상품분석 이 나 시 장조사를 미 리 행 하여 거 

기에 바탕을 두고 선전광고 활동이 나 판매활동- 

을 행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일종의 침략적 策略 

戰이다. 정당한 의미의 신제품의 디자이닝은 그 

러한 침략적 내용은 갖고 있지 않지만 리 • 디자 

이닝에는 판매를 위해서의 침략적, 策戰的 양상 

이 충분히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오늘날의 자본주의 경제조직 밑에 

있어서의 판매경쟁은 디자인 면에 있어서 이와 

같이 이 용되고 있는데 지 나지 않을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업이 성립되어 나가기 위해서는 경쟁 

상품과의 비교연구는 대단히 중요하여 양자의 장 

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그것이 판매 

상 어떠한 성과와 장해를 주고 있는가를 구명하- 

지 않으면 안된다.

비교 검토해야 할 점으로서

① 사용하고 있는 원재료와 그 特長

② 원재료의 품질, 가격의 변동, 수송상의 편 

의

③ 상품의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특이성

④ 상품의 판매이익의 비교

⑤ 대량생산이 제조원가 및 이익에 미치는 영〉 

향

⑥ 상품자체 가 가지 는 강점 과 약점 (機構와 다 

자인

⑦ 시장에 있어서 보급율의 비교

⑧ 상표 및 상품이 갖는 特許權, 新用新案, 

意匠權

⑨ 광고 및 판매의 견지에서 본 포장의 성질. 

이나 디 자인

⑩ 상품 및 판매상에 미치는 시기적인 영향

⑪ 1販賣 단위당 수량의 적부

⑫ 1販賣 단위당 가격

올 들 수 있다.

실제의 시장에 있어 판매를 증진하려고 할 경 

우 첫째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그 상■ 

품에 대한 잠재 수요의 총량은 얼마만큼 있을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의 몇 %를 自社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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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위해서 획득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연 

구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상품에 대한 수요의 

한도와 경쟁관계를 문제로한다. 이것을 알지 못 

하면 어느 정도까지 광고비 나 판매 비를 그 시 장 

에 투입 하면 좋을까를 추정못하기 때문이다.

지 금 A.B.C.D.E 라고 하는 5개 의 경 쟁 상품에 

있어서 각기 어떤 配分으로 안정된 시장 점유율 

을 나타냈을 때 지금 여기서 판매증진은 하려고 

하는 F상품이 이들 5개의 경쟁품에 끼게 되어 어 

느 정도까지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지 확인해 둔 

다. 그리고 F가 최하위에 있을 경우 경쟁품 A. 
B.C.D.E의 수요를 빼앗음으로써 시장에서의 점 

유율을 높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 

며 A.B.C.D.E의 매상을 그대로 유지해 놓고 또 

한 D 상품의 판매 고를 늘리 려 고는 생 각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경쟁품에 있어서의 품질, 가격, 특장, 

판매 조직 , 판매방법 , 광고방법 , 혹은 생 산방식 

둥의 전반에 걸쳐서 연구함과 아울러 각 경쟁품 

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에 관해서도 분석적 연구 

가 필요해 진다. 결국 경쟁품의 판매상의 장점 

보다도 오히려 약점을 구명해서 그 약점을 꿰 

뚫고 시장에서 우위를 획득하자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한다.

어느 상품이 시장에서 최대의 점유율을 차지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판매방법 , 판매 망, 제 품자체（機構와 디 자인） 

廣告量, 광고의 訴求力, 판매점의 태도, 경쟁자 

의 力量관계 둥에 관해 조사하고 이에 대해서 손 

을 뻗칠 필요가 있다. 마아케팅 에 독자성 을 살 

리는 것은 즉, 상품계획에 독자성을 살리는 것 

이 되며 따라서 디자인 계획에도 독자성올 요구 

하게 된다.

가능하면 경쟁품을 수집해서 機構부분의 코스 

트와 外裝부분의 코스트를 自社에서 제조했을 때 

에 얼마나 먹힐까, 때로는 산출해서 대책을 세우 

는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디자인의 경우 대단 

히 有用한 자료가 된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함 

부로 他社의 전열에 뛰어드는 것은 어리석은 일 

이 다.

對抗메이커의 연구 ; 좋고 값싸면 반드시 팔린 

다고 안일하게 말하지 만 이 것은 팔기 위해서의 

필요한 조건의 일부에 불과하다. 또 아무리 훌- 

륭한 제 품이 있 다고 해 도 시 장에 내 어 놓기 만 

하면 거저 팔린다고는 할 수 없다. 팔기 위해서 

는 적어도 다음 4개의 조건이 필요하다.

① 品質（機構, 디자인 패키징 둥）, ② 가격, 

③ 수량, ④ 시기

이 조건이 갖춰져야 비로소 팔린다고 하는 가 

능성이 나타나는 것으로서 對抗메이커가 어떻게 

출마하는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은 시장개발의 

중요한 테 마이다. 잠재 수요라고 하는 단어 가 있 

는데 마치 메이커의 눈앞에서 큰 보자기를 펴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갖는 사람이 많지 

만 오히려 수요는 메이커가 연구해서 造作해야 

하는 것 이 다. 특히 경 쟁 관계 에 관해 서 는 다음과 

같은 점을 조사하여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① 경쟁 메이커의 수 ; 중요시 할 만한 程度羞

② 각 시장에 있어서의 경쟁상품에 있어서의 

경쟁상품의 보급율

③ 그 보급율에 따르게 되는 원인

④ 경쟁 메이커의 광고 및 판매계획의 특징

⑤ 경쟁 메이커의 광고량과 광고비

⑥ 경쟁 메이커의 광고매체와 비용의 배분

⑦ 경쟁 메이커의 판매조직의 성격

⑧ 상품자체, 제조방법, 포장거래관계 및 조. 

건에 관해서 경쟁상품이 갖는 약점

⑨ 위치, 원재료관계 ； 창업 연수 둥의 관계에 

서 경쟁 메이커가 얻고 있는 특유한 이점

⑩ 경쟁 메이커가 획득하고 있는 소비 점수에 

서 본 각 시장에 있어서의 세력관계

시장구성의 연구 ; 일반적으로 기업에는 금전, 

사람, 물품 둥에 관련해서 많은 제한이 있고 이 

들의 제한조건 밑에 있어서의 最良化를 어떻게 

할 것 인가가 직접 디자인에 영 향하는 곳이 크며 

이는 장래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 

하다. 판매망은 하나의 설비투자와 동일하게 생 

각하면 상품계획은 매우 달라질 형태가 되고, 

당연한 일이지만 디자인의 방향도 크게 변해온 

다.

실적이나 전통에 구애되어 熱源이 끊긴 탕솥 

（湯釜）에 발판을 잃고 빠져 있는 것같은 기업은 

대체로 이러한 면의 개선에 노력하지 않기 때문 

에 독창적 인 디자인에 의한 수요의 개발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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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場의 一般기초자료; 같은 테마의 연극도 배 

경의 세트 차이에 따라서 별개의 연극이 요구되 

는 것과 같이 배경을 이루는 것을 항상 파악해 

두어야 하는 것이다. 인구의 연령구성, 성별, 

소득분포, 산업구성, 소매점 밀도, 혹은 各社의 

지점, 출장소, 영업소 및 대리점 둥의 분포도둥 

도 중요한 자료이 다.

요컨대 조사는 예측을 세우기 위해서의 지침 

이 된다. 판매정책 결정상의 판단도, 제품개발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着想도, 디자인도 모두 이 

것을 실시했을 때의 예측 위에 서서 행하는 것 

이 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장연구는 극히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3) 技術연구

근래 기술혁신 (Innovation) 이라는 말이 부르 

짖어지고 그중요성이 강조 되어 왔다. 시장연 

구에서 얻은 대중의 요망을 기술적인 조사연구 

라고 하는 수단을 거쳐 기업의 의지를 구현하는 

목적연구가 첨가되어 기술연구의 실용화를 행한 

다. 규모가 작은 메이커는 조사연구의 범위도 

좁고 연구자금도 제약이 많다. 중소기업에서는 

동업자와의 경쟁에 대응하고 또한 일보 앞서기 

위해서 기구의 개량 및 리 - 디자인을 하는 것이 

조사연구의 주된 목적이 되어 있다. 중소기업 

의 신제품은 조사연구의 결과보다도 外的인 발 

명에 의해서 생긴다. 혹은 현재의 설비를 사용 

해서 제조되는 제품을 이것 저것 생각한 끝에 

생 겨 난다.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이 

해관계를 직접 십분 고려하는 것이 조사연구의 

제1단계이다. 그러나 눈앞에 있는 수요에만 목 

표를 두고 또 타사의 움직 임 만을 보고 진흙싸움 

을 벌이고 마는 것같은 조사연구만을 해도 언젠 

가는 피로하고 만다. 그래서 새로운 분야의 개 

혁과 정복을 목표로 하여 기술자도 디자이너도 

연구한다.

조사연구의 기본적 인 필수조건은 다음과 같은 

것이 다.

① 회사로서 진출하고 싶은 분야를 잘 이해하 

고 연구의 對稱을 선택할 것.

② 기업규모의 大小를 불문하고 연구개발계획 

을 선정해서 평가하는 책임자는 그 기업의 

제조설비와 자금상황에 관해서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을 것.

③ 신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생산작업의 경험 

이 있을 것.

④ 신제품의 판매 나 서 어비스를 취급하는 판 

매기구의 연구를 선행할 것.

신제품은 기술자의 새로운 아이디어나 연구에 

의해서 개발되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태 

반은 애당초 손님의 요망이나 판매 제조 둥 관 

련부문의 요망에 따라서 생기는 것이 많다.

대체의 경우 신제품은 기업의 현재의 작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위험성이라는 것을 느끼는 영리사업인 이 

상 당연한 것이다.

이것과는 별도로 의욕적인 사업가의 산하에서 

는 정말로 참신한 아이디어를구하는 것도 좋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4개 분야에 관해서 조사연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① 실용화되어 있지 않는 특허

② 정부에 의해 환기되는 수요

③ 잡립하고 있는 발명가로부터 얻는 아이디 

어

④ 생활방식의 변화에 따른 수요

기술연구의 種類 ;목전의 수요만올 생 각하여 

他社의 움직임에만 신경을 쏟아 인스턴트 상품 

만 계획하고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어서는 오늘 

과 같이 발전이 현저한 사회에 있어서는 멀지 

않아 枯死하고 만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적 예측과 시장예측이라고 

하는 것이 평형적으로 연구되지 않으면 안된다.

연구관리의 스탭으로 다음의 3단계가 일반적 

으로 고찰될 수 있다.

기초연구 Fundamental Research
응용연구 Applied Research
실용화 Development
전적으로 독창성이 있는 기술연구라면 십분 실 

용화의 기 간을 두고도 비 밀이 새지 않는 한 당황 

할 필요는 없지 만 연구의 오리 지 날이 외 국에 있 

을 경우는 各社의 연구의 스타트가 거의 동시이 

므로 어느 社가 제일 먼저 내어놓는가가 문제 

가 된다. 요컨대 이려한 기술연구와 동시에 행 

해져야 할 디자인은 상품화에 즈음해서 반드시 

필요시되는 것만에 신제품의 디자인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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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딘:지 스타일만이 특수한 경우에도 전혀 독창적 

인 경우는 안심하고 중분히 연구하고 난 다음 

상품화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은 저작권을 

중요시하는 시대이므로 타인에 앞서는 것이야말 

로 타인을 制壓한다는 신념에 투철할 필요가 있 

다.

기초적 연구와 응용연구; 일반적으로 이 두 

분야를 총칭해서 기술연구라고 칭하고 있다.

기초적 연구는 전혀 새로운 원리의 발견이나 

새현상의 추구에 있는 것이며 직접 특별한 제품 

화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획기적인 신제 

품을생산하는원천으로서 중요하다. 응용연구 

는 응용이라는 목적에서 파생하는 다각적 인 연 

구가 필요한 것으로 반드시 구체적 인 제품을 예 

상해서의 연구는 아니다. 이 분야에서는 연구자 

와의 협력에 의해 애드번스•디자인이 연구되는 

것으로 이 종류의 연구의 성과가 실은 내일의 기 

업의 존재와 발전을 약속하는 것으로서 목전의 

경쟁에 쫓기고 있는 것만이 작업이라고 생각하 

고 있는 세일즈 맨의 다수에는 너무나 이해되지 

않는 작업인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분야의 연구에 십분 여유를 부 

여하는 경영자야말로 내일의 기업을 정말로 걱 

정하고 있는 사람으로 디자인의 분야에 한해서 

도 연구부문의 스탭과 협력해서 찾아 올 수요에 

대비해야할 것이며 아울러 새로운 환경형성의 책 

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공격판매」라고 불리워지는 투쟁적 세 

일즈 방식만을 취하는 기업에서는 특히 판매부 

문의 사람들이 제출하는 아이디어 즉, 이것 이 

것의 물품은 수지가 맞을 것 같으므로 연구개 발 

해 주기를 요구해 오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상당 

히 있지만 좀 더 넓은 견식에 입각해서 독창적 

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실용화연구;조직력이 모두를 결정하는 실용 

화의 연구에 있어서는 최종적으로 제품이 완성 

되어 수량적으로도 코스트적으로도 충분히 상품 

으로서 성 립하는 단계에까지 노를 저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수요연구에 서 시 작되 어 사용성 이 나 환 

경에의 적합 둥 즉, 엘노믹스의 연구를 거듭하 

고 이어 기업의 경제적 가치생산을위해서의 실 

제적 조건 즉, 생산 및 판매연구 위에 서서 디자 

인의 방향을 결정하고 他社의 경쟁품을 예상한 

다음에 충분히 대항할 수 있는 제품을 예상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허도, 실용신안도, 의장둥록도, 촌각이 늦 

어 지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신제품의 발표에 

있어서 며칠 동안의 지연이 수년간 연구개발의 

노력을 수포화하고 또 어떠한 유능한 기술자나 

디자이너의 존재도 무위로 돌아가게 하고 만다. 

이에 속하는 디자인 행위에는 리 • 디자인의 경 

우도 있을 것이며 또 오리지널한 디자인의 경우 

도 있을 것이지만그러나무능한 경영자 혹은무 

능한 세일즈가 실용화의 연구성과인 제품의 가 

치를 규정하고 말아 종전의 스타일 또는 이와 유 

사한 스타일의 답습을 강요하고 마는 수가 상당 

히 있다.

가장 어려운 것은 그 연구의 평가이다. 그러 

나 디자인에 관한 限 사람과 물품과의 관계로 처 

리되어 가는 이상 경영의 의사만 명백하다면 기 

업의 목적에 부합시키는 연구는 충분히 가능하 

다.

이와 같이 기술연구를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 

해서는 5년, 10년 후의 시장을 연구하고, 그 때 

쯤 어떠한 수요가 발생하는가를 예측하고, 연구 

의 스케쥴을 작성하고 착착 실용화를 진행할 필 

요가 있다. 이에 맞춰서 디자인 연구도 병행해 

서 충분한 검토를 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그 수요가 나타나기 전에 모든 특허와 

新案을 누르며 의장의 둥록을 마치고 기술자의 

양성과 설비를 준비하며, 디자이너도 새로운 설 

비에 적합한 합리적인 디자인을 행할 수 있도록 

훈련해 서 계 속적 으로 디 자인을 준비 하고 때 마침 

수요가 발생했을 때 일제히 제품을 공급하고 싶 

은 것 이 다.

그리고 연구속도의 스피드업화를 고려하여 관 

리직 연구원의 확충에는 그들의 연구를 위해서 

의 서 어 비스 조직올 충실케 하고 실용화하는 試 

作의 속도로 결정된다고 할 정도로 試作과 결정 

은 중요한 것이므로 이 면을 철저하게 할 것, 연 

구적 업무는 독창성은 물론 연구자의 능력으로 

서 중요하지만 능률은 대부분이 보조부문의 운 

영의 良否에 따라서 규정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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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디자인 • 테스트 (Design Test)

디자인 • 테스트의 필요성 ;우리는 상식에 의 

해서도 디자인이 購買행동에 커다란 영향력을 가 

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판매담당자에 있어 필요한 것은 시장에 관해 

서의 법칙의 발견이 아니고 구체적 수단을 발견 

해 내어 이를 적 용하는 것 이 다.

그 수단으로서 디자인이 라는 것을 이용한다.

새로운 디자인은 새로운 판매활동으로서의 하 

나의 실험인 것이다. 실험이 란 자연을 동요시켜 

서 백지상태로 돌리는 것이다.

가령 우리들 쪽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어 보고, 

이에 대한 반응을 조사함에 따라 목적으로 하는 

정 보를 추구하는 것 이 實驗이 다.

판매활동은시 장에 대 해 무엇 인가의 정 보를 살 

펴 내어 그에 따라서 소비자를 이 쪽이 생각하 

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의 활동이다.

시 장실험 (Market Test)은 일상적 인 판매 활동 

을 실험 으로 생 각하고 그 속에 서 정 보를 취 하는 

것을 중요한 테마의 하나로 생 각하고 있다.

그런데 판매활동을 아무리 실험으로 간주한다 

고 해도 지금까지와 같이 모든 판매를 放牧상태 

로 봐두게 된다면 그 속에서 하나하나의 정보를 

독립적으로 빼내기는 쉽지가 않으며 因子가 복 

합되어 있으면 그것을 단독으로 채취해 내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루하루의 판매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를 약간 손올 대면 귀중한 정보가 구해진다. 

이를 위해서는 컨트롤된 실험 법이 항상 필요하 

게 된다.

디자인 테스트도 이러한 고려 밑에 행해져야 

할것이다.

도대체 어떠한 디자인이 구매를 촉진하고, 어 

떠한 디자인이 구매를 저하하는가, 디자인의 효 

과는 반드시 테스트에 따르지 않아도 많은 경험 

과 재능을 가진 디자이너의 판단에 의해 매우 정 

확하게 예측되는 수도 있으나, 개인의 인스피레 

이션에 의한 예측은 커다란 미스테이크를 범할 

수도 있고 量產을 전제하는 근대공업 생산에 있 

어서는 십분 주의하고 싶은 점이므로 디자인의 

효과예측에도 과학적인 테스트법을 취택해야 할 

것이 다.

그 이유는

① 디자이너는 일반 소비자보다 훨씬 진보된 

디자인 감각을 가지며, 고도로 훈련된 인간 

이기 때문에

② 디자이너는 디자인에 관해서 생각한다. 그 

런데 보통 구매자측은 다만 반응하는데 지 

나지 않는다. 전문가는 이론적이라고 하지 

만 구체적으로는 감정적 이기 때문에.

요컨대 디자이 너는 일반소비자 요구의 대 변자• 

가 아니면 안되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아직 

도 일 반소비 자와는 판이 한 배 경 , 생 산환경 에 놓 

여 있고, 따라서 그 판단도 일반 구매자의 판단- 

을 객관적으로 대표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경, 

우가 많은 것을 소극적 이유로서 들 수 있다. 

또 적극적 이유로서 디자이너는 의식적 무의식 

적을 불문하고 일반 구매자 측과는 다른 반응을 

한다고 하는 이유에서 디자이 너의 인스피레 이션 

만에 의존하는 디자인의 효과가 예측은 매우 주- 

의해야 할것이다.

따라서 디자인 ・ 테스트에는 충분히 고려 한 다 

음 소비자의 샘플을 선택하고 게다가 컨트롦된 

테스트법에 따라서 행해져야 할 것으로 다만 단 

순히 어떤 디자인이 좋을까 하고 말하는 식의 

방법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가령「어떤 색이 좋은가」고 질문받았다고 하 

면, 인간은 색깔을 의식하면 할 수록 그 사람의 

반응은 전형적 인 소비자 답지 못하게 된다. 물 

론 색채에 관해서의 지식을 가지면 가질 수록 그 

와 같이 소비자다운 반응에서 멀어진다,

또 직접 색이나 형태나, 혹은 일반적으로 디: 

자인에 관해서의 판단을 추구받았을 때에는 인 

간이란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평가자가 되고 

자기가 논리적이며, 좋은 취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인상을 주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의 행동은 감정적으로 강제되어 있어서, 

색채나 형태나 품질 등의 앙상불에 무의식으로一 

반응하고 있으므로 본인 자신은 그 앙상불이 본- 

인에게 주어지고 있는 효과는 모른다.

이와 같이 인간에는 무의식의 의식이 이따금 

움직이는 것을 디자인의 참된 효과를 알기 위해 

서는 단순한 직접 질문법에만 의뢰하면 효과가- 

적다.

디자인 효과 테스트의 方法 ； 인간의 반응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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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에 걸친 테스트 경험에서 다음 ：2개의 面이 

존재하는 것이 실증되고 있다.

意識的•合理的反應

無意識的-非合理的反應

그러나 디자인 선택의 경우 매우 무의식적 비 

합리적 측면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디자인을 구성하고 있는 각기의 요소가 바람 

직한 것이 아니면 종합체로서의 디자인도 아름 

다운 효과를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가설을 세워 

디자인의 구성요소에 관해서도 테스트할 필요를 

인정하고 게다가 이들의 요소에는 강한 영향을 

주는 것과 약한 영향을 주는 것이 있으므로 각 

기의 요소를 따로 따로 테스트하지 않으면 안된 

다.

그러나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 요소가 

갖는 효과의 단순한 總和가 물론 될 수는 없고 

상호작용 （Interaction） 에 의해서 성립되므로 요 

소만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므 

로 전체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의 테스트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디 자인의 외 관적 요소 ; 디 자인을 구성 하는 요 

소는 대상의 종류에 따라서 약간 다르지만 일반 

적으로는

색 채 : 色相, 明度, 彩度, 光擇 둥

형 태 : 全體의 形, 모양의 結合

재 질 : 木材, 金屬, 合成樹脂, 紙布 둥

기능 : 使用機能

둥을 들 수 있다.

디자인을 함에 있어 해명해야 할 모든 문제점 

은 여 러 가지 가 있으나 디 자이 너 가 상식 적 으로 

고려해야 할 점을 여기에 열거해 둔다.

① 그 상품에 관해서 디자인이 실제의 구매행 

동 즉, 선택, 결정행동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 

는 것일까디자인 전체가 갖는 효과의 측정）.

② 그 상품에 관해서 디자인이 구매행동에 영 

향을 주려고 했다면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 가 

운데 어떤 것이 가장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 

을까, 그리고 다음에 그 기여율의 커다란 요소 

는 무엇인가, 또한 그들 제요소의 기여율 및 상 

호작용의 기여율은 얼마쯤인가（現物 및 試作品 

의 디자인 要素効果의 측정）.

③ 색채, 형태 혹은 재질 둥이 커다란 영향력 

을 미 친다고 하면 다음 세 가지 점으로 생 각해 

서 어느 기준에 있어서도 바람직한 것을 추정할 

필요가 있다.

① 視覺訴求力（주목을 끌어 기억에 남는 힘）

② 心理的 効果（所有하는 쾌감）

③ 蒙徴的 効果（高級, 즐거움, 新鮮, 明朗, 

모던 식크 따위의 바람직한 감정적 효과）

© 각 요소의 상호작용이 커 다란 영 향을 갖는 

다고 하면 각 요소의 사이를 어떻게 짜서 맛 

춰야 좋을까（각 요소의 상호작용 효과의 측 

정）.

디 자인 전체 가 갖는 効果測定 ; 그 상품의 구 

매행동（선택, 결정행동）에 대해 품질, 가격, 컴 

퍼니 이미지, 디자인, 판매방법 둥 여러 가지 

의 것이 영향을 주지만 이들 제요소 중에서 디 

자인의 외관적인 요소가 어느 만큼의 효과를 가 

지고 있는지, 만약 혹은 상품의 구매행동이 가 

격과 컴퍼니 이미지만으로 결정되고 만다고 하 

면 디자이 너의 창조적 재능을 구사할 필요는 없 

다.

또 디자이 너 만으로 결정된다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디자인의 것을 만들더라도 반드시 팔린다 

고 하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 

로는 이들 요인은 서로 얽혀 합쳐지고 있는 것 

으로 단독적인 요인만으론 결정적 영향을 가진 

다고 하는 사례는 극히 적다.

그래서 이들 요인 내에서 디자인은 어느만큼 

의 강도로 그 상품의 구매행동에 기여 하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① 要因 및 水準의 決定

（例）價 格（A） An A2, A3-An
메 이 커 （B） Bi, B2, B3e**Bn
디 자인 （C） Ci, C2, C3…Cn

② 訴求（刺戟） 對象의 決定

（a） 現物에서 선택하는 경우

（b） 試作品을 작성하는 경우

③ 자료의 수집

（a） 테스트• 캠페인（現物）

실제로 캠페인을 위해서 선정된 데파트, 소매 

점의 특설 코너에 있어서 매상 개수를 가지고 

각기 대상품의 구매지수로 하고 다음의 처리를 

한다.

（b） 實驗室에 있어서 태도측정 （現物 또는 시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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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注目度，記憶度

© 嗜好度（즐기고, 싫고, 좋고, 나쁘고）

®購入希望

@聯想

둥의 몇 가지의 기준에 따라 決定을 행하고, 

평정得點을 가지고 각각 디자인의 購買接近指數 

（각 基準 單獨 또는 綜合해서）로 하고 이하의 

처리를 한다.

④ 자료의 통계적 처리

⑧ 분산분석 법 （實驗計劃法）

©•回歸分析

©相關分析

@ 數量化理論의 適用

등의 수법에 의해 각 요인의 구매행동에의 기 

여율을 추정한다.

⑤ 結果의 檢討

⑧ 信賴性의 檢討（反復測定法）

© 妥當性의 檢討（判定 適中率의 算出）

⑥ 문제점의 所在

이 종류의 실험에 있어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要因의 선출 및 被驗者 추출의 문제이다. 따라 

서 다음의 점에 유의해서 행할 필요가 있다.

（a） 이와 같은 실험으로는 取擇된 요인의 취 

택된 수준에 관해서의 결과 밖엔 얻어지지 않는 

다.

（b） 被驗者 중에는 여러 가지 충이 있어서 層 

의 차이 는 각 요인의 기 여 율의 차이 를 발생 한다.

따라서 실태적 특성에 따른 층별 （性別, 年代 

別 둥）, 심리적 특성에 의한 층별 （디자인 우선 

형, 플랜드 우선형, 가격 우선형 둥）을 먼저 결 

정한 다음에 피험자를 抽出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Depth Interview에 의해 상 

세하게 要因의 확인, 발견, 구입 패턴의 파악을 

행 하는 것 이 극히 유익 하다.

3. 價値工學 （Value Engineering） 과 

디자인

일본에 있어서는 최근 수년래 Value Analysis 
라든가 Value Engineering이라는 명칭으로 미국 

에서 도입된 개념이 산업계의 기본적인 가치생 

산의 기술로서 특히 量產 메이커에前서 주목되 

고 있는 경향이다.

VE （價値工學）의 필요성은 인식을 새로이 하 

면 할 수록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만 이것을 기 

업 내에서 실시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계획적이 

며 합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재 래의 타성으로 살고 있는 職制와, 섹셔널리 

즘의 무지한 저항에 눌리지 말아야 생산의 합리 

화 운동도 단순히 말초적인 부분만을 짓찧고 있 

는 것이 통상적인 것 같다.

공업디자인은 예술과 기술과 경제의 종합 가 

치를 생산해 내는 것이라는 것은 오늘날 말로만 

은 너무나도 잘 이해되어 왔으나, 인더스트리얼 

디 자이 너 라고 칭 하는 사람들의 행위 에 서 조차 그 

전부를 발견하기는 드물다.

인더 스트리 얼•디 자인이 근대 기 업 의 중요한 부 

분을 걸머지는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지만 단순 

히 표현된 스타일의 가치만을 가지고 디자이너 

가 담당해야 할 영역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경솔하다.

물론 소비자 연구의 결과 經濟性이 검토가된 

제품의 디자인이 보다 좋은 결과를 기업에 초래 

하는 경우가 오늘날 상당히 발견되게된 것은 반 

갑기 그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1개에 1,000원 

순익 의 것 을 5만개 생 산하는 것 보다는 2, 000원 

이익의 물품을 3만개 생산하는 편이 보다 기업 

면에서 보아 경제적일 것이다.

VE는 이 와 같이 기 업 측의 입 장에 서 서 이 익 

을 근본문제로 하지만 별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속이거나 하는 생산의 태도는 없이 공 

업경영적 공학기술을 가지고, 기업에 이익올 가 

져오는 것을 제1義로 한 제품의 코스트 다운을 

위해서의 유효한 수단으로서 연구되어온 생산기 

술의 한 분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VE라고 하면 단순히 富에 대한 簡易한 길로 

서 막대한 코스트 삭감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 

보고 단지 코스트 삭감 전후의 실례를 가지고서 

만 그 가치를 평가하고 있지만 인더스트리얼 ・ 

디 자인이 라고 하는 종합기 술의 일환에 속하는 것 

으로서 이것을 보면 금후의 인더스트리얼 • 디자 

인에는 없어서는 안될 영 역으로 간주할 수가 있 

다.

특히 실용기능의 밀도가 높고 게다가 판매가 

격이 싼 量產메이커는 금후 이 문제에 열심히 

대처할 필요성에 몰리게 될 것이며, 수많은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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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 링 • 첸지 를 필요로 하는 기 업 에 서 는 특히 재 

료의 선택, 부품의 선택, 나아가서는 가공기술 

정도에 따른 形狀이나 색채의 선정에까지 디자 

이너의 VE적인 양식이 필요시되는 수가 상당히 

현실에는 일어나고 있다.

VE의 테크닉의 개념 그 자체는 대체로 단순 

하지만, 이의 실시 단계에서 성과를 올리기 위해 

서는 생 산면과 판매면에 걸친 깊고 면밀한 지식 

과 기 량을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조잡한 조사에 

의해서 간단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 

니 다.

디 자이 너 에 관해 서 도 계 획 적 으로 그와 같은 思 

考과정을 걸을 수 있도록 훈련을 필요시하게 된 

다.

원가에 상당히 영향하는 코스트는 디자이너의 

양식과 공부에 의해 상품의 기능을 낮추는 일이 

없으나 어느 정도 반드시 낮출 수 있는 가능성 

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일차적으로 검토 

항목으로서 생 각되는 것을 들어보기로 한다.

원가 인하의 檢討項目

① 그 재료나 부품이 수행해야 할 기능은 무 

엇인가（왜 미특정의 자료를 사용하는가）

② 그 재 료나 부품의 코스트는 그 용도에 대 

해서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는가（그 자재가 

수행해야 할 목적에 대해서 그 자재가 最 

適, 最經濟的인가）

③ 그 사용목적 에 가장 적 합한 것 이 다른 데 

는 없는가（그 자재의 대체품을 생 각하라）

④ 그 재료나 부품은 그 특색 （材質, 色形 둥） 

의 전부를 필요로 하는가（그 자재에 낭비는 

없는가）

⑤ 標準品（社內品, 市販品）이 사용되지 않는

가 （값싼 표준규격품을 이용하자）

⑥ 제조량에 가장 적합한 제조법으로 만들어 

져 있는가（製造量에 적합한 디자인, 설계작 

업 방식 을 생 각하라）

⑦ 좀 더 싼 코스트로 만드는 방법은 없는가 

（모든 면에 서 코스트高가 되 지 않을 보다 좋 

은 방법으로 될 수는 없을까）

⑧ 그 구입, 外注品은 정당한 코스를 반영하 

고 있는가（그 자재는 공정한 가격 인가）

⑨ 좀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는 발주선은 없는 

가（가장 좋은 調達源은 어 딘가）

⑩ 좀 더 싸게 구입하고 있는 예는 없는가（보 

다 싸게 구입 하고 있는 部署（사람）의 예를 

검토）

우리들은 자칫하면 자기의 흥미에만 붙들려서 

다른 데를 돌보지 않는 결점이 있다.

이것은 작업 면에 있어서도 같은 경향으로 나 

타난다. 오늘날 디자이너들은 디자인이 일종의 

종합기술인 것을 재 인식해야 한다.

인더스트리얼 • 디자인이라고 하는 기 대된 영 

역의 작업이 단순히 형태나 色彩를 만들어 내는 

것에만 집중되어 스스로 만족하게 되기도 전에 

기업 속에는 갖가지의 문제가 있다.

「기본적인 기능의 평가」이것도 디자이너가 

터치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즉, 불필요한 코 

스트를 발견해서 이를 개 량할 것. 이를위해서는 

항상 시 야를 널리 가지 고, 타 분야와의 관계 에 있 

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습관을 몸에 붙이지 않 

으면 안된다.

디자이너, 설계자, 생산기술자 둥의 이와 같 

은 VE에 대한 사고방식이 철저함으로써 디자인 

은 유효하게 근대기업의 생명력이 되는 것이다.

O 성실한 봉사속에 싹트는 서정쇄신 I 

。무심코하는:일에민폐없나살펴보자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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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자인 論理）一（回断과 構成）
—物質 • 에너지 - 情報의 結合體로서의 디자인一

Theory of design

金 根 培譯
建國大工藝學科長

I •槪 要

1. 디자인 目錄의 平面

情報의 論理라는 관점에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 보기로 한다. 더 말할 것도 없이 그 

것은 디자인論의 한 포착 방법이기도 하지만 말 

하자면 하나의 切斷面을 나타내는데 지나지 않 

을 것이다. 또 디자인이 사실상 가장 중대한 역 

할을 수행하는 造型, 建築, 藝術과 같은 방향에 

서는 아주 동떨어진 세계에 놓여진 너무나 的中 

率에 벗어나거나 事理에 어긋날 까다롭긴 하지 

만 우선 本題에 들어설 준비로서 먼저 몇 개의 

前題를 내세워 두고자 한다.

數學은 자연계의 어 디엔가 존재하는 것을 발 

견하고 그것을 관측하며 그것을 해명해 나감에 

따라 구축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純 

白의 캠퍼스에서 그림물감이나 書筆로 무슨 그 

림 이 라도 그릴 수 있 다고 하는 그림 과도 다르다. 

처 음에 公理系를 設定한다. 公理系（數學的인 풀 

이 가 아니고 一般的으로 通用되는 事理 또는 道 

理）에서 演繹論理（意味를 擴大解釋하는 論理）에 

의해서 점차로 定理群이 導出되어서 數學의 내 

용이 이루어져 간다. 여기에서 디자인이라는 槪 

念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은 公理系의 설정이라 

고 하는 것이다. 이 디자인이 결정되면 演繹論 

理에 따라 일종의 自己發展이 계속되어 진다. 

그리 고 속속 定理가 되 어 간다고 하는 줄거 리 인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定理가 價値 있다고 할 

것 인지 價値判斷에 무관심할 수 없는 것은 당연 

하다. 따라서 자기 발전이라 해도 그리 간단하 

지 않다.

數學의 자기발전의 메 카니즘은 무엇 으로 규정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실은 당연히 일어날 문 

제이다. 그러나「사슴을 쫓는 엽사, 수풀을 보 

지 않는」格으로 數學者 가운데서 이러한 문제에 

깊이 파고든 議論은 아직 발견되 지 않은 것같다.

여기서는 처음으로 어찌되었든 디자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事業에 확실히 종사했다고 한다면, 

그것 은 디 자인은 디 자인이 지 만 design of exper- 
iments （實驗디자인）이라는 것이다.

이 디자인을 무엇이라고 번역해야 할 것인가? 

設計라고 할 것인가? 計劃이라고 할 것인가? 

日本에서는 이와 같은 디자인을 최초로 채택하기 

는 1940年 경의 일이지만 그때 당시 만 하더라도 

그 선택에 어리둥절 했었던 것이다. 결국은 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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者를 택했지만 우리들에게는 당시 設計라고 하 

는 개념이 좁은 의미에서 밖에는 이해되지 않았 

던 때문이 었다고 생 각된다. 지금은 어쨌든 1940 
年代 中葉부터 實驗計劃法이라는用語가 日本 學 

界에 導入되었고 오늘날에는 이것이 움직일 수 

없는것이 되어 있다. R. A. 핏셔에서 비롯되는 

推測統計學의 中核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實驗計劃法이 라는 것 도 현재 로서 는 널리 이 

해되겠끔되어 있다. 統計學의 연구대상으로 하 

고 있는 것은 패턴과 混沌과의 混合體이다. 統 

計的인 인식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즉, 統計的인 

情報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주위의 연구대상에 대 

해서 디자인된, 말하자면 어떤 짜놓은 케이스에 

끼워보지 않으면 안된다. 하나의 예로 配置理論 

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짜놓은 케이스의 設定理論 

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變動 

因 밑에 어느 현상에는 어떠한 항목의 組合配置 

를 적용할 것인가 라는 것은 잘못된 형태라 할 

지라도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의미의 디자인 문제 

•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混沌과 패턴과의 對立 내지는 相互侵透라고 하 

는 생 각은 단지 統計情報에 관한 것뿐이 아니고 

널리 情報學 전체에 연관되는 가장 기본적 인식 

인 것이다. 統計學의 인식구조를 추구해 나가면 

한 편에서는 秩序와 혼돈이라고 하는 개념에 지 

탱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함과 동시에 다른 한 편 

으로는 推測과 制御가 서로 相補的인 관계에서 

존립하고 있음을 감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통계학에서 計劃科學에의 길이 트여진다.

그런데 이것은 實驗計劃法과는 양상을 달리하 

고 있 다. 우선 그것 은 Mathematical Progamming 
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Mathematical Design은 

아닌 것이다. 우리 말로는 모두 計劃이라고 하 

지만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절차를 순서대로 

계획하는 것이 본래의 의미일 것이다.

목표는 설정 되어 있다. 선택의 기준이 되는 

判定基準이 부여되고 있다.

이러한 생활설정 아래에서 어떠한 수단이 채 

용되어야 할 것인지를 數理的으로 캐내어서 추 

구되게 하는 장면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선택된 수단을 어떠한 순서 밑에서 실현해 나갈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장면이 있다. 이것이 數 

•學計劃法의 課題이다. 線型計劃, 動的計劃이라 

는 둥 저명한 이론은 많이 있지만 공통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점인 것이다.

實驗計劃法, 數理計劃法의 2개 計劃이라고 하 

는 것과 관련해서 논술할수 있는 것이지만 經濟 

計劃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디자인도, 프로 

그래 밍 도 아니 고, Economic Planning이 다. 그 

러나 實驗計劃, 數理計劃과는 確實히 다른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여기서는 硏究가 가지는 特性 

즉, 未知의 세계에 대한 탐구라고 하는 성격과 

계획 그것과의 對立이 강하게 표면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情報科學의 계획도 그 과학계획의 

일환으로서 만들어진 것이다.

끝으로 건축계획 그것에 관련을 가진 것은 主 

要 公共建物의 近代化運動에 서 비 롯되 었다. 이와 

같은 건축은 일정한 기능을 가지고 어떠한 조직 

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연구해서 현대적이 

며 멋진 建物을 어떠한 규모로 어떻게 세우느냐 

의 견지에서 검토가 진행되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말한 바와 같이 디자인 프로그래밍， 

디자인 플레닝 둥의 개념이 다소라도 관련된 다 

른 분야의 연구영역은 광범하다고 할 수 있다.

2. 사이버네틱스와 디자인

(Cybernetics & Design)

디자인의 방법이나 사상에 관심을 가지게 된 

관계 학계에서의 생각으로는 이들 디자인에는 

「사이 버 네 틱스」적 인 思考가 필요한 면도 있을 것 

이므로 다수의 젊은 이들에게「사이버네틱스」의 

개 요를 소개 하고 장래 에 대 비 하는 것은 매우 바 

람직한 일이라고 생 각된다.

「사이버네틱스」적인 사고가 디자인론과 곧 잘 

연결지어 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이야말로 우리가 

생 각해 보아야할 문제의 요점인 것 같다.

그런데 건죽이나 도시계획을 하는 분들이「사 

이버네틱스」적인 관심을 갖게 되어 기대를 가지 

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누군가 이 방면의 전 

문가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가 아니었다. 전문 

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디자인이라든가 

도시계획이라고 하는것으로는 도대체 무엇이 논 

의되고 있는것일까관심을 갖게끔되었다. 그것 

을 알아 두면 줄곧 마음에 두어온 계획 면의 구성 

에도 그것이 활용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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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건축관계의 서적을 읽어보면 대체로 情報 

論的인 목표가 매우 광범위하게 취급되어 있다. 

그중에는분명히「N. 쉬 너」의「사이 버네 틱스」견 

해에 준해서 해석하려고 한 대목도 있다.「컴퓨 

터」에 의한 作圖에서 情報理論에 의한 藝術論까 

지도 이미 채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조금씩 알게 되었다 할지 

라도 곧 당면한 목적에는 활용하기가 어 렵다. 

「사이버네틱스」라는 것은 이러한 내용이다. 그 

중 디자인론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누군가에 

의해 채택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생 각에서 였다. 

그러 나 자기 자신의 견해 로서 는 이 것 으로는 아 

무래도 자기에 게 부과된 임무가 완수되어 있지 

않은 것같이 생각된다. 나자신은 이러한 견해를 

가지 고 있었으나 그러 나 그것 만이 었 다고 하면 이 

글은 탄생되지 않았을 것이다. 오늘날까지도 언 

제나 나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던 중심과제는 도 

대체 情報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견지에 두 

고 구축되는 것일까 하는 것이었다. 이 기본적인 

문의에 대해 매우 지지부진한 걸음밖엔 계속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 결과 점점 필자의 마음 

속에 정돈된「이미지」가 생기게 되었다. 어느 해 

인가 大學의 집 행부의 한 사람이 었던 나이 긴했지 

만 동료의 따뜻한 지원에 의해 대학분쟁의 와중 

에서 2주간 남짓 東歐의 某國에서 지낼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것은 巨치■시스템」論의 국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그 기회에 정보학 

의 논리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는 형성할 

수 있는 하나의 試論을 얻었다고 생각하게 되었 

다. 그리고 이 시론에서 도달하게된 견지에서 보 

면 하나는 創造의 理論에의 교량적인 길이 열리 

게 되 고 그리 고 좁은 의 미 의 제 어 뿐이 아니 라 좀 

더 넓은 곳으로 접속될 수 있다고 확산_하게 되었 

다. 디 자인이 라든가 플레 닝 이 라든가 프로그래 밍 

이라든가 하는 주체적인 움직임도 필자로서는 

情報學과의 상호관련에서 취택할 수 있도록 생 

각하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견해는 소위「사이 

버 네 틱 스」그것 이 아니 라 필자의 이 론으로는「사 

이버네틱스」를 넘어선 입장에서의 견해가 중요 

한 것으로서 그것이 있음으로써「사이버네틱스」 

의 思考도 살아나게 되며 뿐만 아니라 디자인이 

가지는 本性도 잘 이해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 

각하게 되었다.

2. 報情學의 構圖

첫째로는 情報學의 대상이 되는 세계가 어떠. 

한 시야에서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 

이다. 여기에「對象」이라고 하는 것은 客體로서 

의 位置확보에 관련하기 때문이다. 가령 정보의 

논리가 전개되는 객관적 인 世界像을 규정하는 것 

은 무엇 인가 하는 것 이 다. 만약 古典力學的인 自 

然觀을 들자면 決定論的인 型式을 전제로 할 것 

이다. 그리고 거기에까지 도달할 수 없는 것은 

인식하는 사람측에 책임이 있다. 인식하는 主體 

의 無智, 인식 의 불철저에 서 由來한다고 하는 견 

해를 갖는다.「라브라스」에 있어서도 이 결정론 

적 인 思想은 극히 명 확하게 보이 며 또「因果는 

꼬아지는 새끼와 같다」라고 한 佛敎의 敎理에서 

도 그것이 보여진다. 그러나 近代科學의 洗辣올 

받은 우리들은 이러한 결정론적인 형식을 이론 

으로서 그리 간단히 전제해서 좋은가 어떠한가 

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의구심을 갖지 않을수 없 

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결정론적 형식 외에는 

보고 있는 것의 존재를 붙잡지 않을 수 없다.

20세기에 들어서서 그것은 학문분야의 여러 가 

지 방면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통계과학의 확립 

은 바로 20세기 前半의 하나의 특징이 되고도 

있다.

결정론적인 형식에 대해서 確率論的인 형식이 

합쳐져 고려되지 않으면 안된다. 궁극적으로 말 

하면 결정론적인 형식을 무질서한 일반적인 것 

중에 온갖 특수한 장면으로서 포착한다고 하는 

사상이 중요하게 되어 있다. 東洋思想으로는 玄 

의 세 계 라고 한다고 하지 만 玄의 세 계 에 서 탄생 

되어 오는 것으로는 秩序와 混沌을 들 수 있다.

이 질서라고 하는 사고는 패턴이라고 하는 情 

報論에서 곧잘 인용되는 개념에 대응하고 있다. 

形（形態）과 型（型式）에의 移行, 上昇이라고 하 

는 것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變換이라고 하는 개 

념이 없이는 進展될 수가 없다. 型을 바꾸지 않 

는 變換을 保型變換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패턴 

認識을 만드는 데에도 필요불가결한 것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한편 混沌에 대해서는 확률의 개념이 중요해 

진다. 여기서는 形 또는 型이라고 하는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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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고 擴大라고 하는 개념이 기본이 된다. 이 확 

대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가 문제가된다. 우선 

사물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을 測定이라고 한다. 

혼돈의 상태를 노정하는 존재에 대해서 測定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측정과 正規 

化된 것이 確率이다. 가령 全空間의 擴大의 크 

기가 1로 나타내게 될 경우가 正規化된 測定이 

라고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 확률을 둘러 

싸고「엔트로피」(entropy)라고 하는 개념이 도 

입된다. 秩序와 混沌을 결부시키려면 어떻게 하 

면 좋을 것인가?

필자는 이에 대해 切斷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써 설명하려고 하는 생 각을 가지고 있다. 어떤 

形을 가진 存在가 있다 하자. 가령 6이 라는 숫자 

가 있다. 이제 6이라는 숫자를 원고용지의 절반 

이나 크게 쓰고 있다. 이 五線괘지는 10X10의 

가느다란 되눈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자.' 그러 

면 1백 개의 되눈 가운데 몇 개인가는 검게 되 

어 있으며 몇 개는 새하얀채이다. 또 어느 되눈 

은 부분적으로 검게 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한 것은 모두 검게 하게 되면 1백개의 되 

눈 가운데 가령 32개는 검고 나머지 68개는 白 

色이 되게 된다.

우리들이 7이라고 하는 數字로서 인정하는 것 

은 이 32개의 黑의 배열이 있는 특정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五線괘지를 이렇게 해서 1백 

개의 되눈으로 절단해서 그 되눈 마다 자유스런 

위치를 살피면 여러 가지의 것이 나타나는 것이 

다. 이 여러 가지라고 하는 것은 이 경우 요컨 

대 32개의 검고 가느다란 되눈의 배치에서 오는 

것이다. 그러한 배치는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인 

지 1백개 중에서 32개를 組合시키게끔 결국은 되 

는 것 이므로 100C 32라는 수가 되는 것 이다. 이 

러한 가능성의 전체의 세계를 생각한다. 특정의 

7이라는 숫자는 이 가능성의 세계에 나타난 특 

정의 배색이다. 이러한 가능한 배치 세계의 근 

저에 전체를 절단해서 구성요소를 만들어 낸다 

고 하는 관념이 있다.

도대체 主體라든가 客體라고 해도 切斷의 개 

념이 있음으로써 비로소 主客의 自己保存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게 된다. 이상의 해설은 거의 

추상적이다. 물론 이러한 추상논의를 계속하려 

면 할 수 있다. 그에 따라「情報學의 論理」로 해 

설하려고 한 것의 뼈대를 그려 나가는 것도 불가- 

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추상적인 해 

설로 과연 정보학의 이미지가 여러분에게 잘 전 

달 되어 질 수 있을 것 인지 그 점에 대해 매우 저 

어하게 되는 것이다. 어쨌든 情報學의 論理로 골 

격이 되는 것을 들어 두기로 한다. 그리고 그 구 

체적인 意味부여는 다음에 논술하는 예를 틍해 

서 이해해 주기 바란다.

(1) 情報개념의 整理

정보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는 질서와 혼돈을- 

對置시킨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절단된 부분의 

배치라고 하는 견해에 따르는 것 이 다. 그리 고 질 

서를 배치의 전제작업으로 이해하고 혼돈을 無 

作爲 配置로서 해석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다음 

의 개념이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①切斷②自己保有③階層化④多樣性⑤無作 

爲性⑥選擇可能性

이와 같은 개념의 구성에 따라 시스템의 논리 

도「미신」의 논리도 일관된 처지에서 설명하려 

고 하는 것。|다. 디자인의 문제로도 본질적으로一 

중요한 創造의 문제도 이들 개념에 관련시키면 

서 설명해야 할 것같다.

(2) 3개의 座標系

情報學의 범주에 들만한 理論, 혹은 정보학과 

관련을 갖는 이론이 되면 通信學, 計劃論, 制御 

論, 시스템論, 言語論, 學習論 나아가서는 經營 

論 둥 아주 다채롭다. 그것들을 접속시 켜 종합 

적으로 취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 것인지 이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중요한 視點 

을 들게 된다면, 실은 이들 모든 분야를 포함한 

전체로서는 상당한 다수에 달하게 된다. 필자가 

가장 노력한 점은 이것들을 個別的으로 끊어 떨 

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어 디 까지 나 동일한 공간 

속에 위치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생각되는 몇 개의 視點을 서로 관련해서 가능한 

限 질서 바르고 또 전망 좋게 늘어 놓는다. 상호 

간에 관련하여 상호규정해 나가는 곳의 視點은 

정돈해서 하나의 座標軸 위에 배열한다. 이렇게 

해서 몇 개의 座標軸이 空間에 생긴다. 이와 같이 

해 서 꾸며 진 座標軸을 몇 개 쯤 모아보면 거기 에 

하나의 座標軸系가 생 긴다. 이 좌표축계는 당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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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個의 座標系 I. n 및 m

(I) 客體軸
第 objectivity
\ 主體軸

焉 subjectivity
赢 實踐軸

系 practice

패 턴
patten

오퍼레이션 
operation

最適化 
optimization

混 沌
chaos

適 應
adaption

安定化 
stability

變 換
transformation

方 略
strategy

學 習
learning

(n) 認知軸
第 cognition
X 評價軸

靄 evaluation
i 指令軸

系 direction

演 繹
deduction

効 率
efficiency

制 御
control

歸 納
induction

信賴性 
reliability

營 存
eizon

發 想
abduction

柔軟性 
plasticity

創 造
creation

制御空間 營存空間 創造空間

（di）第m空間系

한 情報空間이라고 할 수 있는 말하자면 하나의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밖에도 여러 가지의 관찰이 가능할 것이다. 그 

렇게 되면 다른 몇개 인가의 座標軸에서 형성되 

는 하나의 좌표축이 별개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들의 座標軸系에 관한 설명을 첨 

가해 두고자 한다. .

第 I 座標軸系는 主體, 客體, 實踐이라는 對立 

에서 포착하려 는 것 이 다. 문제는 그것 이 정 보학 

의 구성이라는 당면한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특 

수화 되어 있는가라는 점에 관계되어 있는 것이 

다.

第 n 座標軸系는 認知, 評價, 指令의 3座標軸 

은 말할 것도 없이 정보의 기능에 적응해서 座 

標軸인 것을 명시하고 있다고 한다.

第n空間系 이것은 制御, 營存, 創造의 3空間 

에서 형성되고 있다. 그것은 前表에서 보여지듯 

이〔I〕및〔n〕가 横的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대 

해 이것들을 縱列로 나누어 본 것이다. 制御, 營 

存, 創造는 指令軸에 관해서 3개의 視點이었던 

것이지만 이 指令에 나타난「行」의 세계의 관측 

을 이 들의 이 름을 이 용해 서 논술하는 것 이 制御空 

間, 營存空間, 創造空間이라고 하는 것이다. 第 

空m 間系에 있어 구태여 軸이라고 하지 않는 것 

은 각각 6개의 視點을 포함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수학적 인 용어의 채용이 다. 어느 것이나 말하자 

면 약속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3개 

의 관찰을 부여해 놓은 것이다. 이 3개의 관점 

을 각각 어떻게 특징지어야 좋을것인가? 제 I 

좌표축계에서 보여지는 것은 客體이든, 主體이 

든 實踐이든 이 것을 제 U 좌표축계 및 제 HI空間系 

와의 비교 면에서 본다면 여하한 像에서도 이것 

들이 작동하고 서로 작용하게 되는가의 모습을 

그려 내려고 하는 것이다. 對象으로서의 世界像 

의 記述이다. 이에 대해서 第U座標軸系는 대체 

로 정보의 기능이라는 처지이기 때문에 기본적 

으로는 知, 그 자체의 樣相像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제3공간계는 정보의 기능이 對绘世界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표시하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이 렇게 해서 관찰하면 제 I 좌 

표축은 對象化인 것이며 客體像의 空間에 第n座 

標軸系는 機能化이며 主體像의 空間에 第田空間 

系는 設營化이며 實踐像의 공간에 관계하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제 I 좌표축계 

에 사용된 좌표축계의 명칭에 가까이 닮아있는 

것 이 다. 이 와 같은 자기 반복적 인 개념구성 이 야 

말로 주목할 점이 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 

는 계층이 끝없이 反復化하는 가능성을 포함하 

고 있다고 하는 것일 것이다.

AB에서 논술한 바와 같이 모든 개념이 어떠 

한 것인지, 여기서는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않기 

로 한다. 그 대신 이제부터의 논술로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서 그를 설명하고자 한다.

3. 物質 • 에너지 - 情報

더우기 여기서 특히 부언해 두고 싶은 것이 있 

다. 이 글은 情報의 논리에서의 추구를 주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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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다. 그러나 이 각도에서의 추구만으로 디 

자인론이 구명되는 것 이라고는 생 각하고 있지 않 

다. 디자인이 具象化되는 것은 자연계의 물질 에 

너지계를 통해서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일본 

의 가와소에 노부루 （川淘登） 씨 가「디 자인이 란 무 

엇 인가」의 제 2장「物質의 노■래」에 서 뼈 （骨） , 돌, 

흙, 벽돌, 나무, 죽, 둥（藤） 등 또는 유리, 紙, 

金屬, 洋灰, 플라스틱의 모든 것에서 각각 질서 

의 발견, 기능의 분리, 造型意識의 발생, 유크 

릿드 幾何學의 세계, 디자인의 母胎, 전통에의 

결별 등의 項을 해설하고 있다.

그것은 관념의 세계와 道具의 세계와의 깊은 

관련을 표시하는 것이며 형태가 기능을 결정한다 

고 하는 측면도 나타내고 있다. 물질이 갖는 특 

수한 모든 성 질에 뒷받침 되어 정보가 갖는 상술 

한 諸視點이 형성되어 갔던 것이다. 이러한 점 

은 정보의 논리이므로 디자인을 살피고자 하는 

이 글의 한정된 태도로 해서 여기서는 깊이 들 

어서려고 하지 않기 로 한다.

따라서 이 제 부터 전개 하려 고 하는 모든 개념 

군으로서 도 그것 이 具象化되 는 것 은 物質, 에너 

지 계를 통해서이 며 道具, 裝置, 機械로부터 住 

宅, 建築, 都市에 이르는 디자인의 세계는 실로 

情報, 物質, 에너지의 결합체인 것이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면서 정보의 개념을 보편 

적으로 이해하게끔 된 오늘날까지 실은 양성적 

으로는 의식되지 않고 숨겨져 있었다고 할 수 있 

다. 이 글은 이것을 표면적으로 의식하고 여기 

서는 정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접근을 시도하 

려 고 하는 것 이 다.

口 . 切斷과 構成

1. 切斷의 原理

디자인論에의 情報學的 접근의 제 일보로서 먼 

저 절단의 원리를이야기하고 싶다. 구체적인 문 

제는 주위에 얼마든지 있다. 가령 近代建築材의 

진보는「유니 트」「모듀레 이션」의 개 념을 확연히 

드러 내고 있다. 우리들은 이들 개념을 절단의 원 

리에 의해서 전망좋게 이해해 낼 수 있는 것이 

다.

① 유니트의 形成 單位體에의 절단 분리와 단 

위체（유니트）의 결합에 의한 전체의 구성

② 유니 트의 互換性（유니트의 성 질인 同質, 

同形에 의한）

③ 유니트의 결합 가능성

이 3개의 성질에서 等質部分體인 유니트의 결 

합방식에 관해서 모든 自由度가 생겨나온다. 상 

세하게 말하면 다음과 같은 원칙이 세워진다.

① 유니트를 조립해 맞추는 방식은 다양하다. 

이 다양성에 따라서 모든 패턴의 형성이 가 

능해 진다.

② 유니트를 組合함에 따라 모든 패 턴의 형 성 

을 실현시키도록 하려면 結合方法이 필요하 

게 된다.

③ 結合의 방법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連結 

節이라는 것이 도입되지 않으면 안된다.

④ 連結節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각종의 용 

도가 있고 형태 가 있지 만 그 자신이 유니트 

로 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⑤ 이 상 ①에 서 ④까지 의 行程을 미 리 고려 하 

게 됨 에 따라서 단위체 의 作業도 당연히 변 

해온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용하려 

고 하는 連結節이 무엇인지 혹은 형성하려 

고 하는 패턴이 무엇인지 등에 따라서 실은 

等質同形의 單位體 （유니트） 의 作法도 당연 

히 바꿔질 수 있다.

이상과 같은 큰 줄거리 밑에 여기에 관련하는 

몇 개의 논제를 펴보기로 하자.

〔 1〕切斷과 창조성의 水準一일본의 전문가 思田 

彰 - 野村雄二氏 둥은「創造性의 開發」에 관해 서 

3개의 단계적 창조성을 들고 있다.

第1水準…단순한 組合과정의 단계 （非分割 結 

合）

第2水準…일단 분할했다가 다시 바꾸어 組合 

시키는 단계 （分割結合）

第3水準…완전히 새로운 품질을 생산해 내는 

단계

切斷을 기본원리로 하는 우리들의 사고성으로 

말하면 제1 및 제2수준의 창조성의 의미는 실로 

잘 아는 것 이 다.

〔 2〕水平的 思考一「水平思考의 世界」에 서 의「水 

平的 思考의 視覺的 訓練」조항에 여 러 가지 도 

형을 문제로 해서 설정하고 그것들의 分解를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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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여기서「데보오노」씨는 다음과 같이 

논술하고 있다.

① 최초는 완전히 임의로 만든 분해단위가 그 

有用性이 높아짐에 따라서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정도의 實在의 것으로 바뀌고 만다. 이 렇 

게 되면 현실로 그것이 진보를 저해하게 된다. 

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분해단위가 임의의 

산물이라는 것에 언제나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 

다.

② 적당히 좋을 정도로 눈에 익은 分解單位를 

사용하고 그 組合시키는 관계도될 수 있는한눈 

에 익은 것으로 할 것이다. 말하자면 양자 사이 

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밸런스를 저울질해 나가 

는 것이 필요한 것 이 다.

③ 配列장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연히 생기 

는 도형이 거기까지 아무리 해도 설명되지 않는 

것을 설명되게끔 하는 수가 있다. 참으로 우연 

성에 따라서 다른 데서 얻을 수 없는 배 열이 탄 

생되는 것이다. 이 세 개의 손쉬운 命題속에 필 

자가 말하는 절단의 원리의 요점이 포착되어 있 

다고 생 각된다.

〔3〕切斷原理의 적용一이것이 건축 면에 가져오 

는 것은 ①끊어내고 여러 가지로 組合시키는 다 

양성을 위해서 변화를 가능하게 하고 창조의 자 

유를 허용하며, ②절단해 놓았기 때문에 부분적 

인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것 , ③모듀레 이 션 기 술 

의 기 초가 여 기 에 형 성 될 것 , 이 세 가지 가 기 본 

이 된다. 움직이는 기술, 성장하는 건축, 변화 

하는 건축이라는 사상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론 

의 바탕에는 이 ①②③항이 존재하는 것이다.

量產設計의 방법론은 대량생산의 품질관리론 

과 이 절단의 원리와의 두 개로 하여금 종합한 것 

으로 하여 이해되는 것은 아닐 것인지 건축사업 

의 근대화도 前者의 방법론을 받아들임에 따라 

서 規格化에 의해서 코스트 다운의 실현을 꾀하 

고 사회대중에 대해서 손이 닿을 수 있는 주택 

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도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주택은 하나하나 器具와는 달라서 인간 

의 생활,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인 모든 것에 

서 본 전체에 너무나도 깊이 관계되어 있다.

그러므로 일본사람 黑川紀章씨의 「行動건축 

론」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대량생산은 어디까지 

나 수단이며 建築空間의 質을 경시해서는 안된 

다. 그리고「量產建築空間의 質로서는 변화성과 

다양성이 있다」「양산에 수반되는 건축의 부품화 

는 “변화에 대응한다”라고 하는 새로운 質의 추 

구를 가능하게 한다」이들 명제를 가능하게 하 

는 것, 그것은 참된 절단의 원리이다.

이 원리의 적용이 초래하는 것을 다시 구체적 

으로 논술해 감에 따라 소위 新陳代謝의 건축 이 

론의 기초의 어느 부분이 절단의 원리에서 유래 

하는 것 이 분명해질 것 이 다.

① 선택 성 과 교환성•••耐用年數가 서 로 다른부 

품의 교환성 외에 부품의 組合방식의 다양성에 

관해서 선택성이 있을 것, 이것이 시스템으로서 

의 건축의 바리에이션을 가능하게 한다.

②「생산양식의 변화, 가족구조의 변화, 사희 

구조의 변화에 따른 공간의 변화」

이런 것에 착안할 때 여기에 절단의 원리가 적 

용된다. 그것은 변화성이 다른 공간을 각기 별 

도의 단위 로 함으로써「空間單位」를 만든다고 하 

는 思想 건축을 部品으로 분해하는 경우, 각각 

기능적으로 완결하고 있는 경우, 그것을 기능단 

위 라고 부르게 끔 되는 것이다.

③ 모듀레 이션의 기 술「量產建築의 空間이 여 

러 가지 성격의 공간과 갖가지의 耐用年數의 부품 

으로 구성되고 있는 이상 거기에 사용되는〈數〉 

및〈數의 歹D은 스스로 각기 다른 근거와 주장 

을 가져온다」그렇게 해서「材料의 모듈」「설비 

장치의 모듈」이 탄생되어 나온다.「우리들은 항 

상 여러 가지 종류의 전혀 다른 尺度의 꾸밈새」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2. 自己保存의 原理

情報學의 논리에 관한 필자의 해설은 다음과 

같다.

「切斷해서 되는 것이 그것이 자기 보존에 의해 

서「形」내지는「型」을 보존해 나가지 않는 것 

이라면 개념으로서 實在로서 그 존재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 이 原理도 절단의 원리와 마찬가 

지로 너무나도 보편적이다. 切斷, 自己保全 이 

두 개의 원리가 함께 확립된 장면에서 가장 기 

본적인 개념인 곳의 集合(set)이라고 하는 개념 

이 확립된다.

이 思想을 건축디자인에 반사시켜 보면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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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다 具象的인 요소를 흡수해서 그 내용을 풍 

부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거꾸로 건축디자인 

에 있어서의 견해에 정보학 기본논리의 골격을 

移入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都市空間」및「현대의 都市디자인」으로 

제시된 마당의 요소, 도시 시스템에 있어 매개 

의 기술에 관련하는 것이다. 필자는 거기에 포 

함되는 여러 가지의 관측을 다면적이며 示唆에 

풍부한 것으로서 평가하고 있는 셈이지만 여기 

서는 情報學의 論理에서 보아나가면 어떻게 정 

리되는 것일까 하는 관점에 대해서만 살펴 보기 

로 하자. 그 중에서 자기 보존의 원리에 관련하 

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점에 관점을 집중해 보 

고자 한다.

① 마당(庭)의 구성요소로서 예거되는 것 중에 

'「區切짓는다」(to devide),「에워싸다」(to enclo
se), 「잇 는다」(to conect),「지 탱케 하다」(to su
pport) ,「감싸다」(to cover) 는 절단과 자기 보존 

과의 두 개의 원리의 건축디자인論的인 표현이다.

② 절단과 자기 보존이 가져다 주는 의미는 

정 보가 갖는 기 능에 서 논급해 가야 하는 것 이 다. 

이 점에 있어 ①이란 混在시키지 않는 편이 알기 

쉽다. 機能論에서 거론되어야 할 것은 都市디 

자인 硏究의 용어로「効果의 要素」라고 호칭되 

는 것의 일부가 있다.「지배하다」(dominating), 
'「鼓舞하다」(comparing),「가르킨다」(indicating) 
T象徴」(symbolizing) 둥이 여기에 위 치 하게 된 

다. 이것은 소위「要素」다운 것은 정보를 나르 

는 것으로서의 건축물의 機能論에 들어가서 비 

로소 규명되는 것이다.

③ 자기 보존에 관해 서 物質 • 에 너 지 系에 서 의 

고찰이 당연히 필요하다.「土地를 만든다」(buil
ding newland), 「氣候를 만든다」(conditioning 
the climate),「壁올 만든다」(building the wall) 
등은 그 범주에 속한다. 媒介의 기술로서 들어 

지는 것을 보면 정보의 논리에서 이해될만한 것 

과는 구별해서 이것은 분리해 놓는 편이 좋지 

않을까 생 각된다.

3. 構成의 原理一處地의 解明

切斷과 自己保全에 이어지는 것은 構成의 原 

理이다. 시스템의 論理 그리고「머신」의 논리가 

그렇게 해서 점차로 만들어져 간다. 그러면 건 

축이나 都市의 디자인에 있어서 구성의 원리는 

어떻게 구체화되는 것일까. 이러한 視野에서 전 

망해 보기로 한다.

그러면「시스템」이나「머신」이라 해도 이것이 

과연 건축디자인이나 도시계획을 하는 여러분이 

느끼는 대로 시스템 디자인이나 머신설계와 同 

一視해서 좋을 것인가? 이러한 의문이 생길 것 

이다. 거기에 우선 대답해 두어야 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情報學의 構圖」에서 전개한 

「시스템」이라든가「머신」이라든가는 보통 말하 

는 의미보다는 훨씬 廣義로 해석해 놓았다. 거기 

에는 制御 뿐 아니라 營存도 있고 創造도 있다. 

이와 같은 시점을 포함해서 구축해낼 수 있는 構 

成原理를 시스템이나 머신에서 출발하여 생 각하 

려고 하는 것이 필자의 의도인 것이다.

이 의도에서 말하면 이제부터 다루려고 하는 

구성의 원리에 관해서는 이 원리에 속하는 구체 

적 인 모든 방법을 통털어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 

급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에 따라서 건축가, 都 

市계획자가 이미 지적되고 있는 갖가지 技法 내 

지는 이론을 情報學의 이론 속에 자리잡게 하도 

록 시도하고 싶다. 만약 다행히도 그와 같은 試 

論이 그 방면의 여러분에게 정보학에 대한 기대 

를 유발시키는 起因이 된다면 장차 이 방면에서 

정보과학의 이용이 보다 체계적으르 성립로•기느 

않을 것인지.

그러나 필자의 기대는 정보학에서 건축 도시 

의 디자인이라고 하는 방향만이 아닌 반대방향 

에도 있다. 즉, 건축• 도시의 디자인 계획 둥의 

고찰에 서 정 보학 논리 의 진행 방식 을 바꾸어 서 검 

토할 기회를 여기서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닐 

는지 ? 거 기에서 정 보학이 반대 로 반드시 매 워 

질 수 있을 것이 틀림없다. 그런 현상은 반드시 

이제부터 문제가 되는 각종 시스템의 설계론에 

대해서도 유력한 시사를 주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러한 관점은 두 개의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 나 이 두 개의 기대가 어디 까지 실현될 것 인 

가는 구체적 인 방향설정 없이는 말이 될 수 없다.

그러면 구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당면한 목 

적을 위해서도 좀더 분석해 보아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절단과 자기 보전과의 관련에 있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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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적극적으로 構成의 原理를 규명해 두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예거해 두지 않을 수없는 

것은 다음 세 가지이다.

① 連結의 方法

② 配置의 方法

③ 形成의 方法

이들 방법에 의해서 구성의 원리가 구체화 되 

기 때문이다. 그리고 건축디자인에는 이 범위에 

들게 되는 것이 이미 거론되고 있는 것은 주지하 

는 바와 같다. 그래서 이들을 방법론의 관점에 

서 건축가, 도시계획자에게 지적되어 있는 역점 

을 관망해 보고자 한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한 가지 여기서 

논술해 두고자 하는 것은 構成의 원리는 걸핏하 

면 空間에 관련시켜서만 고려되고 있지만 실은 

시간의 視點도 여기서 고려해둘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 이 다. 靜的인 존재 에 관해 서 의 연결, 배 

치, 형성은 알기 쉽지만 動的인 존재에 관해서 

도 우선 연결, 배치, 형성을 보아 나가지 않으 

면 현대의 建築, 都市는 모를 것같이 생 각된다. 

본시 같으면 양자를 포함해서 이들의 방법론을 살 

피는 편이 이론적으로는 명쾌한 것이지만 여기 

서는 편의상 먼저 ①에서 靜的存在에 관해서 ② 

에서는 방법의 내용을 전개하고 이어서 靜的존 

재에 옮기고자 한다.

in. 構成의 原理

1. 靜的인 存在에서의 展開

(1)連結의 方法

新陳代謝의 建築理論을 전개하는 건축가는 우 

선 기본적으로 절단의 원리를 채용하고 있다. 

이것은 필자나름대로의 표현이지만 곧 이에 덧 

붙여야 할 것은 구성의 원리로서 무엇을 채용하 

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점을 

터치해 오지 않은 것은 원리적인 論點이 불명확 

하게 되는것올 염려해서이다. 切斷의 기술이 의 

미를 갖는 것은 構成의 기술이다.

유니트의 형성 모듀레이션의 채용도 연결의 기 

술이 있음으로써이다. 예를 들어 일본의 黑川紀 

章씨 는 連結杆 (comector) 의 개 념 을 설 명 하고 있 

다. 이는 靜的 反應에서 뿐만이 아니라 運動이 

나 動的 反應에 대해서도 意義깊은 것 이 다. 예를- 

들면 안정성이라는 개념으로 보아도 靜學的인 

의미가 중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動的 安 

定性에도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連結杆에서도 

같은 것 이 다.

그런데 그러한 넓은 시야에서 連結杆을 이해 

하는 것이 필요함과 동시에 너무도 보편적이어 

서 오히려 소홀해질까가 염려되는 것이 이 연결 

의 방법인 것이다. 그래서 한 번 그것이 기본적 

인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이번에는 그 확장 

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매개의 기술로서 예거되고 있는 것 가운데 특 

히 여 기 서 들어 야 할 것 은 다음 세 가지 이 다.

① 結合한다 (Creating functional groupings).
② 結節點을 만든다 (fixing the hubs of

activities).
③ 連結을 짓는다. (joining the links)
즉, 이질적인 것의 결합은 연결이라는 개념으 

로 생 각하고 싶다.

이 3개의 기술이 연결의 방법으로서 이해되어 

야 할 것은 구태어 설명을 필요치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여기서 어느 정도 주석을 달 

아 둘 필요가 사실은 있는 것이다.

첫째, 이 기술은 都市디자인 편에서 운위되고 

있으나 건축에서는 그다지 강조되고 있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는 것이다. 아마도 건축 

재를 연결시켜서 건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都市디자인으로 진행되려면 기술로서 이것이 채 

택된다.

둘째, 여기서 채택된 ①②③의 3개의 방법에 

관해서는 도대체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그것을 

달성 할 수단으로 이 같은 방법 이 사용되는 것 인 

가를 지금 여기서 이야기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주의하고 싶다. 그것을 부여하는 것은 고차적인 

槪念系에 속하는 것만은 여기서 주의해 두어야 

한다. 더 말할 것 도 없이 그 고차적 인 개 념없이 

는 이해 할 수 없다. 그러나 이같은 것은 계획 

의 근본에 저촉되는 것이며 소위 계획론의 이해 

가 어떻게 행해지는 것인가에 관계되어 있다.

세째, 이러한 방법을 구체화하는 것을 찾아내 

어 두지 않으면 안된다. 이점에 관해서는 關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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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레 이션의 기술을 位相 모듈이라고 하고 있 

다.「〈關節의 모듈〉이를 테면 결합부분의 尺度 

規格이〈部品交換〉을 가능하게 하고 또 量產설 

계에 있어 디자인의 自由度를 높인다」고 지적되 

어 있다. 이것은 솔직히 말하면 참으로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당연한 것이지만 거기에 표시된 

원리적인 관점이 여러 가지 시스템의 설계에 달 

리 는 都市디자인에 잘 이용되고 있는지 어 떤지 ? 

우리들은 건축재료의 量產化가 導出한「關節모 

듈」의 개념이 널리 활용되어 마땅한 것이라고 생 

각하는 것 이 다. 일본의 黑川씨는 變化의 造型一 

關節의 設計에 있어서 이 사상을 다시 깊게 연 

구하고 있다.

(2) 配置의 方法

정보의 논리에서 말하면 배치에 있어 기본이 

되 는 것 은 無作爲配置와 패 턴配置라고 하는 것 이 

된다. 패턴 배치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을만큼 自明할 것으로 생 각되지 

만, 다른 한편 無作爲配置 둥이 이러한 데 둥장 

하는 것은 실로 자리를 잘못 차지한 것같이 생 

각될는지도 모른다. 어서어서 퇴장시켜야 할 것 

같이 생 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른다. 가령 도시 

의 양상을 보면 특별한 計劃都市는 별개로 치고 

보통 都市에 자연히 발전하는 패 턴 配置 둥으로 

모든 것이 설계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首都 서 

울 등은 패턴에서 멀리 동떨어져 있는 것은 확 

실하다. 대국적으로 보면 無作爲的인 배치의 요 

소 일지라도 사실상 확실히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 겨진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적으로 어 

쩔 수 없이 성립되어진 것이다.

이를 테면 적극적으로 無作爲化의 방법이 채택 

되어 있다고 하는 이 념은 약간 발견되지 않는 것 

같이 생 각된다. 無作爲化 둥이라고 하는 것은 실 

험계획법에서는 기본적인 방책이지만 그 밖에 그 

만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향이 없는 것 

같이 생 각되는 것이 다. 그렇지 만 극히 중요한 것 

은 시스템의 學習性, 적응성, 柔軟性을 만들어 

내 려 고 하면 原理的으로는 패 턴 배치 만으로 이 에 

대응해 나갈 수는 없을 것이라는 基本原理를 잘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원리적인 이「아스펙 

트」에 관해 建築學者, 都市計劃學者의 계통적인 

論究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無作爲 

配置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실은 그렇 

지 않다. 실제로 이미 채택되어 있는 것이다. 이 

러한 사실을 고려에 넣는다면 다음과 같은 構造 

에서 配置를 보아나갈 수 있다.

(1) 無作爲配置一「대체로 同質同大의 하나의 

통일된 상징적인 外部空間을 만들어 내는 技法」 

으로서 이것을 채용하고 있다. 任意라고하는 것 

은 無作爲라고 하는 것에 해 당한다. 統計學에서 

도 無作爲標本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을「우박」 

라고 하며 By-choice system。］ 라고 하고 있으 

나 필자는 “Random collocation”이라고 하고 싶 

다. 명칭문제는 어찌되었든 偶然性 속에 적극적 

인 가치를 인정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중 

요한 점이다.「쓸모(機能)로서는 갖가지 형식의 

사람들의 흐름과 동시에 일어나는 몇 개의 흐름 

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한 것이다.

풀어서 말한다면 특정한 돌(石)의 배치 패턴이 

라면 특정한 사람의 흐름 둥에 대해서는 곧잘 

대응하고, 쓸모(用)를 나타내는 데는 편리할 것 

이다. 그러나 어떠한 흐름이 일어날 것인지 모 

르게 되면 특정의 패턴 배치로는 뒤끝에 걸리게 

될 것이다. 그것들에 대립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떠한패 턴 배치로도되지 않는다. 은연 중에 도 

달하는 것이 無作爲配置인 것이다. 이것을 통계 

학의 실험배치계획으로 無作爲配置에 따라서 관 

리할 수 없는 要因, 추측의 대상이 되지 않는요 

인 둥의 존재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책이 진실로 

無作爲化 (randomization) 에 해당하고 있는 것이 

다.

「우박」의 技法에 접속해서「바느질」이라는 技 

法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것도 飛石의 기본 

적인 배치기법이라고 불려지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 본질은 軸線이 있어 그 주위에 있어서 無作 

爲配置라는 것에 의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軸線이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직선에 한 

하는 것은 없다. 휘어서 구부러진 것도 좋다. 

「자유스런 動線에 沿해 서 要素를 훗뿌리 는 技法」 

과 같이 이 훗뿌린다고 하는 점에서 無作爲配置 

의 적용을 볼 수 있다

〔2〕패턴 配置를 廣義로 해석하면 대단히 광 

범하게 되어버린다. 여기서는 즉, 공간의 幾何 

學的인 배치의 패턴을 의미하고, 더욱 건축 그 

자체의 것의 패 턴을의 미 하고 있다. 이 2중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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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밑에 한정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공간은 아 

디고 시간을 포함하는 관젇에 관해서는 다음에 

이야기 하기로 한다. 우리들은패턴 배치를 형성 

의 방법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와 같은 한정 밑에서 말하더라도 실은 패 턴 

배치에 관한 것은 너무나 많다. 그것들 전체를 

무엇이라고 할 수 있올까? 空間의 패턴 그것은 

환언하면 공간에서 짜내는「리듬」이라고도 할만 

한 것이다. 패턴은 애당초 공간에 관련하고, 리 

듬은 시간에 관련하고 있다. 時空의 관련을 절 

단할 뿐 아니라 그것을 거꾸로 해서 空間的인 

리듬, 시간적인 패턴이라고 부르는 외에는 적당 

한 용어도 없을 만큼 그것은 기본적인 개념이 

다. 그것을 具象하는 것은 따라서 모두가 多種 

多樣하다. 그 몇 개인가에 관해서 다소나마 정 

리해 보고자 생각한다.

① 平行化……이 개념 속에 들어 가는 것은方 

位, 林立, 平行, 縱横으로 엮어 늘어 놓는 것 둥 

이 열거된다. 平行이라는 개념은 모든 것에 공 

통되어 있기 때문에 필자는 이것들을 평행화로 

묶고 싶은 것이다. 평행화는 모두 無遠點을 전 

제로 하고 있는 것은 유클리드幾何學과 非유클 

리드幾何學과의 公理系와를 비교하면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無遠點은 地球上에 있는 것인 

가? 實은 어디에도 없다 어디에도 없기는 하 

지만 그것이 패턴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 

로되어 있다,

그것은 思想的으로 볼 필요도 있고 또 機能的 

으로 볼 필요도 있다. 이를 따로 따로 떼어 놓 

고 2개의 방향에서 관찰을 했기 때문에 두 개의 

관찰을 묶어 놓으면 인류사회의 기본구조에 생 

각을 굴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상세히 말 

하면 필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하고 싶다.

어느 시대에도 都市를 만드는 데 요구된 것은 

都市의 심벌이라고 건축가는 지적한다. 市民사 

회에 있어서 市廳舍封建社會에 있어서의 城이 그 

것이라고 한다. 동시에 그것들은 기능의 중심이 

심벌화된 것이다. 그러면 평행화의 根源은 무엇 

일까 라고 묻는다면「우리의 都市空間」은 말한 

다.「神은 都市 속에 자리를 갖지 않는다」方位 

에 의해서 표시되는 방향, 그것이 그 자리라고 

간주되고 있다. 그래서 4神相應은 東一靑龍, 西 

一白虎, 南一朱雀, 北一卒武라고 각기의 방위 

를 조종하는 神이 있다고 한다.

絶對軸 方位에 의한 구성이 명확히 보이는 것 

은 平安京이라고 한다. 방위에 대해서 성 립된다 

고 하는 것은 하늘 높이 축조해 올려가는 것이 

다. 그것은「하늘로 오르려고 하는 동경, 그리 

고 하늘로 오를 수 없었던 恨嘆을 나타내고 있 

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無窮한 遠點이 構造主義 

的으로는 摘出되어 좋올 것이다.

기 능적으로 말하면 방위는都市활동 면에 있어 

人的 物的 흐름을 제어하는 방책이라고 할 수 

있다. 林立도 通風, 採光의 면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기능적 관념에서 立場을 바꿔 

나가면 直交하는 2軸의 설정에 의해서 單調性을 

깨뜨리고 더우기 自由度를 증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神話的인「브엘」은 벌써 내버려진 

것같은 것이다. 그러나 패턴임에는 변함이 없 

다.

② 階層化一이 공간 패턴은「안에서 바깥으로 

향해서 단계지어지고 있다」는 것이 패턴으로서 

의 특징이며 그리고「우리의 都市공간」이 지적 

하는 바와 같이 그 중심에는「권위의 심벌」이 

두어져 있었던 것이다. 古宮, 城廓 어느 것이 

나 상징화되어 간다. 그리고 이 저서에 지적하 

는 바와 같이 中心核의 상징성은 바깥으로 향해 

갈 수록 약해지며 공간의 형성 력도 쇠퇴한다.

③ 布石一①및 ②에 있어서는 中心점이 있다. 

①은 無窮遠點이며, ②는 中心核이라는 차이는 

있다고 해도 각각 단순히 1점이 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의미에서의 중심점이 複數個, 存在하는 경 

우에 있어서의 배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都市空間」은 이것을 설명하여 공간의 

주요구성요소의 세력권 조성으로 공간의 골조를 

만드는 방법을 술회하고 있다. 이것을 바둑에서 

첫번째 돌을 놓는 것에 비유해서 「布石」이라고 

말하고 있다.

布石의 개념을 이제 조금 일반적으로 고찰해 

보도록 하자. 複數의 중심점, 위치의 상호 규정 

방법으로서 布石되는 것을 살펴 보고 싶다. 그 

렇게 함으로써 포괄된 배치를 거론해 보자.

① 균형을 맞춘다.

② 틀리는 모양

③天地人

여기서는 어느 것이나 동양적인 美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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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우리의 건축가가 지적한 가운데서 빼내어 

논술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 외국의 건축에 

관해 말하면 좀더 엄밀한 幾何學的인 對稱패턴 

올 수많이 예거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印度의 

「타자마 하루」의 透築의 아름다움을 幾何學的 

패 턴으로서 論하는 것은 우리들에 게도 흥미 가 있 

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해야 할 것은「우리의 者B 
市空間」에서 지적되어 있는 다음의 모든 점이다. 

독자는 이 글에서 앞서 無作為配置의 효용올 논 

술한 점을 다시 한번 여기서 읽기를 바라고 싶 

다. 거기서 논술한 원칙적인 입장이 패턴의 구 

성배치에 있어서도 실은 進入되고 있는 것이 오 

히려 특징인 것을 간파해 주기 바란다.

①「이와 같이 해서 (布石에 따라) 만들어지 는 

형태는 다이 나믹 • 밸 런스라고 하는 자유형 이 될 

것이며 이에 따라서 형성된 공간은그 자체의 변 

화 혹은 움직임을 수반하는 이용 둥에 대해서 충 

분히 적응할 수 있는 성격을 갖는다」

②「우리 나라에서는 비록〈심메트리〉구성이라 

도 거기에 쐐기를 넣어서 左右對稱을 깨뜨리도 

록 의도한다」「심메트리는 완성 때에 있어서는 

•완전하지만 약간의 변화에 의해서 전체구성은무 

너지고 대단히 불안정하다」「軸을 가짐에 따라 

구성의 자유도 생장변화의 자유도는 매우 제한 

된다」「다이나믹 • 밸런스에 의해서 안정을 보전 

하는 것은 용이하다. 조그마한 요소에 의해서 

전체를 긴장시켜 놓는 것은 가능하며 생장변화 

•한 때에 전체구성이 당초의 의도와는 다른 것이 

되더도 전혀 털어버려지지는 않는다」고 하는 대 

목에 주의해 야 한다.

〔3〕環境과의 交互作用〔1〕및〔2〕가 건축물 

그 자체의 배치에 관련된데 대해서 환경과의 교 

호작용을 통해서 공간을 만들어 내는 技法이 있 

다. 건축가는 여러 가지로 그 예를 나타낼 것이 

지만 우리들이 보아도 전망이 없는 것이 확실하 

다.

⑴ 空間의 創J造 (imaginary space)
〔2〕生捕(borrowing space)
이것은 우리의「都市空間」에서 충분히 해설되 

고 있다.

(3) 形成의 方法

•필자는 배치방법의 하나로서 패턴 배치를 포 

함시킨 것이지만 이것이 즉, 형성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두었다. 상술한 설명으로 인 

용한 구체적인 예는 모든 전문가의 해설에 업혀 

있는 것이지만 이들 전문가 중에서 或者는 배치 

라고 하고 或者는 形成이 라고도 한다. 패턴 배 

치로서 논하게 되는 한에 있어서는 형성의 방법 

은 상술한 바와 같이 생 각하는 것 이 다. 그런데 

도 불구하고 형성의 방법을 여기에서 자세히 논 

술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은 生成의 방법이라 

고 하는 개념과도 이 형성의 방법은 연락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범주에 있어서는 생성의 방 

법의 존재를 의식한 다음의 형성의 방법이 아니 

면 그 全體像은 붙잡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 

다.

①結合 ②配置 ③形成 ④生成一 그러한 개념 

개열 밑에 ③은 있는 것이다. 下限으로서의 배 

치, 上限으로서의 生成이 양자의 성격을 몇 개인 

가씩 갖는 것으로서 ③을 규정하는 것이 실은 

바람직할 것으로 생 각된다.

더우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일은 있그것은 

지금까지의 論議 가운데에서도 이미 패턴 배치의 

意味論 이를 테면 형성의 의미론에 저촉되지 않 

을 수는 없었던 것을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은 입장을 추구해 나가면 情報의 

第2座標軸系에의 침투는 당연한 것이며 디자인 

이 이 좌표축계에 어떠한 投影을 특정적으로 갖 

는가는 당연히 의식하게끔 된다. 이 좌표축계 중 

에 認知軸과評價軸을 구성하는 부문공간에 있 

어서 디자인은 의미를 갖는 심벌에 의한 표상이 

라고 하는 것을 허용하게 된다.

이것은 의미론에도 접속해 있다고 하는 것이 

다. 이 접속이 또다시 추진되어 都市공간의 심 

벌 해석에로 발전해 간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 

다.

「K・ 린치」의「都市의 이미지」를 이러한 이해 

밑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닐는지 結合에서 配 

置, 配置에서 形成그리고 여 기에 있어 한 편에 

서는 生成의 문제에 연결되고 다른 편에서는 의 

미의 문제로 이어져 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吋創造 中 論理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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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캘 린더 디자인의 現況과 方向
Current status & direction of calender design in Korea

金 慶 淑
梨花女大 大學院 • 그래 픽 디 자인전공

1.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캘린더

커뮤니케이션이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유기체와 지식, 정보, 의견, 신념, 감정들 

을 공유 또는 공통화하는 행동이라 하겠다. 또한 커뮤 

니케이션의 정의는 유기체들이 기호(Sign)를 통해서 

정보나 메시지를 주고 받아 서로 공통된 의미를 찾고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과 행동이다①.

케네스，버크(Kenneth Burke)가 인간을, 상징을 만 

드는 동물로서, 상징올 사용하는 동물로서, 상징을 잘 

못 사용하는 동물로서, 분류 정의하고 있듯이 역사를 

통해서 조직 이 나 각 개 인들은 사람들이 그들올 좀더 좋 

게 인식하도록 시작 심볼 (Symbol) 을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해 왔으며 기업은 그들의 제품임을 알리기 위해 문 

자로 표현하기 어려운 때나 시각적으로 단순한 추상적 

표현을 위해 심볼을 이용해 왔다.

인간은 커뮤니케이션올 통하여 서로 공통된 의미를 

조성하고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서로 협동 

하면서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있다. 그러므로 커

① 차배 근(1976), 「커 뮤니 케 이 션학 개 론」(서 울 : 세 영 사), 

뮤니케이션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사회조성원들 

사이의 협동을 통한 사회유지 기능이라 하겠고 커 뮤니 

케이션의 효과적 전달올 위해서는 전달의 상대를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상대의 욕구 

를 잘 이해한다는 것은 그 만큼 전달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는 것이 되며 상대방을 안다는 것이 직업분석 

이나 지식의 정도, 경제의 척도만으로 규정되어질 수 

는 없다. 지식은 사람이나 사물 또는 사회제도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태도는 새로움 

을 발견하고 이것을수용할지식올위한 추구에도 영향 

을 미쳐 서로 연쇄적인 작용을 하게 된다. 이에 시 각 

디자이 너들은 그들의 의 사를 시 각언어를 통하여 호소 

하고 기업체에 대한 바람직한 반응과 그들의 의사전달 

의 문제를 연결시 켜 해결해야 한다. 또한 이 의사전달 

은 일반대중의 근본적인 자극적 욕구를 충족시키 기 위 

해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제공해 야 했다..

그래픽 커뮤니케이션은 의미의 전달을 위해 심볼의 

사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의미는 상징에 있는 것이 아 

니고 이를 자각하는 의미해석에 좌우된다.

우리의 일상환경에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인지하는 

행위는 여러 가지의 감각을 통해 받아들여 진다. 감각 

에 대한 자극은 우리에게 연상작용을 하게 되 며 우리 

가 경험한 사건들과 사물을 분류하여 인지한 사실들에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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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작용하면서 스스로의 의미를 정립한다②.

예를 들자면, 사람들은 청 량음료의 범주에 우선적으 

로 코카콜라를 넣고 다음에 여러 가지 청 량음료를 고려 

한다. 즉, 그들이 청 량음료를 생 각할 때 우선 콜라를 

생각한다. 세븐• 업③ 생산자들은 여러 선전을 통해서 

그들이 상품을 콜라가 아닌 것 (Uncola)으로 독립 하게 

끔 시도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청 량음료를 콜라와 

콜라가아닌 것, 그리고 기타의 것으로 분류하게 되었 

다. 이렇게 하여 세븐 • 업은 다른 범주에서 독립된 새 

로운 의미를 갖게 되 었다④.

사람이 판단한 대상의 의미에다 인쇄나 다른 감각을 

통해 재현된 대상으로 새로운 감정을 더해주고 새로운 

의미를 제시해 줄 수 있으며 캘린더 역시 기업의 아미 

지 를 C.LP. (Corporate Identification Program : 기 업 

이미지 동일화 계획)나 기업의 경영철학에 의거한 메시 

지를 시각적으로 전닽해야 하는 미디어로서 의당 그메 

시 지 를 시 각적 개 념 으로 시 각화해 야 하기 때 문에 기 업 

의 커뮤니케이션 계획의 영역에 속한다고 하겠다. 캘 

린더는 특히 기업이 정규상업성 미디어를 통해 이야기 

하는 모든 광고매체 중에서 유일하게 기 업의 기본 철 

학을 상업성에 구애됨 없이 전달할 수 있는 특성을 가 

진 매체라 하겠다. 그러므로 캘린더는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적 개념을 염두에 두고 제작되어야 할 것이다.

1. 캘린더의 정의

캘린더라는 단어의 뜻은 일년 중의 시력 즉 월, 일, 

절후, 요일, 행사일, 해의 출몰, 달의 차고 기울음, 일 

식, 월식 둥의 사항을 날짜를 달아 적어 놓은 것⑤ 이 

라 되어 있다. 또는 과거에서 미래로 끊임없이 흘러가 

는 시간을 인간생활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단위와 주기 

로 나누어서 나타낸 시 간제도를 말한다⑥고 되어 있다. 

달력은 문화생활을 규칙적으로 하기 쉽게 날짜를 짝지 

어 놓은 방법인데 이는 역사적 과학적 목적과 더불어 

종교적인 관측방법이다. 캘观더라는 말은 라틴어의 

「Calendarium」에 서 나온 것 인대 이 는 이 자기록부, 회 

계장부라는 뜻이 다. 그런데 이 말 자체는 CalendM또는 

Kalenda) 에 서 유래 된 것 이 다. 이 는 장날 연회 둥 어 떤 

사건이 생 기는 날인 로마력의 첫째일을 말하는 것 이 

다⑦.

② Arthur T. Turnbull and Russell N. Brird (1975) The 
Graphics of Communication (New York: Holt, Reinhar 
and Winston), p. 9

③미국청량음료이 름
④ Turnbull and Brird (1975), p. 9
⑤ “달력 ”「한국어 대 사전」, 1976, p. 390
⑥ “달력 ”「세계 대 백과사전」, 제5권, 1975, p. 403
⑦"Calendar," The New Encyclopedia Britanica, 15th 

cd, W, 1975, p. 595

캘린더의 발전을 아는 데는 연대기의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시간을 일정한 간격에 놓고 셈하는 것과의 관 

련성 때문이며 이것이 날짜타는 것으로 사용하게 되었 

다. 또한 어떤 문명이든지 농업, 상업, 가정 또는 다 

른 이유로 기간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필요에서 발전된 최초의 실용적인 캘린더가 이집 

션이 었고 서유럽에서 1,500년 이상 쓰여져 쥴리 안 캘 

린더 로 발전한 것 이 로만이 다. 그레 고리 안 캘 린더 (Cre 

gorian Calendar)는 지금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 가장 

발전된 것인데 이는 달과 해에 의해 생기는 종교적인 

축제의 날올 전부 한 체제 속에 나타내 주고 있기 때문 

이다. 이러한 달력의 체계가 복잡한 이유는 달의 현상 

과 해의 움직임의 기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 

나 여러 날의 규칙적인 회전과 그들의 적응에 따라 비 

교적 간단한 규칙으로 1년에 30초 미만의 오차를 가지 

고 있다.

시간의 흐름은 매일같이 반복하여 바뀌는 낮과 밤에 

의하여 분별되어 진다. 사람은 이 런 시간의 흐름에 의 

하여 활동시간과 휴식시간을 구별했다. 이리하여 원시 

시대부터 하루라는 단위의 시간올 중요하게 여겨 왔고 

하루하루가 지 남에 따라 달의 모양이 이 즈러 지 고 차는 

주기에 따라 1개월이라는 단위가 생겼다. 특히 요즈음 

과 같이 문명의 이기가 없었던 때에는 밤이라는 시간 

동안은 달빛에 의존해야 했다. 그러나 위도가 낮은 지 

방에서는 계절의 변화가 뚜렷치 않아 1년이라는 단위 

를 느끼지 못했지만 이집트 지방의 나일강이 일정한 시 

기에 범 람함에 있어서 1년이라는 주기에 관심을 갖게 

되 었다. 한 편온대지방에서는봄, 여름, 가을, 겨울의 

바뀜을 뚜렷이 느끼므로 1년의 주기가 생활과 중요한 

관계가 있음을 알았다. 특히 농사를 짓게된 후부터는 

1년의 길이를 정확히 측정하여 계절의 변화를 민감하 

게 파악할 필요가 스스로 생기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일, 월, 년의 단위가 생기고 이것을 적당히 꾸며서 여 

러 형태의 책력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이 책 력은 계절의 변화와는 무관하게 달의 운 

행만을 기준하여 만든 태음력과, 1년의 길이를 태양의 

운행에 맞추어서 만든 태음태양력과, 태양의 연주(年 

週)운동을 기준으로 하여 만든 태양력 등으르 나누어 

구별할 수 있다.

주기적으로 닥치는 자연으로부터의 재난을 알리고 

하루하루를 되돌아 보기 위해 캘린더는 무엇을 의 도하 

고 있는지 명확히 표현되어야 하며 기업은 캘린더가 

인간생활에 시 간적 기준과 계획성있는 생활을 하게끔 

하는데 도움올 주어 야 한다는 자세 를 가져 야 하며 이 

자세가 곧 기업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번영된 기업은 일반대중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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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어떤 형태로든지 일반대중에게 이윤올 환원시켜 

야 한다고 본다는 캘린더는 환원되어야 할 적절한 매 

체가 아W 수 없다. 최근 인간성 상실과 자연으로부터 

의 소외라는 시점에서 캘린더의 그림이 생활에 여유를 

주어 윤태하게함은 인간성 부활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 

는 점으로도 인식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이너 

는 캘린더가 단순한 기업의사의 전달매체로써 뿐만 아 

니라 더 나아가 인간의 정신적 사고를 위한 도구라고 

해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디자 

이너는 캘린더를 더욱 진정한 의사의 정확한전달올위 

한 새로운 표현방법의 추구라는 입장에서 보아야 할 

것이 다.

캘린더를 판매분야에서 볼 때 1년 동안 기업체의 판 

매 원과 같은 판매 촉진효과 혹은 P.R. 매 체 로서 의 판매 

분야를 밀어 주는 광고의 효과를 갖는다.

광고란⑧ 사람의 주의와 관심을 끌기 위해 어떤 사 

실을 알리는 고지적인 행위를 뜻한다. 이리하여 광고 

는 현대 정보시대에 있어 더욱 더 필요함은 물론 기업 

체와 소비자와 판매업자에게 필요충분조건으로 연결된 

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캘린더는 채력을 명확히 표시 

하는 기 능적 물질주의 (매 카니 즘)에서 출발했기 때 문에 

기업이 캘린더를 선전매체로서 활용하고자 함은 당연 

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광고와 선전의 다른 점은 어떤 목적을 위하 

여 그에 관계되는 정보와 지식을 많은 사람에게 제공 

하여 일정한 목적에 알맞는 행동을 유도하는 것으로 

선전은 상업목적 이 외에 사상이나 정치적인 것도 포 

함되어 있어서 광고에 비하면 상위개념에 속한다⑨.

광고매 체 란 광고酬 용을 대 상자에 게 전달하는 수단을 

말한다. 광고 매체에는 직접적 매체, 간접적 매체, 시 

각 매체, 청각 매체, 시청각 매체, 후각 매처〕, 장기적 

광고 매체, 단기적 광고 매체, 전국적 매체, 지방적 

매체, 구매시점 매체로 구분되어 있다⑩.

일반적으로는 신문, 잡지, 라디오, 텔리비젼, 영화, 

옥외광고, 교통광고, 우편광고, 점포광고, 비라, 카타 

로그, 프로그램, 노벨티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가지 

분류 중에는 본고에서 다루는 캘린더는 전자분류 중에 

서 직 접 적 매 체 에 속하고 후자분류 중에 는 노벨티 에 속 

하고 있다.

또한 Advertising Specialities⑪라는 것은 광고주의 

이름이나 메시지를 대상자에게 펜, 성냥갑, 캘린더, 

메모책, 열쇠고리, 병따개, 계량컵, 골프공둥의 범위

⑧ 유붕노(1973),「신광고론〉(서울 : 일조각) p.l
⑨ 앞 글, P-8
⑩ 앞 글, P・ 66—67
⑪ Otto kleppner(1950), Adversting Procedur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p. 270 

에서 기업의 이미지를 담은 선물을 대상자에게 줌으로 

써 면전에서 오랫동안 유용하게 간직하게 한다는 것이 

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우리는 말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대상의 이미지 형태와 색채, 심볼, 사인, 

호 둥도 사용할 수 있다. 캘린더가 커뮤니케이션의 매 

신체임에는 틀림이 없으며 커뮤니케이션의 내역은다음 

과 같은 두 가지로 전달목적을 요약할 수 있다. 커뮤 

니케이션이나 A에서 B 또는 A,B상호 간의 전달내용을 

갖는다. 캘린더는 기업이 소구대상에게 전달하고자 하 

는 목적이자 기능이다. 이 런 목적을 갖는 것들 중의 하 

나가 기업의 캘린더라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다 

음의 전달수단을 통해 전달된다고 본다. 전달의 수단 

은 지각의 방법과 직결되는 것으로 대부분 지각전달, 

촉각전달, 청 각전달로 분류할 수 있으며 캘屯더의 전 

달방법은 시각전달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전달 

내용을 전달하는 시각전달의 수단은 곧 커뮤니케이션 

으로서의 디자인방법을 말하게 되며 디자인 전달은 

Verbal Communication 부분과 Nonverbal Communi- 

cation의 부분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고 본다. 캘린 

더 커뮤니케이션 내용은 기능적 지각내용과 정서적 내 

용으로 나누어 지는데 전자는 주로 Verbal Communi

cation 수단에 의하여 후자는 Nonverbal Communi- 

cation수단에 의해 전달되어 진다.

(1) Verbal Communication으로서의 캘 린더

언어화된다 함은 소리로된 코드를 기호화하여 소리 

음으로 바꾸어서 다시 문자화 시킴을 뜻한다. 언어화 

된 커 뮤니 케 이 션 (Verbal Communication)은 문화적 , 

개인적, 사회적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풍속, 의식구 

조, 언어 나 생활구조에 따라 전달의 방법 이 달라진다.

예를 들면, 교육기관의 경우는 주기가 한 학기로 규 

정되며 회사는 경우에 따라 분기 또는 1년이 되고 개 

인영업소에서는 1일 단위로 되며 가정집에서는 1년이, 

농촌에서는 절기의 변화에 따른 3개월 정도가 생활 주 

기의 한 단위가 된다. 주기의 터울인 한달, 일주일, 

하루의 단위가 중요하게 되며 접하는 계층에 따라 날 

짜형 식 을 바꾸어 야 한다. 그러 므로 Verbal Communi- 

cation은 생활주기를 중요시 다루어야 하며 이를 캘린 

더 에 적 용시켜 메 시 지 로 전한다.

rSign Codes」는 전달의 대부분이 쓰고 말하는 것이 

다. 여기서 전달은 글로 쓰이거나 말이 되어지는 언어 

의 상징들로 규정되어 있다. 쓰여진 규정은 시각적 감 

각에 의하여 해석되고 말로 되어진 규정은 소리의 감 

각에 의해 해석된다. 이를 해석하는 데는 신체적 조건 

교육습관에 따라 각기 이해되고 받아 들여 진다. 이와 

같이 여러 경 우에 따라 주기가 다르고 문화수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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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 눈에 계획될 수 있도록 방향설정이 정해짐이 중 

요하고 너무 감각적으로 치우치지 않게 생활목표의 기 

능성 기대감이 심리적으로 반영되도록 계획되어야 할 

것이 다.

기업이 사용자에게 전하는 Verbal Communication 

의 내용으로는 기업의 슬로건, 기업의 명칭, 상품명, 

기 업 또는 상품의 소구대 상과의 접 촉방법 둥을 말한다. 

이에 캘린더 자체가 가지는 (Verbal Communication) 

은 주로 구체적 내용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다.

(2) Nonverbal Communication으로서의 

Calendar

우리가 개념에 도달하거나 개념을 받아 들이려면 우 

리의 감각을 통해서 우선 인식되어야 한다. 우리의 측 

정 작용이 시 각적 이 기 때문에 우리 들 사상의 전달과 우 

리 가 듣는 것 올 이해 하는 것은 대 부분 시 각화에 의 하 

여 이룩된다. 이렇게 시각화된 일러스트레이션은 우리 

의 지 각작용이 단어의 수단에 의하지 않고 그림의 수 

단에 의한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사 

고의 과정, 지적기능은 개념화의 수단으로 그림과 영 

상을 사용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미 각으로는 

1%를 촉각으로는 2%를, 후각으로는 4%를, 청 각으로 

는 10%를, 시 각으로는 83%를 통해 감지할 수 있다⑫ 

는 통계를 우리는 알고 있다. 또한 비에틀러와 록파트 

(Beiiler & Lorkpart) 가 지은 "당신을 위한 디자인” 

(Design for You)이라는 책에 "보는 것은 믿는 것이 

다”(Seeing is Believing)이라고 하였고, 우리 말중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에서도 시각전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 

아 언어화되지 않은 것으로 기호화하여 지 각한다는 것 

은 우리 가 생 각하는 것 이 상의 전달이 말에 의하지 않 

고 상징을 통해서 이루어 진다는 것올 알 수 있다. 이 

와 같이 말에 의하지 않은 규정들은 대부분 감정을 동 

반한 시각적 표현방법으로 전달된다. 좀 더 자세히 설 

명하면 우리는 주어진 명명을인식화하고이 대상을 주 

시한다. 사물에 일단 이름이 붙여지면 언어화된 것이 

다. 그러나 우리는 명명 이전에 그 사물에 대해 알고 

있다. 이에 따라 사물에 대한 개념이 생기고, 이 개념 

으로부터 의미를 부여받고 이러한 과정에서 학습되어 

진다. 또한 우리는 추상화하는 시 각대상으로부터 공통 

점을 찾고 인식할 뿐만 아니라, 비숫한 시각대상에까 

지도 적응시킨다. 이것이 일반화(generalization)시키 

는 과정이다⑬. 이 과정을 통해 어떠한 개념에 도달한

⑫ Mathew P. Hurgs (1869), Communication Graphics 
(New York; Van Nostrand ReEhold), p. 15.

⑬ 앞 글, p.13 

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지식이 진수(眞髓)이다. 인식 

의 중요성은 형 태 (Gestalt)에 있다. 그러 나 이 것은 개 

개 인이 서로 다르기 때 문에 각기 서 로 다르게 반응 된 

다. 즉, 형태를 통해 전달하고 형태의 개념을 가지고 

디 자인 되 어 야 한다. 이 러 한 개 념 을 받아들이 거 나 도 

달시키기 위해 그것은 우리의 시각을 통해 지각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지각은 심리학자 사이에서 중 

요한 관심의 대상으로 보여지고 있다. 지 각은 감각이 

나 지식에 과거의 경험이 보태져서 생긴다. 과거의 경 

험에 의해 미적 판단기준이 다르고 개념도 다르다. 

즉, 개념은 형태를 취한다로 해석된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어 떻게 느끼고 있는가 하는 문 

제를 대할 때가 있다. 따라서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사람의 사상, 감성, 의견임올 알수 있 

고, 그 사람은 그 자신이 분명하므로 합리적이며, 타 

당한 이유로 행동을 한다고 가정해 볼 때 그 행동의 근 

거나 원인은 그의 욕망, 욕구 둥에 기 인하며 그의 영 

향은 과거의 지각 경험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다⑭.

따라서 지 각은 본고에서 캘린더 전체를 다루는 개 념 

이 된다. 언어화되 지 않은 커뮤니케이션 (Nonverbal 

communication) 수단의 하나로서 선, 색, 형태, 공 

간, 시각운동이 있다. 이것이 시각적 커뮤니케이션 

(Visual communication)의 요소가 되며, 시각적 전 

달기능을 집약적 인 목적으로 한다. 시 각디자인은 형 태 

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감각적으로 실질적 방향을 결 

정하는 근본적 수단이 된다. 모든 인간의 시 각은 예술 

가가 그의 지각이라는 방법을 통해 형태를 경험하고 

해석하여 타당성있는 패턴을 만드는 통찰력을 가지듯 

이 이들의 시 각이 곧 통찰력이다.

언어 화 되 지 않은 커 뮤니 케 이 션 (Nonverbal commu- 

nication)수단의 요소로는 ① 개념적 요소를 점, 선, 

면, 양감(Mass) ② 시각적 요소로 색, 크기, 방향, 

질감 (Texture) ③ 관계적 요소로 방향, 공간，, 중력, 

위치가 있다. 창작은 직감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 

으며 논리적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한다⑮. 논리 

적 계획에 의해 창작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평가의 검토 

기준이 있음을 말해 준다.

이와 같이 볼 때 캘린더 디자인에서 주제의 결정 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시 각요소의 구성요소가 충분히 표 

현목적에 의거하여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① 색 : 색채와 명도계획에서 오는 감정효과의 차이 

즉, 주조색의 설정이나 색채의 코드(Code), 색채대비 

의 정도에 따른 이미지의 차이와 명도코드(Code)에 따

⑭ 김영기, (1976),「한국적 조형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 
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p. 31.

⑮ Wucius Wong (1972), Principles of 7 wo-Diniensional 
Design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p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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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느낌의 차이를 고려해야할 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색채나 명암에 의한 감각의 기본이 되는 것은 자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우리의 생활의 경험에 의해 인지 

되어지는 것이다. 예로는 표현 이미지가 보수적이거나 

전통적인 경우와 진취적이고 쾌활한 표현을 위한 색채 

오］••명암의 구성은 마땅히 달리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② 비례 : 모든 시 각 요소들은 본질적으로는 절대치 

를 갖고 있지만 크기나 킷수의 개념은 상대적이다. 크 

기는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비교는 곧 비례를 의미한다. 디자인은 서로의 

대조되 는 요소들에 하나의 질서 (order) 를 부여 하는 기 

술이라고 볼 수 있고 각 구성요소들의 배열에서 통일 

성과 변화를 유도하는 시 각의 기본역할을 맡고 있다.

③ 레이 • 아웃(Lay-out) ; 디자인의 요소들이 배치되 

어 지 는 방법올 레 이 • 아웃이라 한다. 이 러 한 레 이，아 

웃은 언어의 어순과 같은 영향을 갖게 되므로 신중히 

고려 되어 야 하는 부분이 다.

레이 • 아웃의 첫째는, 이러한 구성요소들의 순위가 

소구대상의 기업인 지도와 기호 또 기업이나 제품에의 

관심 도에 대 해 디 자이 너 가 충분히 알고 고려 해 야 하며 , 

구성요소의 비례오卜 함께 안정되고 합리적인 시각적 

리듬의 부여는 내용의 전달에 중요한 역할올 한다. 

위의 시각적 요소의 구성과 주제설정의 문제들은 

문화적 차이에 따라 생겨나는 미의 개념의 차이에 

따른 조정이 필요하다. 또 언어화된 커뮤니케이션 

(Verbal communication)으로서 의 글자모양(Type-face) 

을 하나의 구체적 의사전달의 측면이 아닌 하나의 조 

형으로 본다면 시각요소의 선, 색, 중력 둥에 의해 조 

형성격이 결정되는 것이다. 선의 예를 들면, 선은 직 

선과 곡선, 기하학적 선과 추상적 선의 느낌의 차이와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선 (Free hand line) 의 글자모양 

(Type-face)기하학적인 선 (Geometrical line) 의 글 

자모양에 비해 보다 인간성을 느낄 수 있는 예와 상통 

하는 것이며 글자모양의 신］이나 명도(Light value)는 

물론 캘린더가 시간의 흐름을 알리기 위한 도표라 보 

면 색이나 명도의 점이 (Gradatin)를 이용한 시간 흐 

름의 표현 등은 이미지 메이킹 (Image making)에 많 

은 영향을 주고 있다. 위와 같이 캘린더를 하나의 메 

시지로 볼 깨 어떠한 이미지와 기능(장식적, 실용적) 

을 어떻게 또 얼마나 전달하느냐의 문제는 시각적 요 

소와 시각원리에 의해 크게 좌우되며 이러한 표현은 

심리적 현상에 의존하는 매우 광범위한 문제를 수반 

한다.

2. 캘린더의 분류

현대생활의 특성이라면 19세기의 역사시대에서 벗어 

나 미래에 관심을 갖는 시대에 있다고 본다. 그리고 19 

세기 이전의 과도시대의 특성은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 

회구조•의 변동에 의해 산업혁명 이전과 산업혁명 이후 

의 생활 패턴이 달라지고 있다. 1336년 영국의 제임스 

•왓트 (James Watt) 의 증기기관의 발명과 1885년 독일 

의 고트리 이 브 • 다임 러 (Gottlieb Deimner)의 가솔린자 

동차의 발명 등 대량생산체제와 비행기 등 운송기관의 

과학적 발달로 인한 종래의 시간개념과 공간개념이 달 

라지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적 템포가 달라졌고, 여기 

에 적응키 위해서 시간이라는 것이 어떤 중요한 개인적 

자원으로 등장하였다. 일면 1.2차세 계 대전 이 후, 산업 

화 시대에 들어오면서 고도로 사회구조가 전문화되기 

시작했고, 짜여진 시간 속에서 최대의 생산성을 높이 

기 위한 산업시대의 요구에 개인이 적응하기 위하여 

생활은 매우 다원화되고 복잡화 되 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생활이 다원화되고 복잡화 됨으로 캘린더의 기 

능이 나 용도의 분류는 필요한 사람의 생활 패턴에 맞 

도록 구분되어져야만 하게 되었다. 19세기 이전에는 

양식에 의한 통일성을 갖는 시기였다. 예를 들면 불란 

서혁명 이후 서민사회가 이룩되고 민주적인 디자인이 

생기고 일반의 개성의 발견으로 인해 개성적 공간으로 

실내가 바뀌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르는 개별적 장식 

성이 나오게 되 었다. 디자인이 추구하는충족요소인 경 

제성, 사회성, 문화성, 합목적성, 심미성, 시대성 중 

에서 조사에 의해 추출이 가능하며 제작상의 직접적 

문제가 되고 있는 커다란 2가지 요소 즉, 심미성과 합 

목적성을 캘린더 기능의 장식적 성격과 실용적 성격으 

로 분류한다. 이런 이유에서 최근의 캘린더는 오늘날 

숫자배열에 의한 실용성 의미를 넘어서서 개인환경에 

잘 어 울리 는 팝 • 아트 (Pop art) 로서 의 대 중적 기 능을 

위 한 시 각적 디 자인이 중요시 되 고 있다. 팝• 아트 

란 랜덤 하우스 (Random Haus) 사전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순수 미술분야, 특히 신문만화 (Comio 

strips) 나 광고 포스터 (Advertising Posters) 와 같은 상 

업미술 분야에서 추구된 형 태와 이 미지의 확대에 의해 

주로 특성지 어진 최근 1950년 대 초, 미 국에 서 현저 하게 

전개된 구상적인 회화의 한 양식을 지칭한다고 기록되 

어 있다. 팝 • 아트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비평가 

로렌스 아로웨는 팝팝 • 아트라는 말은 대 량전달(Mass 

communication)의 하나의 표기로서 독점한 것이 아니 

라, 시 각적 인 표기 로서 의 의 미 를 지 녔다고 말했다⑯. 

이러한 경향으로 인하여 캘린더가 사용목적에 따른 기 

능의 다양화를 초래한 원인이 된다. 따라서 사용목적 

대웅한 캘린더가 제작되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

⑯ 오남수(1976), 전환기의 미술(서울 : 열화당) P-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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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본다. 캘란•더의 질적 향상올 위해서는 실질적이냐, 

장식성이냐에 이어 캘린더의 내용, 종이의 질감, 갤린 

더형태의 선택, 비례, 통일감, 적절한표현기술의 도입 

둥이 그 다음의 문제들이다. 현대생활은 문화적 상황 

에 적응하고 과학기술 및 이들로부터 들어오는 수많은 

정보들을 수용하거나 이를 입수하기 위해서 짜여진 생 

활 속에서 생활하는데 그 특성이 있다. 따라서 현대의 

생활은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이며 능률적으로 관리하 

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시 되고 있다. 시 간은 곧 개인에 

게 주어진 자산이며, 이러한 자산은 시간이 생산성을 

얼마나 높이느냐에 관계되며, 시간표를 얼마나 잘 계 

획하느냐에 있다. 또한 현대는 다원화의 시 대로서, 전 

문화의 시대로서, 개성의 시대로서 농경시대오卜 같이 다 

같은 환경에서 같은 종류의 패턴을 갖고 있는 것이 아 

니다. 서로 다른 시간의 패턴과 시간표를 갖고 있기 때 

문에 캘린더의 분류는 필요한 사람의 생활 패턴에 따 

라 알맞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대생활의 다양한 패 

턴과 구성에 따라 캘린더를 거는 공간의 이미지나 감 

각적 요구가 다양화되고, 기능적으로 거는 목적 또는 

캘린더를 보는 대상의 경제적, 문화적 지적 수단에 따 

라 형태, 크기, 내용 둥이 자유롭게 선택될 수 있도록 

제 작되 어 야 한다. 그러 므로 이 러 한 것을 고려 할만한 충 

분한 정보수집을필요로 하게 되며 캘린더의 제작에 있 

어서도 시장조사를 통해 사회적, 문화적, 도덕적, 윤 

리 관, 의 식 구조 둥에 대 한 충분한 요구를 어 느 정 도 파 

악할 수 있으며, 본래의 기획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본다. 캘린더는 그 특성이 일상생활에 행하여 

지는 장(場)으로서 실내공간에 지속적으로 늘 존재해 

있으므로 그들의 생활 속에 깊숙히 침투할 수 있다는 

특성이 광고의 전달이라는 측면에서 기업 캘린더는 훌 

륭한 광고 매체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 

에 이제까지 캘린더는 기업의 연중 광고 매체의 제작 

중에서 가장 중요시 되어 왔다. 그러므로 마치 잡지광 

고의 내용에 숫자를 붙혀서 캘린더를 만든 것과 같은 

지 나친 기 업의 상업적 광고 효과만을 강조하거 나 또는 

숫자의 기능적인 전달효과만을 극대화시킨 캘린더가 

제작되는 모순을 낳는 요인이 되었다고 생 각된다. 광 

고의 철학은 보다 좋은 제품올 보다 사실에 의거한 상 

품정보를 광고 매체를 통하여 보다 많은 사람에게 전 

파하여 기 업 과 소비 자 간의 공동이 익 올 추구하고 근거 

있는 정보의 전달이라는 책임의식을 필요로 한다. 캘 

赶더의 디자인 문제는 위와 같이 대량 광고 매체라는 

점에서 사회적 책임을 의식하고 내용의 선정이나 표현 

방식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본 고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캘란.더의 내용을 모티브별 분류와 기능적 분 

-류로 나누어 분석 코자 한다.

(1) 모티브별 분류

우리 가 사람이 무엇올 알고 어 떻게 생 각하며 다른 사 

람에게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반드 

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게 된다. 즉，사람들의 

행동동기를 포함시켜 전개해 나간다. 사람들은 서로의 

행동올 변화시키기 위해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위한 실 

제적인 또는 활용적인 가치있고 효율적인 표현이 되어 

야 하며 이러한 표현에 의한 진정한 의미의 행동의 변 

화는 수요자 욕구들 중의 하나로 만족하게 되어 야 한 

다⑰. 이 런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것은 상호 전달수단 

에 의해 서로 인지되어짐을 말하며, 이러한 인식을 형 

성시키는 요인으로서 캘린더의 구성 요소는 이러한 시 

각적 모티브의 제시에 의하여 전달기능을 낳는다. 캘 

린더의 모티브는 1,2,3,4,6,12개월의 시간 단위에 대 

응하여 계획되어진, 변화있는표현내용의 모티브를 필 

요로 한다.

즉,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로는

첫째, 감각의 변화와 시간의 흐름을 적절히 나타내 

도록 모티브설정올 해야 한다.

둘째 , 사용자측의 감각은 선입 관에 의 한 판단으로 새 

로움 없이는 이미 소비자가 기 억하고 있는 유형으로 

분류하여 부수적 이미지를 갖게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기 업태도를 표현하기 위해 새로운 감각으로 모티브를 

선정해야 할 것이며 여기서는 정신적 측면으로서의 회 

화작품, 인간환경으로서 풍경, 동물, 정물 및 생활도 

구와 제품, 숫자의 모양을 중심으로 분류한다.

(2) 기능적 분류

캘赶더의 기능적 분류에는 장식적 기능, 실용적 기 

능과 이 두 가지 기능을 겸용한 기능으로 나누어 분석 

한다. 캘린더를 장식적이나 실용적으로 명확히 분류한 

다는 것은 단지 숫자를 위해 할애된 면적의 비례만으 

로 분류한다는 것이 어렵기는 하나, 숫자 전달의 강도 

(크기 및 비중)메모란의 유무, 그림의 크기 둥을 고려 

해야 하며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장식적 기능은 캘린더 면적 전체의 2/3 이상 

이 그림인 경우

둘째, 실용적 기능은 캘린더 면적 전체의 2/3이상이 

숫자인 경우

셋째, 두 가지 겸용적 기능은 캘린더 면적 전체의 

1/2에서 2/3사이 가 그림이나 숫자인 경우로 분류하여 

분석한다.

⑰ Hadley Read (1969), Communication (Chicago:Unive* 
rsity of Illinois Press,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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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캘린더의 현황

캘린더는 앞에서도 이 야기한 바와 같이 어느 광고 매 

체보다도 노출 빈도수와 노출기간이 길기 때문에 보다 

많은 비평의 대상이 되며 캘社더를 처음 받았을 때의 

첫인상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점차적으로 캘린더를 

대하는 입장의 변화에 따라 바뀌게 되며 캘린더 사용 

자 나름대로의 관념이 더욱 더 깊숙히 자리잡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사람의 인식이라는 것은 각자 

의 심리적 상태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게 되므로 서로 

다른 심리상태에서 서로 다르게 판단되 고 지 각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상업광고가 대체적으로 비교적 짧 

은 시간 동안에 정보나 이미지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 

는데 반해 앞서도 강조했듯이 지속적으로 이미지를 전 

달하는 것이 캘린더의 특징이기 때문에 소비자측에서 

의 용도를 기업의 측면에서는 하나의 전달방법의 수단 

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단 전달된 후에 

는 일반소비자들은 캘린더가 그들 소비자만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만을 바라며 비판하게 되는 것이다. 이 

러한 기업과 소비자 양측의 필요충분조건을 모두 충족 

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비자의 요구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제작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며, 여기서 실제 

제작되어 지고 있는 캘린더와의 차이점을 검토하는 것 

은 보다 근사치의 해 답을 구하기 위한 방법 이 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캘린더의 현황을 분석하고 한국인의 캘 

린더에 대한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2. 우리 나라 캘린더의 현황

캘린더는 기능적 질적 비판적 감지오卜 캘린더를 보는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 속에 같이 존재하며 사용자에게 

존재의 확신과 기쁨을 준다. 또 캘린더는 캘린더 본래 

의 기능 이외에도 하나의 감상대상으로서 요구되어지 

기 때문에 더욱 캘린더의 구성요소 하나 하나에서 전체 

적 연관성 즉, 대비, 조화, 통일이나 색, 공간, 질감, 

형태 둥의 미적 구성요소 위에 시대적 감각까지 고려된 

섬세한 표현이 요구된다. 캘린더는 기업에 따라 상이 

한 전달목적이 있기 때문에 조사대상 캘린더를 기능별 

분류와 소재별 분류, 숫자의 모양, 매수, 판식, 용지, 

규격, 인쇄도수별로 구분하여 우리 나라 기업의 캘린 

더 현황을 전개코자 하는 것이다. 대상업종은 기업 성 

격별로 ① 전자기기 제품업체 ② 의약•화장품업체 

③섬유업체 ④출판업체 ⑤식품• 음豆업체 ⑥보험 

• 금융업체 ⑦ 유류업체 ⑧ 제지업체 ⑨ 일반상품 및

기타 업체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1) 기능별 분석

장식적 기능, 실용적 기능, 겸용적 기능으로 나누어' 

분석하며 기능별 분석은 앞에서의 캘린더 분류 중 기 

능적 분류에 준하였다. 이 기준에 의해 그림 1과 같이 

장식적 기능이 57%이고, 겸용적 기능이 31%, 실용적 

기능이 12%로 조사대상 기업 캘린더에서는 장식적 기 

능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현재 기업 

에서 캘屯더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캘린더 사용자의 기 

호를 고려하여 캘린더의 조형적 미오卜 걸고 싶어하는 

심리에 비중을 크게 두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장식적 기능을 위주로한 캘린더의 표현 내용 

은 사진이 52%, 미술품이 39%이고, 디자인이 9%로. 

나타나고 있으며 , 사진기법 (52%) 중에서는 인물사진 

이 33%, 풍경사진이 9%이고, 미술품 중에서는 동양 

화가 27%, 서양화가 12%이며, 동양화 중에서도 현대 

미술이 24%이고 미술이 3%로 나타나고 있으며, 서양 

화 현대미술과 서양화 고미술이 각 6%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은 우리 나라의 캘린더가 사진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며 그 나머지의 

대부분이 회화작품으로 되 어 있어 그만큼우리 나라캘- 

린더 내용의 범위가 협소함을 말해 주고 있고, 내용의 

협소함은 사진 52% 중 인물사진이 거의 33%를 차지. 

하고 있는 것에서도 여실히 나타난다. 또 이것을 기업 

체별로 분석하면 전자기기업체, 식품 • 음료업 체, 기타 

업체가 각각 18%이고, 의약 • 화장품업체는 12%이고, 

섬유업체, 보험, 금융업체, 제지업체는 각각 9%이고,. 

유류업체는 7%로 나타난다. 또한 유류업체와 제지업 

체는 조사대상기업 캘린더 중에서 모두 장식적 기능만 

을 지닌 캘린더로 나타났다. 이는 유류업체와 제지업 

체 즉, 경쟁없이 지정판매비율이나 고정거래선에 의해' 

소비자를 점유하고 있는 성격의 업체가 비교적 품위 위. 

주의 내용을 택하여 장식적 기능을 중요시하고 있다. 

또 제지업체가 회화작품을 캘린더 내용으로 많이 채택 

하고 있으며, 모두 특수지질올 사용하고 있음은 특수 

지질의 생산을 알리고 제지업체의 특징을 살리려는 방 

법으로도 풀어 볼 수 있다.

실용적 기능 캘社더의 표현내용은 숫자만으로 된 것. 

이 72%이고, 서양화 고미술과 풍경사진이 각각 14% 

로 나타나고 있어 , 실용적 이 란 것을 숫자의 크기 로 즉, 

멀리서 쉽게 볼 수 있는 캘린더로 해석하고 있음을 보- 

여 준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 제작된 캘린더가 충분 

히 시 간의 흐름을 잘 알려 주는, 잘 지 각화된 캘 린더인. 

가 하는 문제 도 충분히 검 토되 어 야 할 것으로 생 각된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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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 이것은 기업을 기업체별로 분석하면, 그림 2와 

같이 전자기 기 업 체 , 보험，금융업 체, 기 타업 체가 각각 

29%이고, 식품 • 음료업 체도 13%로 보여지고 있어 여 

기서는 커다란 차이는 없으며, 식품•음료 업체의 캘 

란•더가 실용성이 약간 적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장 

식성과 실용성 겸용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장 

식성 캘린더에서도 모든 업종별 비율이 거의 같은 비 

율로 나타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업 종별 차이는 근소 

한 것으로 풀이되어 진다.

겸용적 기능의 캘迎더 31% 중의 표현내용은 사진기 

법이 55%, 서양화가 22%, 동양화가 17%, 디자인이 

6%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높은 비 

율의 사진에는 풍경사진이 38%이고, 인물사진의 17% 

이며 풍경사진이 겸용적 기능의 캘린더의 주를 이루고 

있음올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겸용적 기능의 캘린더 

가 주를 이루고 있는 현상은 기업이 캘린더를 무난하 

게만 제작하려는 안이한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기업에 

서 캘란.더 디자인을 그다지 중요시 여기지 않고 있는 

결과에서 온다고 할 수 있다. 겸용 캘린더의 미술품 

내역은 동, 서양화 모두 현대미술로만 되어 있고 디자 

인의 6%도 모두 일러스트레이션 기법올 이용하였다.

기 업 체 별로 분석 하면 기 타 업 체 가 28% 로 가장 높고 출 

판업체, 식품 • 음료업체와 보험 • 금융업체는 각각 15 

%이며, 전자기기업체는 11%이고, 의약• 화장품업체 

圈 겸 용 口 실용성 阳 장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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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기능별 분류도 

와 섬유업체가 5%로 나타나 생산제품의 사용모습을 

보여주기 쉬운 섬유업체가 비교적 적은 비율일 뿐 대 

부분 비숫한 비율을 보인다.

(2) 소재별 분류

분석을 위해 수집한 조사대상 기업 캘린더 표본에서 

서구적 감각을 살린 것(16%)과 한국의 전통적 특성 

(17%)을 주로 한 것이 서로 비숫한 비율올 보인다. 

또 이 중에서 한국의 전통적 특성 을 살린 것은 고적 (7 

%)보다는 풍속(10%)을 소재로 한 것이 많고, 서구적 

감각을 살린 것은 조사대상 기업 캘린더 표본 중에서 

16% 모두가 외국풍경올 소재로 하였다.

캘린더 디자인의 표현기법에는 그림3과 같이 사진기 

법이 54%이고, 미술품이 34%, 디자인이 7%이고 그 

외 에 숫자만으로된 것 이 5%로 나타나 있어 사진기법 

에 의한 제작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으나, 그의 선 

택기준이나 표현방법이 개성적이지 못하고 단조롭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즉, 기업의 서로 다른 특 

성이 표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쉽고 무난하게 

처리되어짐으로써 거의가 같은 회사의 캘린더인양 착- 

각을 줄 정도로 단조롭다. 또한 디자인을 내용으로한 

캘린더의 비중이 위와 같이 적게 나타난 것은 디자인

에

또

의한 캘린더의 개발여지와 인식부족이 해결해야힐二 

하나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할 수:있다.

제지 업 체

장식 적

검용적

실용적

그림 2• 조사대상기업「카렌다」 기능별 분류도

기 눙

기능

기 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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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법 54% 중에서 기업체 별로는 식품•음료업 

체 26%, 기 타 업 체 22%, 섬 유업 체 13%, 전자기 기업 

체와 의약 • 화장품업 체, 보험 • 금융업체가 각각 10% 

이고, 제지업 체 6%, 츨판업 체가 3%로 나타난다. 따 

라서 사진은 상황의 사실적 묘사를 기본으로 하여 보 

는 사람에게 가까운 현실을 느끼게 하며, 사진을 통한 

연상작용 때문에 일적반으로 많은 호감올 갖게 하는 

기법으로 널리 사용되나, 여기에 나타난 것은 그림 13과 

같이 인물사진이 50%로 가장많고, 풍경사진이 40%, 

제품사진이 7%, 정믈사진이 3%의 순이고, 조사대상 

기업 캘린더 중에서 프르디자인과 동물사진은 없었다. 

또한, 이 경우의 모델은 여자가 62%, 남자와 여자와 

아동이 둥장한 것이나, 아동만 둥장한 것이 각 15%씩 

이고, 남자만의 둥장도 8%였으나, 실제로 조사대상 

기업 캘린더에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둥장한 것은 없 

었다. 또, 인물사진인경우, 기 업 체별로보면, 식품 • 

음료업 체 가 34%, 의 약 - 화장품업 체와 섬 유업 체 가 각 

각 20%씩이며, 전자기기제품업체와 기타 업체가 각 

13%씩이 다.

풍경 사진 39%중에서 기 업 체 별로 보면 기 타 업 체 가 

33% 식품 • 음료업체소:- 보험금융업체가 각각 13%씩이 

고, 출단업처】, 섬유업체는 8%씩이다. 제품사진의 6% 

는 전자기기제품업체와 식품 • 음료업체 뿐이다.

정 물사진의 3%는 보험 • 금융업체 뿐이 었다. 이 분석 

图 머술품 □ 디자인 圖 사 진

중에서 인물사진 모델의 직업분류에는 영화배우, 탤런 

트, 패션 • 모델 둥이 있으나 대부분 캘린더에 매월 매 

장마다 번갈아 둥장하므로 구분해서 분석하기가 곤란 

하다. 이는 제작자의 입장에서 모델선택의 문제는 모 

델의 성격과 기업이 전달코자 하는 이미지가 맞아야 

하나, 실제로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많은 모멜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유명인에 의존하 

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 나 모델을 유명 인에 의존한다 

는 것은 오히려 모델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구애를 

받아 기업이 표현코자 하는 이미지의 형성을 위해서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며 일반인의 활용문제, 모델의 

확보와 이 를 사용한 사진의 대부분이 모델의 얼굴을 중 

심으로한 화면의 전개나 일상적 모습이라는 범위를 탈 

피 하여 개 성있는 연출과 모델의 자질 향상도 시 급히 해 

결되 어 야 할 문제 일 것 이 다.

미술품은 조사대상 캘린더 중에서 34%를 차지하며, 

이 미 술품을 동양화와 서 양화로 나누고, 동양화는 다시 

현대미술과 고대미술로 나누고, 서양화도 역시 현대미 

술과 고•대미술로 나누어 분석했다. 그 결과 그림4와 같 

이 동양화 현대미술이 50%르 제일 높고, 서양화 현대 

미술은 25%이고, 고대미술은 20%이고, 동양화 고대 

미술은 5%로 제일 낮았다. 이 중에서 서양화현대미술 

(25%)에는 아동화 5%가 포함되고 있다. 기 업 체별로 

보면 동양화 현대미술은 기타 업체가 30%이고, 전기

遏서양화 현대미술 □서양화 고미슬 

困 동양화 현대 미술 畐 동양화 고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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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업체, 보험 •금융업체, 유류업체가 각 20% 씩이 

고, 출판업체 가 10 %의 비 율을 보인다. 동양화 고대 미 

술은 기타 업체뿐이었고, 서양화 현대미술은 전자기기 

제품업체, 출판업체, 보험 • 금융업체, 식품•음료업 

체, 제지업체에서 각각 20%씩 나타난다. 서양화 고대 

미 술은 기 업 체 별로 브면, 전자기 기업 체에서 50%로 가 

장 높은 비율로 서구의 기계문명과 역사성을 캘린더 

내용에서 많이 표현하고 있다. 의약• 화장품업체에서 

25%이었고, 기타 업체에서 25%로 나타났다. 또, 동 

양화, 서 양화를 구상 • 비 구상으로 나누어 분석 하면 동 

양화에서는 구상, 비구상, 서예로 분류하며 조사대상 

기업 캘린더에서는 전부가 구상으로만 나타났다. 구상 

은 화조화 산수화가 각각 30%씩, 여 인도는 조사대상 

기업 캘린더에는 없었다. 이것을 기업체별 분석은 풍 

속도(40%) 가 유류업 체 에 50%이 고, 전자기 기제품업 체 

오卜 기타 업체에 각각 25%씩 나타났고, 화조화(30%) 

는 보험 •금융업제, 운수업치］, 기타 업체에 33.3%씩 

나타났고, 산수화는 보험 • 금융업체 에 67 % 와 기 타 업 

체에 33%로 나타났다. 서 양화는 모두 구상으로 인물 

:화가 45%였으며 인믈화 중에서도 현대미술 인물화가 

,25%이고, 고대미술 인물화가 75%로 기업체별로는 전 

자기기업체, 의약•화장품업체, 출판업처〕, 기타 업체 

에 나타나고, 섬유업체와 유류업체의 캘린더에서는 보 

여지고 있지 않았다. 이는 미술품을 캘린더에 이용하 

는 경우도 대체로 대중적인 소재로 누구나 쉽게 받아 

들일 수 있는 인물화, 이 중에서도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고대미술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 섬 

유업체 의 경 우는 대 부분이 상품과 모델을 같이 둥장시 

킨다는 공식적 표현이 대부분이어서 다른 소재를 찾는 

경우나 기업 이미지의 표현보다는 상품자체의 소개라는 

점에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유류업체, 보험 - 

금융 업 체의 큰 비중은 소비자에 대한 서어비스라는 

관념과 캘린더가 배포되는 사용자 계충의 폭이 큰 업 

종에서 비교적 보편적 소재를 택 하고 있음을 보여 준 

다고 하겠고, 전자기 기 제 품업 체 의 캘 린더 가 서 양화 고 

대미술의 비중이 큰 것은 제품성격과의 대비에 의한 

이미지 형성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3) 숫자 모양별 분석

숫자모양 (Type-face)을 올드 로망 (Old Roman), 모던 

로망 (Modern Roman), 샨세 리 프 (Sans Serif), 에 지 피 

안 (Egypian), 후리 핸딩 (Free handing) 둥으로 나누어 

분석 하면 그 림 5와 같이 샨세리 프가 66 % 로 가장 많고 

모던 로망 19%, 올드 로망 10%, 에지피안 3% 후리 

핸딩 2%의 분포이다. 기업체별로 보면 샨세리프(66%) 

는 식품 • 음료업 체와 기타 업 체에서 각각 24%이고, 

전자기기제품업체 16%, 의약•화장품업체에서 10%, 

보험 • 금융업체에서 8%이고, 출판업체에서는 5%, 제 

지 업체에서 3% 둥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고, 조사대상 

기업 캘린더 중에는 유류업 체만이 샨세리프를 사용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모던 로망 (19%)은 보험 • 

금융업체에서 28%이고, 유류업 체와 기타 업 체에서 18 

%, 의약• 화장품업처〕, 출판업체, 식품• 음료업 체, 제 

지업체에서는 각각 9%씩으로 나타나 낮은 비율이지만 

사용하고 있고 조사대상 기업 캘린더에서 보면, 올드 

로망(10%)이 전자기 기업 체에서 49%로 현저 히 많이 

나타나며 , 보험 • 금융업체와 제지 업 체 기 타 업 체에서 

각각 17%씩 나타난다. 에지프시안(3%)은 보험 • 금융 

업체와 기타 업체에만 나타나고, 후리 핸딩 (2%)은 전 

자기 기제 품업 체에 만 있다. 여 기 에서 샨세리 프가 어 떤

산。세 리 프( 66 % ) 후리 핸 딩 ( 2 % )
:怠)一］ 모던。망…%) | 에치프시안(3%)力

그림 5• 조사대상기업「카렌다」 숫자모양별 분류도

4장(2%) 6장 ( 57%) % 장 (39 %)—! 일력( 之 % )

그림 6 ・ 조사대 상기 업「카렌다」 매 수별 분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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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가졌으며, 로마체가 어떤 이미지를 가졌다고 

분명히 분석하기는 매우 어렵고 위험한 일이라 본다. 

서체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여 이 중에는 느낌이 전혀 

판이한 것이 많으므로 기본 체형 만의 분류로는 규정 짓 

기 힘드나 유류업체가 샨세리프를 전혀 사용치 않은 

점이나 올드 로망을 사용한 캘린더 중에서 49%가 전자 

기기제품업체로 나타난 것은 전항의 분석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서양화 고대미술의 활용비중이 큰 것과도 

상통하는 내용으로 전통과 역사성, 그리고 물질문명에 

대비되는 인간성을 느낄 수 있는 이미지를 많이 활용 

하고 있다고 본다.

(4) 달력 매수별 분석

달력매수에는 1매, 2매, 3매, 4매, 6매, 12매, 일력 

및 주력이 있겠으나, 조사대상 기업 캘赶더에는 4매, 

6매, 12매, 일력만이 있어, 여기에 준해 그림 6과 같 

이 분석하면 6매짜리가 57%로 가장 많고, 기업 체별로 

는 기타 업체 22%, 전자기기업체와 식품• 음료업체 

18% 보험 • 금융업체 12%, 의약 • 화장품업체와 제지 

업체가 9%, 섬유업체와 유류업체가 6%로 나타나며, 

조사대 상 기 업 캘 린더 중에 도 출판업체 만이 6매 짜리 가 

없다. 12매짜리 39%중에는 기타 업체가 26%, 식품 • 

음료업 체 17%, 전자기 기 업 체와 출판업 체, 그리 고 보 

험 • 금융업체가 각 13%, 의약• 화장품업체와 섬유업 

체가 각 9%로 나타나며 4매짜리 2%에는 보험 • 금융- 

업체만이 있고 일력도 2% 전자기기제품업체만 나타났 

다. 캘린더의 매수에도 6매용이 57%를 차지하여 매우 

단조로운 구성을 보여 이러한 문제에 대해 표현 내용 

에 맞는 매수와 캘린더의 구조문제도 기업의 개성올 나 

타낼 수 있는 요소로 보아 철저한 계획과 검토가 되어 

야할 것이 다.

(5) 판식별 분석

판식 에는 옵셋 (Off* Set) 인쇄, 그라비 아 (Gravure) 

인쇄, 실크 스크린 (Silk Screen) 인쇄, 동판인쇄 등이 

있다. 그러나 그림과 같이 조사대상 기업 캘린더는 모 

두가 옵셋 인쇄였으며 이는 옵셋외의 인쇄기술 미비라 

는 문제와 제작단가의 상승때문이라는 점도 있겠으나- 

그 내용 역시 거의 홉사한 양식을취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보다 다각적인 검토와 창의성 있는 표현형식과 효. 

과라는 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으- 

로 생 각된다.

(6) 용지별 분석

용지분류에는 아트지, 엔보싱지, 스노우 ・화이트지,.

모조지, 노루지 등으로 분류하며, 분석하면, 그림 8과 

같이 아트지 가 97%로 제 일 많고, 스노우• 화이 트지 . 

12%, 엔보싱지 10%, 모조지 9% 그리고 노루지 2% 

弱 옵셑 E죄그라비 아

彪실크스크린 □ 동판인쇄

모조지 
19%)

아트지 (67%) 엠보싱지 (I。%)'

二림8 • 조사대상기업 !■카렌다」 용지블 부류도

노후지 ( 2 % ) •

국반절」］ 절 2절5걸(3어6)」I |卜-20절 (2%>

《3%) I"%) 4절(37%〃거< ［。弥)」 철 (2%)

국사절 ( 3%) L 장3 절 ( 10% ) 电' L—8 걸 (2%)

m•림?. 조사대상기업「♦카렌다」. 규격블 분류도

스노우 화이 흐 ( 12 % }



둥으로 아트지 다음으로는 서로 비숫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다시, 기업체별로 분석하면, 아트지(67%)는 식 

품 • 음료업 체 가 26%로 가장 많고, 기 타업 체 18%, 전 

자기기제품업체, 의약•화장품업체, 보험 •금융업체가 

13%이며, 섬유업체가 7%, 출판업체가 5% 둥이며, 

조사대상 기업체 중에서 유류업체만이 여기 속하지 않 

고 있다. 스노우 • 화이트지 (12%)는 보험 • 금융업 체, 

유류업체, 기타 업체에 각각 2%씩이고, 전자기기제품 

업 체 가 33% 제 지 업 체 가 17%의 비 율로 나타난다. 모 

조지도 전자기기제품업체, 섬유업체, 출판업체, 보험 

금융업체 , 기 타 업 체 등에 각 20%씩 나타난다.

노루지는 일력용으로 전자기 기제품업 체에만 나타나 

고 있어, 대체로 인쇄에 용이하고 평범한 소재선택에 

어울릴 수 있는 아트지가 캘란.더 용지로 주로 사용되 

며, 이러한 현상은 인쇄기술이나 지질문제도 이유가 

된다고 본다.

(7) 규격별 분석

규격별 분석 분류는 국전지 국반절지 국 4절지 T-3 

절, 장3절, 장 2절 4절, 5절, 6절, 8절, 12절, 20절 

. 로 분류하여 분석 하면 그림 9와 같이 국전지는 조사대 상 

캘린더 중에 없으며, 4절이 37%, T-3절이 16%이고, 

2절이 12%, 장3절과 6절이 10%씩이고 국반절지와 국 

4절지와 5절지가 3%이고, 8절지, 12절지, 20절지가 

각 2%씩 이 다. 이 것을 다시 기업 체 별로 보면 4절 (37%) 

에는 전자기기제품업체와 기타 업체가 24%이고, 식품 

• 음료업 체 가 19%이 며 보험 • 금융업 체 14%이 고, 의 

약 • 화장품업 체 가 9%이 고, 섬 유업 체 , 출판업 체 가 각 

5%씩이다. T-3절(16%)에는 전자기 기제품업 체, 섬유 

업체, 보험 • 금융업체에 각 22%이고, 식품• 음료업 

체, 기 타 업 체가 1L 3%씩 나타나고 있다. 2절(12%) 

에는전자기기제품업체, 유류업처〕, 제지업체 둥이 각 

28%씩이고, 기타업체에는 16%로 나타나고 있다. 장3 

절 (10%)에는 식품 • 음료업 체 가 32%, 전자기 기 제품업 

체, 섬유업 치〕, 보험 • 금융업체 기 타 업 체에 17%있고, 

국 4절지 (3%)는 의 약 ・ 화장품과 기 타업 체에서 보여 지 

며, 5절지 (3%)는 의 약 • 화장품업 체와 보험 • 금융업 체 

에서 보여지고, 8절지(2%), 12절지(2%), 20절지(2 

%)는 식품•음료업체만 나타나 4절크기 이내가 48% 

이고, 3절 이상이 52%로 비교적 큰 경향을 보이고 있 

으며, 캘린더의 크기가 거의 기본절수에 의한 기본형 

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8) 인쇄 도수별 분류

인쇄도수는 1도〜6까지로 분류하여 그림 10과 같이 

분석하며, 4도가 55%이고, 5도가 24%이며, 6도는 10 

%, 3도가 7%이고, 1도와 2도는 각각 2%로 나타난다. 

이를 다시 기 업 체 별로 보면 인쇄도수 4도(55%)중에는 

기 타업 체 가 25%이 고, 전자기 기 제 품업 체 와 식 품，음료 

업체가 19%이며, 의약 •화장품업체가 9%이고, 섬유 

업체, 출판업체, 보험 •금융업처〕, 제지업체가 각 6% 

씩이며, 유류업체에는 4%로 나타난다.

인쇄도수 6도(10%)에는 섬유업 체와 식품 • 음료업 체 

가 33. 3%씩 이며 , 출판업체와 기 타업 체가 각각 17%씩 

이다. 인쇄도수3도(7%)에는 보험 • 금융업체가 50% 

이 고, 전자기 기 제 품업 체 오｝ 기 타 업 체 가 각각 25%씩 이 

困 王토디자인 £죄 제품사진

阳동물사진 弱인물사진困있는 것 □ 없는 것

田g 음력, 걸후 표시가 있는 경우 

□ 옹력,절후 표시가 없는 경우 

囲 용력, 절후 표시 무관

그림 12 • 음력 , 절후 표시도

□ 뚱경사진 吼정물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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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쇄도수 2도(2%)는 기타 업체만이 있고, 인쇄도 

수 1도는 전자기기제품업체에만 나타나 있다. 여기에 

서 5도와 6도 34%는 모두 로고 ・ 칼라(Loge-colour) 나 

바탕색을 별색으로 쓰여져 실질적으로 그림의 효과를 

위해 별색을 사용한 경우도 없으며 원색기본인쇄도수 

4도가 전체의 89%를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11%도 숫 

자만의 캘린더가 거의 대부분올 차지하여 매우 단조로 

운 현상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외에 그림 11과 같이 메 

모란이 있는 캘린더는 17%이고, 없는 것이 83%이다. 

또, 그림 12와 같이 음력이 있는 캘린더는 84%이고 

없는 것이 16%이다. 이와 같이 메모란이 있는 캘린더 

는 매우 적은 숫자이고, 음력의 표시는 보름 간격 또 

는 열흘 간격 등으로 간소된 표기방법 을 쓰는 경 우가 

많으나 대부분 음력, 절기표기를 많이하고 있다.

3. 앞으로의 방향

현재 캘린더의 입장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거 

의 공식적인 기획 즉, 선정된 모델에 기업제품을 첨가 

시킨 그림이나 숫자에다 호감의 대상이 되는 그림을 첨 

가시키는 둥의 일정한 공식을 탈피하여 기능의 미화라는 

측면으로 전환해야될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해서 이 런 

이야기는 모방적 단계를 벗어나 개성을 추구하는 단계 

에 이르러, 보다 독특한 캘린더의 출현을 기대하는 것 

이며, 캘린더 발전과정의 첫단계로는 제작기법상의 변 

화가 있어야 하고, 둘째단계로캘린더의 기본목적에 보 

다 충실하게 제 작되 어 야 한다고 보여 진다. 이런 의미 

에서 실용성을 주제로 한 캘린더의 출현이 있을 것으 

로 예상되며 이는 디자인 기술의 발전으로 미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진보를 말하는 것으로 소재 면에서도 다 

양화 되어질 것이 예상되고 기획에 의한 캘린더 제작의 

증대와 아울러 사용자의 기호에 따른 캘린더가 제작 되 

어져야만 할 것이다. 캘린더나 카드 디자인이 어느 광 

고 매 체 보다 디 자이 너의 개성이나 기 호의 반영 이 용이 

하다는 점으로 보아 이제까지 디자이너가 신문, 광고, 

포스터 둥의 제작에 치중하던 노력에서 편집디자인이 디 

자이너에게 새로운 창작의 여지를 주어온 것처럼 다른 

순위로는 캘린더 제작이 디자이너에게 많은 창작의 여 

지를 주게되어 캘린더가 디자이너에게 호감가는 대상二 

으로 되어질 것이다. 앞으로 캘린더는

첫째, 실용적인 면이 중요시되어 실제로 소비자가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배려되어야 하겠고

둘째, 표현 의도에 맞는 제작과정이나 방법의 선택' 

과 캘린더의 형식 즉, 입체캘린더의 개발이나, 판식의 

다양화로 사용목적, 사용되어질 장소, 소비계충에 따 

라 조사 연구 되어야 하고,

세째, 조사 정보의 활용에 의한 소비자의 기호나 표 

현 목적에 따른 기획에 의한 창작 캘린더의 제작이 증 

대되어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 시켜야 하며 이런 문제 

를 위해 소비자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어야 하겠다.

네째, 기업의 성격, 즉 개개의 캘屯더가 성격을 가 

지고 호소할 수 있도록 소재나 표현 기법이 다양화 되 

어야 하겠다.

따라서 소비자에 대한 조사를 통한 자료가 기업에 

반영되지 못한점과 제작하는 디자이너의 전문적 지식 

과 창의적 태도의 결여가 이런 문제를 빚고 있다. 또 

한 자주 거론되는 이야기이지만 캘린더를 제작하는 

디자이너의 질적 수준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문제이 

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아트 디렉터도 학교를 졸 

업하고 크리에이티브 그룹의 각 분야에서 최저 3년 

의 조수생활을 거쳐야 실력에 따라 어카운트가 담당• 

되어지며 이 포지션에서 최저 7년의 경험을 쌓아야만 

관리인으로 뽑힐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 여기에서 

10년이 지 난 후에야 어소시에이트 크레이 티브 디 렉터 

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최저 20년의 시간을 이론과 실제적 경 

험 속에서 무장되 어진 사람만이 창작을 담당할 수 있 

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제작자 수준 차이의 문제도一 

있지만 기업주의 판매광고에 대한 이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다. 산업기술의 발달로 인해 상품 질의 차이 가 점 

차 없어 짐에 따라 사람이 사는 것은 상품이지만 소비자 

가 선택하는 것은 이미지라는 인식의 부족도 문제이며 

제 작자 즉에 서 도 창조적 이 거 나 효과적 이 냐 하는 문제 

즉, 창조성이 꼭 효과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창조적인. 

것보다 효과적인 것의 중요성 인식도 앞으로의 캘린더 

에서는 필요한 조건이 될 것이다.

O 보안을 생활화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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優秀製品 디자인 紹介
Introduction of fine quality products

商品名:도자기

古典을 再現한 現代의 感覺이 충분히 表現된 

도자기 이 다. 특히 가운데 사진의 단순하면서 도 

유연한 線의 흐름은 예술적인 감흥을 충분히 불 

러 일으키고도 남음이 있다. 오른쪽 주전자의 

表面處理도 그 정교함이 놀랍다.

商品名:도자기

現代的인 感覺으로 古典을 再現한 왼쪽 화병 

은 몸체의 디자인이 투박하면서도 정교하기 이 

를 데없다. 오른쪽 사자 역 시 조각의 정 교함이 

好感을 주는 製品이다.

商品名:도자기

전통적인 형태의 디자인에 表面處理를 現代的 

인 造形감각으로 調和시킨 우수상품이다. 왼쪽 

사진의 무작위 의 대 담한 線의 처 리 나 오른쪽의 

명 암처 리 가 훌륭하게 조화를 이 루고 있 다.

商品名:도자기

오른쪽의 表面그림은 마치 現代 추상화의 단 

면을 보는 것처럼 美的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반면, 왼쪽의 龍의 조각은 정교한 線이 섬세하 

게 부각되고 있다.

商品名:도자기

이 도자기 역시 古典의 形態를 現代로 끌어온 

대표적인 예의 하나이다. 表面의 우아한 처리도 

퍽 好感이 가는 제품이다. 오른쪽 주전자의 손 

잡이와 주둥이의 調和도 美的 감흥을 불러 일으 

키기에 충분하다.



商品名:꽃병

꽃병의 디자인은 그 형태를 무궁무진하게 변 

형시킬 수 있다. 또한 조각무늬도 변화무쌍하게 

다양하다. 그러나 그 무늬의 섬세한 터치가 얼 

마나 정교한가에 따라 商品價値가 결정되는 것 

이 다.

商品名:꽃병

디자인의 형태가 각기 특이한 두 개의 화병이 

다. 오른쪽은 古典的인 정취가 풍기면서도 現代 

感覺을 십분 살리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왼쪽 

꽃병은 조각무늬가 특히 선명하고 정교하게 어 

필하고 있다.

商品名 : 담배 케이스

우리 나라 固有의 우아한 장식 과 금관을 조각 

한 담배 케이스이다. 外國觀光客들에게 人氣있 

는 品目의 하나로서 특히 금관의 조각이 섬세하 

고 우아한 마무리를 하여 製品이 高級스럽게 보 

인다.

商品名 : 담배 케이스

세 가지 형태의 각기 다른 디자인으로 만들어 

진 담배 케이스이다. 왼쪽 사진은 케이스 두 개 

가 한 세트로 되어 있는 반면, 조각의 무늬는 

비교적 단순하게 처리했다. 그런가 하면 가운데 

사진은 학을 그린 조각에 액 센트를 두고 있으며 

오른쪽 사진은 그 디자인의 형테에 액센트를 두 

고 있다.

4

商品名：文匣

앞부분의 조각이 다른 素材를 택하여 좀더 섬 

세한 것이 특징이다. 오른쪽 사진의 담배 케이 

스도 조각의 디자인이 특이하여 觀光客들의 눈 

길을 끄는 商品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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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名：縫製玩具

곰과 바둑이의 어 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玩 

具로 縫製品이다. 왼쪽 새끼곰은 체크 무늬의 귀 

와 배 부분의 調和가 잘 되고 있으며 가운데 바 

둑이의 입언저리의 處理가 逸品이다. 특히 끝손 

질이 완벽한 상품.

商品名：縫製玩具

사랑스러운 太公들의 모습을 색다르게 表現한 

우수 디 자인 商品이 다. 이 商品은 外部 털의 處 

理에 특히 많은 주의를 기울여 야 하는데 흔히 加 

工上의 미스로 털이 빠지기 쉬운 것이 흠이다.

商品名:고무製 玩具

이 동물玩具들의 素材는 특수 고무를 가공처 

리한 고무製 玩具이 다. 어 란■이들의 건강을 특히 

유의하여 눈이나 코 눈썹 등에 쓰는 色素는 절대 

有害色素를 使用해서는 안된다. 완구에 옷을 입 

히거나 털을 부착하는 문제도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 다.

商品名:장식용 玩具

실내 장식용 완구의 일종으로 素材는 놋쇠로 

되어 있다. 토끼 둥 동물의 디자인을 단순하게 

처리하고 있어 아무 곳에 장식해 놓아도 어울리 

는 상품이다. 오른쪽은 토끼지만 왼쪽은 이름모 

를 동물 조각이 다.

商品名:재떨이

스폐인 商品으로서 재떨이면서 벽걸이 장식용 

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고안된 아이디어 製品이 

다. 中央의 鐵製재떨이 양쪽으로는 가죽으로 이 

어서 스폐인 固有의 심벌을 몰딩 조각한 것이 品 

位를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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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名:광주리

外國觀光客들은 흔히 사진과 같은 土產品 광- 

주리를 紀念으로 많이 구입해 간다. 이런 광주 

리 는 크기 에 따라 과자그릇도 되고 빵이나 기 타 

식료품 그릇으로 즐겨 사용한다. 농가공산품으 

로 개발의 여지가 많은 품목 중의 하나이다.

商品名:핸드 백

女性用 핸드 백으로 모형은 세 개가 똑 같은 

形態를 갖추고 있지 만 素材의 디자인은 모두 각 

기 다르다. 그러나 양쪽 두 개는 色相만 다를 뿐 

素材의 디자인은 같다. 가운데 백은 그 디자인 

이 단순하면서도 친근감을 주고 있다.

商品名:세면 도구

남성용 세면 도구 백으로서 지퍼를 열면 각종 

남성용 일상 세면 도구들이 들어 있다. 조그만 

가죽 백으로 만들어져 있으므로 여행용으로 간- 

편하게 휴대할 수 있다. 가죽表面의 tanning處 

理가 우수하며 내부 구조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상품이다.

商品名 : 선 글라스

엘리강스調의 우아한 品位를 돋보이 게 考案한

미자인이 퍽 인상적 인 선글라스이다. 최근 歐美* 

諸國에서 人氣를 모으고 있는데 특히 女性들에 

게는 그 人氣의 도가 가히 선풍적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의 패션 사이클에 잘 부합되는 프랑 

스製의 우수상품이다.

商品名:볼펜

천편일률적인 볼펜의 형태를 떠나서 四角으로 

디자인 형태를 바꾼 볼펜의 한 모형이다 약간 

투박한 것 같으면서도 전체적인 펜의 모형이 우 

아하게 보이며 특히 實用的으로 견고하게 만들

어진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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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名：縫製玩具

토끼와 곰의 縫製品으로 素材와 끝손질이 완벽 

한 製品이다. 두 가지 다 일반적 이며 가장 편한 

형태로 디자인 되어 있는 것이 안정감을 준다. 

특히 토끼의 얼굴 표면처리가 우수한 제품이다.

商品名：木刻玩具

실내장식용으로 만든 木刻製品 玩具의 하나로 

서 디자인이 심플하면서도 戯書的으로 처리되고 

있어 好感을 주는 상품이다. 특히 꼬리 부분과 

다리 , 받침 대 로 調和가 逸品이 다.

商品名：人形

傳統的인 韓服차림의 韓國人形이다. 다른 西 

洋人形이 머리의 장식이나 드레스의 多樣性에 액 

센트를 준 반면, 왼쪽 사진의 韓服차림 人形은 

유연한 線의 藝術인 한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 

며 길게 땋아 늘인 머리 댕기 둥에도 세심한 주 

의를 기울였다.

商品名:왕골 백

왕골을 素材로 하여 핸드 백과 시장바구니를 

만들었다. 순전한 手製品으로 정성을 기울여 만 

• 들어 졌으므로 보기에 품위가 있다. 짜임새는 

각기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어느 것이나 그 

나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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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名:노리개

우리 나라 固有의 저고리 겉고름에 다는 장식 

으로서 投壺三作 노리 개 이 다. 오늘날 洋裝의 브 

로치와 같은 구실을 하는데 옛날에는 宮中에서 

는 물론 上流社會 女性들에게 크게 愛用되어 왔 

던 악세사리이다.

商品名：文匣

화려한 장식을 디자인한 文匣으로서 우리 나라 

固有의 傳統的인 장식을 現代的인 感覺을 가미 

하여 만들었다. 조각의 끝마무리도 무리없이 견 

고하게 부착한 것이 이 商品의 特色이라 하겠다.

商品名：粧刀

粧刀는 우리 나라 固有의 악세사리로서 女性들 

의 장식용으로 뿐만 아니라 護身用으로서 널리 

사용되어 온 것이다. 사진 오른쪽의 것이 金製 

十粧刀이며 왼쪽의 것은 銀製十粧刀이다. 이것 

은 골동품으로서 輸出이 有望視되는 品目이기도 

하다.

商品名:장식용 칼

중국 무술에 쓰이는 칼과 같은 모형이지만 사 

실은 장식용 악세사리의 일종이 다. 칼집을 닫으 

면 外形이 中國칼과 같이 보이지만 이 칼집을 

열 수도 있게 되어 있다. 악세사리는 이와 같이 

비단 칼 모형 뿐 아니라 특이한 素材를 얼마든 

지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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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名:지갑류

각종 지 갑류로서 대부분이 女性用 악세사리를 

겸한 지갑이다. 장식에 액센트를 주어서 만든 

지갑（사진 맨 오른쪽 중앙）이 있는가 하면 우리 

나라 주머니 형태를 가진 지갑（그 옆）도 보인다. 

그리고 가죽에 각종 무늬 디자인을 한 것 둥 다 

양하다.

商品名:화장도구

女性들의 화장도구를 망라한 것으로 그 한 가 

지 한 가지가 사용하기에 간편하고 편리하게 고 

안되어 있다. 예를 들어 브라쉬의 손잡이 디자 

인이나 빗의 모형 둥 도구마다 특징있는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商品名 : 女性用 악세사리

女性用 각종 악세사리로서 주로 목걸이, 귀걸 

이 종류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다. 現代 歐美 

女性들의 일반적 인 취향은 傳統的인 미려하고 섬 

세한 악세사리보다는 좀 더 추상적이고 野性美가 

있는 것들이 選好되고 있다.

商品名:팔찌

최근 美國에서 젊은 女性들에게 크게 流行되 

고 있는 팔찌로서 추상파 조각을 연상케 하는 

High Fashion 商品이다. 現代的 감각은 물론 野 

性的인 인상을 풍겨주는 기발한 아이디어 商品 

이 다. 디 자인을 얼마든지 調和 • 變形시 킬 수 있 

어 商品의 多樣化를 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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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名 : 넥타이와 넥크레스

체크무늬 디자인을 主題로 한 넥타이와 각종 

女性用 넥크레스가 눈에 띠 인다. 최근에는 넥크 

레스의 디자인도 四角形의 장식을 특이한 디자 

인으로 만들어 단다든지 수실 같은 것을 늘어뜨 

리든가 하는 새로움을 구사하고 있다.

商品名:넥타이

西歐의 現代男性들이 즐겨 매는 넥타이를 아 

직도 斜線 체크무늬 디자인이 나 대 담하고 투박 

한 線을 구사한 종류들이 많다. 또한 色相도 강 

렬한 원색을 配合하여 단순하면서도 조화를 이 

루는 것이 많이 팔리고 있다.

商品名:넥타이

現代的인 감각이 풍기는 幾何學的인 디자인을 

구사하여 섬세하게 만들어 진 高級 넥타이로서 프 

랑스製品이다. 색채의 畫風은 다분히 西歐的인 

인상을 풍기고 있으며 主로 中年層에서 애용되 

고 있다. 디자인이 섬세하고 정교한 線이 더욱 

品位를 돋보이게 한다.

商品名:라이터

코끼리를 主題로 하여 만들어진 라이터이다. 

이 商品은 코끼리를 몰딩 處理하여 만들어서 윗 

부분에 홈을 파고 라이터를 끼워 넣은 것이다. 

응접실 둥에 卓上用으로는 물론 악세사리 效果 

도 커서 多目的으로 이용되고 있는 스페인 製品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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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名:人形 商品名:미키마우스 외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은 人形이 있는가 하 

•면 머리에 아름다운 장식을 하고 네크레스, 이 

'어링 둥 장식을 모두 갖춘 人形도 보인다. 이러 

한 人形의 生命은 두 말할 것도 없이 섬세한 끝

-손질에 있다.

外國 어 린이들, 특히 美國어 린이들이 좋아하 

는 玩具의 하나가 미 키 마우스이 다. 이것은 디자 

인, 色相 둥을 개 발하기 에 따라 多樣한 형태를 

이룰 수 있다. 미키마우스를 비롯, 각종 동물들 

도 모두 특색있는 디자인의 縫製品이다.

商品名：裝飾用玩具 商名:매니큐어 세트

이 玩具는 어 린이들의 愛玩用 玩具가 아니라 

리빙룸이나 침실 둥의 裝飾用 완구로서 사欧받 

고 있다. 몸통은 木刻으로 處理하고 있으며 머 

리털과 귀 등을 가죽과 人造毛髪을 사용하고 있 

다. 꼬리의 디자인도 퍽 재미있다.

옷을 터 는 브러 쉬의 둥판에 뚜껑 을 만들어 그 

안에 매니큐어 세트를 넣어 쓰도록 고안된 아이 

디 어 商品이 다. 中年婦人들에 게 人氣를 모으고 

있는 이 제품은 색채의 처리도 Tan & Brown으 

로 점잖은 색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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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名: 裝飾用 벽걸이 外 商品名: 장식용품돼지）

타원형을 그린 裝飾用 벽걸이로서 木刻製品 

이다. 디자인이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조각의 

Fini아ling이 뛰 어 나다. 아래 사진은 竹製 광주 

리로서 그 정교한 짜임새가 크게 돋보인다.

돼지를 소재로 하여 만든 室內裝飾用品으로서 

돼지 머리를 재미있는 디자인을 구사하여 만들 

었다. 코의 처리나 눈, 귀 둥의 構圖가 戯畫的 

인 짜임새를 보이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웃 

음을 자아내 게 하는 木刻製品이 다.

商品名:목걸이 商品名:페난트 商品名:브로치

난해한 現代美術을 보는 것 

같이 銅板조각을 이용하여 대 

담한 디자인을 시도한 女性用 

악세사리이다. 現代感覺을 물 

씬 풍겨주는 이 목걸이는 집시 

스타일에서 힌트를 얻은 製品 

이라 한다. 西獨製로서 現地에 

서 人氣를 모으고 있다.

觀光土產品 開發올 위해 많 

은 參考가 될 수 있는 멕시코 

固有의 디 자인을 응용한 페난 

트로서 現地에서 人氣를 모으 

고 있는 상품이다.

멕 시 코 사람을 상징 적 으로 디 

자인화 하여 만든 아이디어가 

좋은 상품이다.

나무모양을 디자인하여 만든 

女性들이 좋아하는 브로치로 

서, 이 제품의 特色은 나무가 

지에 달린 열매를 美國 화폐인 . 

$로 디자인하여 재미있는 효과 

를 살리고 있다. 디자인 着想- 

이 기발한 상품으로 人氣를 모- 

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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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名 : 전화 기록부

전화 기록부 표지에 붙어 있는 다이얼을 돌리 

면 찾는 업체명과 이름이 나오게 考案된 기발한 

착상의 전화기록부이다. 예를들면 ST의 다이 

얼을 돌리면 ST에 해당되는 업체와 姓名이 나 

오게 되어 있어 편리하게 사용핱 수 있다.

商品名:광주리

새마을 農家工產品으로 開發여지가 많은 手製 

品 광주리 이다. 농촌의 농한기 에 유휴노동人口를 

利用하여 이런 品目들을 개발하면 輸出商品으로 

有望한 商品들이 다. 外國 觀光客들은 그들의 膳物 

用 品을 이런 土俗的이 고 값싼 物件들을 택 한다.

商品名:맥주 컵

英國製 유리製品으로 맥주 컵이다. 우리가 혼 

히 보는 컵보다는 퍽 安定感을 주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다. 손잡이와 밑부분의 處理가 安定感과 

아울러 견고하게 보이며 특히 트레이드 마아크 

가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다.

商品名：手帖

알루미 늄板을 카버 로 하여 만든 수첩 으로서 옆 

에 만년필이나볼펜을 끼도록 되어 있다. 이 수첩 

의 특색은 만년필을 빼내어 야 뚜껑 이 열리며. 또 

만년필을 끼 워 야 뚜껑 이 닫히 도록 考案된 것 이 다.

商品名:비녀

비 녀 （簪）는 옛 날부터 우리 나라 婦女子들의 쪽 

진머리 裝飾의 하나로서 모두 사용했던 것인데, 

오른쪽 것이 龍頭形으로 되어 있어 龍비녀라고 

하여 王妃가 사용했던 비녀의 하나이며 왼쪽 것 

은 平民 중에서도 兩班이 사용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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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of deign

價格보다 디자인과 스타일에 力點

一西獨寶石市場一 

늘어 나고 있는데 앞으로의 서독보석시장은 소비 

수요충의 嗜好나 디자인 둥 流行패턴에 잘 적응 

한다면 상당히 유망시된다 하겠다.

최근 서독 寳石市場의 流行추세는 무게나 가 

격보다는 디자인이 나 스타일에 力點을 두고 있 

으며, 조그마한 寳石類와 寳玉이 과거보다 훨씬 

많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과거에는 1캐럿트 이상 나가는 寳石이 Hot 
Cake처럼 팔렸는데 이제는 보다작은 寳石, 예를 

들면 0.5캐 럿트 정도의 보석이 더 人氣가 높다 

고 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寳石流行 패턴은 가볍고 우 

아하고 女性的인 발랄한 젊음이 넘치는 디자인 

이나 색채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옮아가게 될 

전망이라 한다.

금년도에 西獨 보석시장에서 가장 人氣있는 

것은 Lemon Yellow로부터 Sherry Brown色相을 

지니고 있는 石英類인 Citrine이다.

또한 眞珠는 오래전부터 희귀해지고 값도 높 

아져 왔다. 養殖眞珠는 지금까지 대부분 日本에 

서 輸入해 왔으나 日本내의 환경공해 문제로 더 

이상 輸入이 어려운 실정에 있다.

다이어먼드는 아직도 가장 人氣있는 귀금속이 

고 그 밖에 天然色 보석류도 人氣가 상승하고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에메 랄드와 사파이어, 루 

미 둥의 수요가 가장 크다.

또한 銀製 귀거리와 브롯치의 수요도 지속적 

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이들의 디자인이 과거와 

같이 섬 세 하고 우아하기 만한 것 이 아니 고 年齡 

層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젊은 증에서는 일반 

적으로 現代的인 감각이 풍기는 독창적이고도 

유니크한 스타일을 즐겨 愛用하고 있다 한다.

白金 또는 人造白金의 人氣도 무시할 수 없다.

지난 76년초부터 8月까지 서독의 보석류 輸入 

실적 은 17억 9,700만 마르크로서 前年보다 훨씬

페트로폴리스 게임用具 開發

-日 에포크社, 기발한 아이디어와 디자인 加味一

기발한 아이디어를 구사하여 만들어진 페트로 

폴리스 (Petropolis) 게임 用具가 日本의 有數玩具 

메이커인 에포크社에서 새로 開發, 世界 53個國 

에서 發賣된지 4개월만에 15만 세트가 매진되는 

好調를 보이고 있다.

1세 트 표준 小賣價格 (日 本내) 이 ¥2, 850인 이 

게임用具는 西洋式 雙六으로서 우리 나라의 윷놀 

이와 비숫한 놀이用具인데 그 아이디어가 기발 

하다.

즉, 각각 게임을 하는 사람은 200만弗의 자금 

과 石油채 굴 권리 증을 자본으로 하여 中東產油國 

으로 出發한다.

여기서 권리증 매매, 採油 타워 설치로 이익 

을 남기고 한편 잘못하면 利權料를 지불하여 손 

해를 보면서 規定한 時間안에 이익의 많고 적음 

을 겨루는 재미있는 게임이다.

그러 므로 게 임하는 플레 이 어 들은 각기 巨富의 

立場에 서 게 임 을 즐기 게 된다는데 매 력 이 있다.

이 러 한 아이 디 어 에 못지 않게 게 임 용구의 디 자 

인도 西洋式 雙六보다 정교하고 섬세하게 만들 

어져 있어 게임愛好家들의 사랑을 더욱 많이 받 

고 있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同게임의 主題가 되고 있 

는 이 란이 나 사우디 •아라비 아 둥에 서 는 同게 임 

이 學校 敎材로도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世界의 資源問題 특히 石油문제가 크게 대두 

되고 있는 요즈음, 이처럼 時宣에 맞는 게임用 

具를 개발한다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것이라 

하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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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家具分野서 뉴패미리用 好評

一디자인 및 機能面서 優秀一

73년 이후 계속 不振을 면치 못하던 日 本의 

家具수요가 최근 回復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이는 家具가 특히 住宅건축의 伸張과 크게 相 

互의존관계에 있는데, 74년, 75년은 주택着工戶 

數가 극히 저조했을 뿐만 아니 라 消費者들의 節 

約무드가 강하여 需給밸런스의 갭이 컸었다.

그러 나 76년에는 住宅着工戶數가 크게 회복했 

을 뿐 아니라 製品別로 보면 응접세트, 식당세 

트, 베 드, 식 기찬장, 사이 드 보드 둥 리빙 製品 

의 수요신장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새로운 수요분야로서 뉴패미리用 製品이 

새로 둥장하여 상당한 好評을 받고 있다.

이 뉴패미리用 製品은 특히 디자인面에서 종 / 

래의 결점을 보완, 家具로서의 機能面에서 우수 

한 製品들이다.

예를 들면 과거의 묵중하고 둔탁한 食堂 세트 

를 보다 가볍고 세련되게 디자인하여 現代的 감 

각과 嗜好에 맞게 만들고 있다.

新婚夫婦를 위한 뉴패미리家具를 보면 아담하 

면서도 복잡하지 않게 단순한 디자인을 구사하 

셔 군두더 기같은 필요없는 과도한 장식을 피한 

것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子女들이 있는 家庭을 위해서는 일반적 

으로 아이들 위주의 심플하고 편리한 디자인을 

구사하고 있다.

GM 社, 이 란서 새로운 車種 生產

一종전의 中小型에서 大型車로一

근 生產체제를 바꾸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 졌다.

즉, 종전의 中小型 車種生產을 中斷하고 大型 

의 新車種을 산뜻한 디자인으로 開發, 면목을 

一新하고 있다.

이제까지 GM社가 이란에서 생산되고 있던 車 

種은 오펠 코모도올로서 年間 生產臺數는 1만대 

에 미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同社는 코모도올生產을 단념하고 中型 

의 시 보레 노바와 大型인 빅 크스카이더 크 및 캐 

디 락 세빌의 3車種으로 새 로 선정 했다.

서독서 패션타월 人氣

一디자인 및 色相도 多樣해一

西獨에서는 타월의 일반소비수요가 높아 타월 

의 專門小賣店이 늘어가고 있으며 백화점에서도 

상당한 스페이스를 타월판매만을 위한 코너로 

내 주어 각종 타월（크기 , 무늬 , 色相） 을 갖추고 

고객을 맞고 있다 한다.

타월의 용도는 크게 나누어 패 션 타월 （浴室, 

화장실, 깔판, 가운, 비치웨어）과 室內타월（목 

욕용과 세수 수건）의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 

데 최근 서독 소비자들의 수요 特色은 패션 타 

월의 人氣가 날로 높아간다는 것이다.

특히 浴室이 나 화장실의 타일 무늬에 잘 조화 

시킨 色相의 깔판, 또한 가운이나 비치웨어도 

嗜好에 맞는 多樣한 디자인을 찾는 사람이 많아 

졌다는 것이다.

타월의 織布方法은 보통 파일상태의 타월이 

대부분이지만 벨벳트調（片面）와 絞織도 고급품 

으로 市場에 많이 나오고 있다 한다.

특히 벨벳트調 타월은 종전의 가운과 浴室壁 

紙用으로부터 최 근에는 一般浴用 타월과 비치타 

월에 이르기까지 널리 愛用되고 있다 한다.

이 란에서 不況올 겪고 있는 美國 GM社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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裝飾性 높은 새 라이 터 모듈 開發

一日本 샤프社, 2月경에 發賣키로一

日本의 유수한 메이커의 하나인 샤프社는 가 

리움 肥素員性抵抗 發光素子 (GND) 를 이용한 새 

로운 라이터의 모듈을 開發, 금년 2월부터는 販 

賣를 개시할 예정이라 한다.

同社는 라이터 모듈分野에는 처음으로 참여했 

는데, 同社가 개발한 라이터 모듈은 종래의 IC 
라이 터 의 連續着火部門에 同 GND를 이용함으로 

써 하이브릿드 IC와 SCR(실리콘-制御素子)이 

필요없게 되었다 한다.

또한 모듈이 절반정도로 小型化되었을 뿐만 

아니 라 선명한 에메 랄드 그린 發光色으로 라이 

터의 裝飾性을 높이는 효과를 지 녔다 한다.

이번에 개발된 모듈의 특징을 보면, 첫째 모 

듈의 크기가 10X 11.5 X 63mm로서 라이터의 크 

기에 맞춰 자유로이 설계가 가능한 점이며, 둘 

째 酸化銀電地 L5V 1개로만 3만回 이상의 사용 

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세째 연속방전의 周波數 

는 1〜3헤르츠 사이에서 자유로이 설계가 가능하 

고, 네 째 GND의 壽命은 半永久的이 라는 것 이 다.

또한 發光特性을 지니고 있어 라이터 外裝面 

에 에메랄드 그린色을 發光시켜 라이터의 裝飾 

性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샤프社가 이러한 새로운 모듈을 가지고 

旣存市場에 참여하는 것은 모듈 메이커는 물론 

라이터 業界에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自由中國, 손목 라디오 生產

一美麗한 디자인으로 裝飾效果 겸해一

채로운 아이디어 商品으로 自由中國의 라디오 

및 電蓄類 전문 메이커인 國盛電子股份有限公司 

가 연구노력 끝에 開發 생 산한 이 손목 라디오 

는 지난 76년 12월에 대만에서 열린 電子製品博 

覧會에 첫선을 보임으로써 많은 觀覧客과 外國 

바이어들의 시선을 한 몸에 끌었다.

지금까지 나온 小型 라디오類는 많이 있으나 

이것들은 대개 어깨에 맬 수 있도록 되어 있거 

나 또는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진 포켓用 라디오가 대부분이었는데 비해 이번 

에 개발된 손목 라디오는 손목시계의 모델을 모 

방한 미려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 손목에 차고 

다니는 裝飾的인 효과를 겸하고 있는 것이 特色 

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각종 電子製品의 小型化가 流行인 요즈 

음에 있어서는 장식용을 겸한 손목 라디오의 둥 

장은 오히 려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 손목 라디오는 이런 의미에서도 새로운 開 

發商品으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크게 기대된다.

同品은 주로 여행용, 둥산용, 야외활동용으로 

愛用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설계되어 있는데, 

外形은 靑色, 紅色, 黃色등 세 가지 디자인으로 

생 산하고 있으나 注文에 따라 그 色相이 나 디자 

인은 임의로 바꿀 수 있다고 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또한 外形의 크기도 男子用 大型, 男子用 中 

型, 女子用 둥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區分은 模型 전체가 相異한 것 

이 아니 고 다만 라디 오 밴드만이 다를 뿐이 다.

그런데 이 상품의 外形構造를 살펴보면 電子 

손목時計와 비숫하나 外形이 약간 크고 오른쪽 

에는 터닝, 볼륨, 電流, 스위치 둥이 부착되어 

있다.

이 손목 라디오의 製作方法에 있어서는一般라 

디오 제작방법 과 同一하다고 한다. 즉, 각종 부 

속품을 접선 조립한 다음 손목시계 모양의 라디 

오 케이스에 넣고 밴드를 부착하며, 이와 같은 

조립과정이 끝난 다음에는 최종적으로 精密機器 

에 의한 性能 테스트를 받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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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自由中國에서 아직 輸出實績은 없 

으나 바이어들의 관심과 반응이 대단하여 메이 

커인 國盛電子는 낙관적인 태세로 大量生產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한다.

라디오 自體의 特色으로 인한 人氣때문에 주 

문이 쇄도할 가능성도 많지만 더욱 有利한 것은 

輸出價格이 대단히 저렴하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個當 平均 輸出價格은 FOB 약 4弗50센트로서 

저소득층이나 學生層에서도 손쉽게 구할 수 있 

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日, 스카프의 獨自的 

디자인 開發 서둘어 
一패션의 多樣化와 個性化도一

日本의 패션產業 가운데 스카프라고 하면 그 

태 반은 横濱（요꼬하마）產올 말하고 있는데 現地 

業界 전체가 최근 명실공히 패션 메이커로 전환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主로 美國市場을 중심으로 中近東, 아 

프리카, 歐洲로 뻗어 北美市場에서는 70%의 쉐 

어를 확보하고 계속해서 높은 國際競爭力을 휘 

어잡고 있다.

또한 발전도상국의 끈질긴 추적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色과 무늬를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염 

색 기 술과, 유행에 뒤 떨어 지지 않는디자인, 納期 

의 嚴守 둥을 무기로 앞으로 당분간은 수출량에 

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國內市場에 대해서도 최근 1〜2년내에 

적합한 身邊裝飾品으로서 폭넓은 수요층에 자리 

를 확보하고 있다.

스카프는 完成까지 織布, 精製, 製版, 捺染, 

水洗, 정리, 봉제加工, 包裝에 이르기까지 여러 

工程을 거 치 는데, 요꼬하마의 경 우에 는 工程마 

다 각각 專門業者가 붙어 있어이들이 보통 메이 

커라고 부르는 製造都賣業者（직접 生產設備는 

갖고 있지 않음）를 中心으로 有機的으로 결합되 

고 있다.

현재의 分業體制는 너무 細分化되어 있어 集: 

約化가 요구되어 왔는데, 그 중 몇 개 업 체 가 

集約化에 成功함으로써 금년 들어와서는 集約化 

가 한층 加速化되고 있다.

이들은스카프 둥의 발전을 위해서는 첫째,. 

獨自的인 디자인 開發力과 商品企劃力, 둘째 捺二 

染 기술자의 양성, 세째 商品의 多樣化라고 입 

을 모아 말하고 있다.

현재 체제로는 輸出品은 대부분이 海外 바이 

어가 지정해 주는 디자인이며, 內需用은 카르. 

단, 썬로란 같은 歐洲 디자이너에 의한 것인데, 

패션이 다양화, 개성화하게 되면 그만큼 스스로. 

의 商品企劃力이 없으면 流行에 뒤떨어지게 마- 

련이 다.

따라서 스카프 產業의 구조개선사업계획에서: 

는 商品開發센터 설치에 最重點을 두고 있다.

디자인 面만이 先行하고 捺染技術이 뒤떨어지 

면 高價格 商品은 제조할 수 없는데, 현 상태하

에서는 高度의 숙련공이 不足되고 있다.

商品의 多樣化에 대해서는 이미 몇개 메이커 

가 스카프의 디자인이나 기술을 살려 에프론이 

나 服地, 洋傘地 둥으로 폭을 넓히고 스카프를 

하나의 單一品目으로서가 아니라, 브라우스와 

스커트는 물론 신발, 헤어 스타일, 핸드백에 이 

르기까지 복장 전체의 一部로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칡넝 쿨을 室內裝飾品으로 開發

一多樣한 디자인으로 60여種 製品 만들어一

지금까지 쓸모가 없어 거의 외면 당해 왔던 칡 

넝쿨을 室內 분위기를 돋구워 주는 장식용 제품 

으로 만들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현재 건축자재를 취급해 오고 있는 國內 駿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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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社가 작년 4월 부대 사업 으로 칡넝 쿨製品 生產 

을 本格化하면서 부터 칡넝 쿨에 대 한 인식 을 새 

로이 하게 된 것이다.

이 칡넝쿨은 때때로 農家에서 심심풀이로 여 

러가지 제품을 만들어 오고 있었으나 竹製品 輸 

出이 사양화 길로 접어 들면서부터 이의 代替品 

으로 규모있는 生產業種으로 서서히 고개를 들 

게 되었다

山間벽지에 흩어져 있는 이 칡넝쿨을 素材로 

잡지꽂이, 꽃바구니, 과일바구니, 장난감 바구 

디, 골프채 바구니 둥 活用度에 따라 60여種의 

製品이 산뜻하게 만들어 지고 있다.

이것은 처음에 꽃끚이 硏究家, 室內장식가 둥 

특수충을 중심으로 서서히 관심을 보여 오다가 

지금은 一般大衆에 이르기까지 人氣를 끌고 있 

다.

智異山 일대에서 채집되는 2年生 칡넝쿨을 원 

자재로 하여 製品化하고 있는데 製品化하는 과 

정올 보면 우선 칡넝쿨을 채집하여 증기처리를 

통하여 살균한 다음 응달에서 약 2〜3개월 동안 

건조시켜서 化學藥品을 넣어 軟化處理를 하는 

복잡한 공정을 거치는데, 이는 칡넝쿨에 박혀 있 

는 벌레들을 제거하고 製品을 만들 때 부러지지 

않고 자유자재로 구부릴 수 있는 效果를 얻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칡넝쿨 製品의 특징은 완전 手製品으로 칡 

넝쿨 자체가 지니고 있는 색깔과 감촉, 그리고 

우직스러운 멋이 가득 담겨져 있어 室內분위기를 

조성 하는데 색 다른 감흥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海外先進國의 構造패턴이 家庭中心으 

로 되어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자연 室內분위기 

를 조화있게 꾸미 기 위해 室內裝飾에 대한 關心 

度가 유별나게 높은 西歐人들에게는 좋은 실내 

장식용품으로 각광을 받올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최근에는 海外 바이어들이 이 칡넝쿨 

장식용품들의 샘플을 가져 가는 경향이 점차 늘 

어 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本格的인 海外進出을 위해서는 製品제

작상의 보다 세 심 하고 정 교한 기 술보완이 요청 

되고 있다.

美서 韓國 장롱 人氣

一固有한 디자인의 眞品 李朝 장롱은 時價 6만弗一

최근 아시아地域을 旅行하는 美國의 觀光客들 

은 그들이 찾는 嗜好品의 양상이 크게 바뀌 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觀光客들은 이제 中國의 磁器나 日本의 

木版畫보다 韓國의 장롱쪽으로 쏠리고 있다고 

한다.

최근 뉴욕 타임즈紙는 여 러가지 모양의 韓國 

장롱 사진을 커다랗게 실은「韓國장롱이 人氣를 

끌고 있다」는 題下의 記事에서 단순하고 現代的 

멋을 풍기는 線과 東洋的인 固有의 디자인올 갖 

춘 眞輸製 부속품으로 장식된 韓國의 장롱은 최 

근 몇 년 동안 큰 人氣를 끌어 韓國農村에 있던 

옛날 장롱은 이제 거의 자취를 감추고 지금은 

서울에서 이를 복제하는 產業이 成長하고 있다」 

고 보도했다.

韓國文化財 관계 전문가와 韓國家具分野를 전 

공하는 어느 大學敎授의 말을 引用하여 보도한 

이 記事는 李朝時代에 제조된 眞品장롱은 그 時 

價가 6만弗에 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韓國은 

75年 한 해에만 해도 8천 개의 장롱을 輸出했으 

나 76년에는 그 두 배가 넘어섰을 것이라고 전 

망했다.

현재 한국에서 수출하는 장롱들은 거의가 모 

두 眞品이 아니며 대부분 複製되거나 옛 모양대 

로 製造한 것 인데 眞品은 계속 늘어 나는 需要를 

감당하지 못해 공급不足 현상을 빚고 있으며, 

장롱의 輸出價格도 지난 1년 동안에 100%나 뛰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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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서 패션 마스크 登場

一디자인은 코部分을 변형시켜一

日 本에 서 는 요즈음 패 션 마스크가 둥장하여 

消費者들의 人氣를 점차 끌고 있다.

이 패션 마스크는 브래지어專門製造業體인 닷 

체스社（神奈川縣 厚木市 所在）가 開發한 새로운 

디자인의 아이디어商品으로 작년 11월부터 市中 

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겨울의 추위와 더불어 

특히 靑少年層에서 人氣를 끌고 있다.

이 새로운 제품은 종래의 평평한 白色衛生 마 

스크와는 달리 마스크 中央部分 코가 닿는 곳을 

.成形프레스로 加工하여 튀어나오게 만들고, 한 

쪽 옆에 漫畫의 主人公이 나 그 밖의 그림 또는 

무늬를 넣은 것으로서 악세사리로서의 機能을 

강조하고 있다.

코 부분을 튀어 나오게 만드는데는 同社의 브 

래지어 製造技術을 應用했으며 우선은 월간 6만 

개를 生產하고 있는데, 값은 女子用이 개당 ¥ 

500, 어 린이用은 ¥380으로 되어 있다.

同社는 앞으로 숙녀용, 신사용, 학생용도 따 

로 開發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새로운 아 

이디어 商品을 輸出하기 위해 유럽地域에 관계 

자를 파견할 예정이라 한다.

美서 造花需要 急增

-플라스틱製의 정교한 디자인이 人氣一

작년 크리스머스 시즌을 통해 美國의 造花수 

요가 크게 增加했다. 이 중에서도 특히 人氣가 

있는 品目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포함한 꽃, 과 

일 그리고 유리를 제외한 종류의 것으로 만들어 

진 정교한 디자인의 나무잎 둥이다.

그러나 生花의 한정된 壽命에 대한 反作用으 

로 人氣를 모으고 있는 이 造花는 크리스마스 

시 즌을 제 외 하고 보통 때에는 수요가 그다지 크 

지 못하며 선물용 포장 둥으로 사용되고 있다.

美國이 輸入하고 있는 造花의 大部分은 플라 

스틱製로서, 그 밖의 것은 아무리 디자인面에서 

우수하다고 해도 生動力이 약하기 때문에 수요 

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對美造花輸出은 직물제보다 

는 플라스틱製로, 실내장식용으로 보다는 선물 

포장용으로 輸出패턴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나라 造花輸出의 最大 競爭國은 홍콩으로 

서 홍콩製 造花는 質이 우수할 뿐 아니라 디자 

인面에서 우아하고 섬세하여 美國人들의 기호에 

맞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홍콩을 비롯하여 自由中國과 日本 

등 우리의 경쟁상대를 앞지를 수 있는 길은 새 

로운 디자인 開發에 注力해야 할 것이다.

즉, 生動感있는 재료이를테면 플라스틱）를 사 

용하여 살아 움직이는 디자인 開發을 경주해야 

하겠다.

黑人 人形, 美서 人氣

작년 年末年始 크리스머스 시즌을 통해 美國 

장난감市場에 는 “黑人人形” 둥 주로 흑인 고객 을 

상대로 한 商品이 범람했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黑人人形을 사가는 고객의 절반이 白人이 

라는 점이었다.

물론 어 린이들이 黑人人形을 選好하는 경향도 

주요한 이유의 하나이지만 白人들이 그들의 子 

女들에게 黑人에 대한 편견을 없애도록 하려는 

것 이 이 같은 현상의 동기 가 있다고 어 떤 장난감 

메이커의 대표자는 말하고 있다.

그러 나 보다 더 중요한 동기 는 색 다른 것 을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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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는 어 린이들이 黑人 人形의 人形으로서의 色 

感이나 디자인을 좋아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 

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장난감市場의 고객이 거의 모두 

白人이 었던 것 과는 달리 이 번 시즌에는 전체 고 

객의 10%가 흑인이었다.

이 번 시즌에 黑人들을 위 한 상품은 대개 66억 

弗로 추산되고 있는데, 지난 12월중에 모든 人 

形製品의 5%에 해당되는 검은人形 150만弗어치 

를 판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80년도까지는 

검은 人形의 비율이 10%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 

고 있다.

어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利點을 가진 것이 特 

色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竹製燈의 제작에 필요한 材料로는 대나무 

외에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 발브가 있어야 하 

는데, 제작방법은 100% 手工에 의한 組立을 하 

고 있다 한다.

즉, 대 나무를 둥의 크기 에 따라 필요규격별로 

절단 또는 절편을 한 다음 니스를 칠하거나 페 

인트를 칠한 다음 접 착제로 접 착하면서 手工에 

의하여 각종 디자인별로 組立한다.

이 竹製燈의 제작 아이디어는 종래 플라스틱 

製 크리스마스 발브를 이용한 신제품 개발을 시 

도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

自 由中國서 裝飾用 竹製燈 人氣

一정교한 디자인으로 自然美 살려一 홍콩서 石材文鎭 人氣

一디자인 多樣化에 最適商品一

이 裝飾用 竹製燈은 크리스마스 시즌이나 기 

타 祝祭日 둥에 실내 장식용으로서 최근 自由中 

國의 觀光紀念品販賣店 또는 장식용품 상점에서 

첫 선을 보여 고객들의 人氣를 모으고 있다 한 

다.

이 상품이 여타 상품과 다른 점은 지금까지 

의 각종 장식용 燈은 유리 및 플라스틱을 材料 

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이 었는데 비하여 

이 竹製燈은 대 나무를 主原資材로 사용하여 原 

始的인 方法에 의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現代 

式 화려한 장식 둥에 비하면 월등하게 自然美가 

풍부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딱딱한 人工構造物과 都市汚染을 벗어 

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순간적이나마 室內에 

서 自然美를 맛보게 할 수 있는 風致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받침대 부분과 燈과의 연결부 

분을 固定시키지 않고 약 45。각도 범위 내에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包裝 

할 때에도 많은 空間을 절약할 수 있어 運賃을 

감소시킬 수 있음은 물론, 탄력 성을 가지고 있

Stone Paper-Weight라고 하는 이 商品은 一名 

石材文鎭이라고도 불리고 있는 것으로 玩具와 

文鎭을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이 상품의 모양은 각종 곤충과 작은 動物 디 

자인을 정교하게 작은 돌로 모방하여 만든 것이 

다.

이 제품의 제조는 바닷가나 시 냇가 둥에 흔히 

散在해 있는 조그마한 돌들을 모아 만들 수 있 

기 때 문에 材料費가 한 푼도 들지 않는 10。% 稼 

得額을 올릴 수 있는 제품이다.

몸통에 다리, 귀 둥을 붙이고 수염이나 코, 입 

둥은 원하는 디자인으로 페 인트로 그려서 동물 

이 나 곤충을 만든다.

원래 이 상품은 75년에 自由中國에서 처음으 

로 生產된 제품으로서 自由中國 市中이나 홍콩 

所在 自由中國 直營 백화점에서 人氣裡에 판매 

되고 있다.

따라서 홍콩에 오는 外國 觀光客, 특히 西歐. 

人들의 선물용품으로 크게 각광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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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은 市販價格이 HK$12 (US $ 1=HK$5・ 02) 
•이며 월간 생산능력은 注文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量이라고 한다.

이 상품은 材料를 돈 안들이고 자유롭게 구할 

수 있는 利點이 있으므로 우리 나라의 새마을商 

।品으로 開發할 여지가 많은 상품이다.

다만 곤충의 형태나 動物 모양의 디자인 둥을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

그러나 材料는 婦女子들이 수집하더라도 石工 

이 나 美術에 조예가 있는 디자이 너들이 진출하여 

제작을 감독하여 생산활동을 벌인다면 제작기술 

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마네킹, 新規有望商品으로 登場

一얼굴 모양은 西歐化된 東洋人一

마네킹이 최근 對 말레이시아 進出 有望商品 

으로 둥장, 國內 輸出業界에 관심을 모으고 있 

다.

마네킹은 주로 양복점, 양장점, 의류판매 백 

화점 둥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말레이시아 國內 

에는 小型 모델만을 생산하고 있고 品質도 조악 

하여 市場占有率이 거의 무시될 정도이며, 輸入 

依存度가 높은 품목이라 한다.

그러나 日本, 싱가포르, 自由中國 둥에서 輸 

入되는 마네킹은 品質과 형태나 디자인이 저질 

로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다.

이 곳에서 人氣를 얻고 있는 모델은 크기가 정 

상적인 人體의 크기와 同一하며 成人의 경우 5피 

트 4인치〜5피트 6인치가 표준이며 男性은 건장 

한 體軀(Muscular Look), 女性을 허리가 가늘 

고 키가 큰 디자인의 모델이 대부분이라 한다.

특히 재미있는 것은 現地에서 選好되는 디자 

인은 얼굴 모양이 西歐化된 東洋人의 모습이 라야 

한다는 것이다.

材料는 主로 Fiber-Glass가 主流를 이루고 있 

는데, 우리 나라에서 이러한 材料나 디자인 둥을 

감안하여 輸出한다면 年間 수요가 약 5만弗인 現 

地市場진출에 큰 애로는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 

인다.

印尼서 Lever Spray 開發

一장난감 권총모양의 디자인으로 人氣一

이 상품 (Self-Closing hose nozzle) 은 고무호스 

의 끝에 연결하여 정원의 꽃이나 나무 등에 물 

을 줄때, 또는 약품을 살포할 때 쓰이는 自動開 

閉 Spray이다. 플라스틱으로 된 圓筒型(조립했 

을 때의 길이 5cm) 파이프의 끝을 고무호소 속 

에 집어 넣고 스프링으로 연결된 지렛대 모양의 

손잡이를 누르면 同 Nozzle의 문이 열려 물이 

나오도록 되어 있으며 놓으면 自動的으로 닫힘 

으로써 물이 나오지 않도록 考案되어 있다.

또한 손잡이를 누르는 强弱에 따라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Mist, Spray, Stream, Gush 둥의 

4단계로 물이 살포되는 양을 조절할 수 있는데, 

약하게 누를 수록 물이 안개 (Mist) 처 럼 살포 된 

다.

同 製品의 디자인은 장난감 권총처럼 손안에 

들어 올 수 있도록 제 조되 어 있어 , 어 린이 들에 게 

호기심을불러 일으킴으로써 정원의 꽃가꾸기 둥 

집 안에서 協同, 自立하는 어 란91가 되도록 교육 

시킬 수 있는 등 교육적인 효과도 있어 人氣裡 

에 판매되고 있다 한다.

사우디 서 독특한

디자인의 刺繡織物 人氣
一巡禮者들에게 需要 많아一

최근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는 독특한 디자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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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직물이 人氣를 모으고 있다 한다.

이 자수직물은 11월 하순이면 聖地 메카를 순 

례하는 모슬렘 순례자들에게 특히 많이 수요되 

고 있는데, 中東 特有의 디자인과 스타일 및 色 

相을 개발하여 순례자들의 嗜好에 多樣하게 적 

응시키고 있다 한다.

특히 아랍民族의 多樣하고 固有한 色相의 高 

級자수직물은 石油收入으로 所得이 증가된 아랍 

人들에게 수요를 한층 더 높여주고 있다는 것이 

다.

올봄, 여름 패션은 復古風

一디자인은 좁은 바지 . 주름치마 流行一

世界의 流行은 지금까지 流行되어 온 통넓은 

바지가 사라지고 올봄과 여름부터는 좁은 바지 

와 주름치마가 유행될 전망이다.

최근 全世界 流行의 先驅者 약 1천여명이 파 

리에서 선보인 77년 봄• 여름 콜렉션에 나타난 

공통적 인 경향을 보면 파리, 로마, 런던, 밀라 

노, 뉴요크, 몬트리올, 테헤란, 東京, 리오데자 

네이로 둥 東西洋 流行 中心地에서는 올해부터 

통이 좁은 바지와 주름치마가 復活하는 둥 復古 

風이 크게 流行할 것으로 보인다.

이 를테 면 폭이 넓 고 주름이 여 유있 게 들어간

느커트와 옛 날식 통좁은 팬츠 • 수트, 화려 한 플- 

란넬 브라우스들이 愛用될 것으로 보인다.

地域別로 보면 地中海地域에서 특히 화려한 

裝飾이 곁들여진 浪漫風의 衣裳이 流行할 것이 

며 中東地域에서는 하렘, 카프탄 둥 固有衣裳을 

본딴 유행 이 둥장할 것 이 다.

원단으로는 合成纖維보다는 모슬린 綿, 명 

주, 毛織, 플란넬, 개버딘 둥 天然纖維가 人氣 

를 끌고 있으며 허리부분, 스카프, 머리띠, 쉐 

터 둥 도처에 꽃을 그리거 나 수를 놓아 화사한 

풍치를 돋울 것이다.

또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섹시한 夜會服이 많 

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여 그간 유니섹스 유 

행때문에 밀려 났던 女性다운 맛이 되 살아 날 것 

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어깨를 넓게 노출시키는 대담한 넥 

크 라인의 디자인과 주름을 많이 넣어 부드러운 

감각올 최 대한으로 살리는 디자인이 많이 채택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신발도 가죽끈을 얽어서 만든 샌들, 우 

아하고 굽이 높은 구두가 流行할 것이며 모자로 

는 커다란 밀짚모자 둥이 人氣를 모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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作品과 異変
——今年 初의 廣吿디자인을 中心으로——
Product & sudden change

任 永
太平洋化學（株）宣傳部

祚

歲暮의「赤十字 포스터展」

지난 해 11월 초순 신세계 미술관에서 한국그 

래픽디자인협회 회원들의「밝은 사회를 위한 포 

스터전」의 뒤를 이어 n월 하순부터 같은 장소 

에서 유사한 캐치프레 이즈를 내 걸고 中央그래 픽 

디자인 회원들의「赤十字 포스터展」이 디자인 

同好人의 耳目이 집중된 가운데 '76년의 歲暮를 

장식했었다.

中央大學校 藝大 同門들로 구성된 디자이너들 

로서 '72년 발족한 이래 매년 會員展을 열어 비 

교적 作品活動이 왕성한 그룹으로 알려져 있다.

이 들보다 앞서 개최 됐던 한국그래 픽디자인협 

회展이「밝은 사회를 위한 포스터展」이라는 슬 

로우건을 내 건데 비 해 中央그래 픽디 자인회 역 시 

그와 유사한 주제를 내 걸고 있었다.「금년 회원 

전은〈인류를 통하여 평화를〉이라는 世界共通의 

슬로우건 아래 헌신 봉사하고 있는 大韓赤十字 

社의 내년도 계몽 선전사업을 어떻게 하면 視 

覺的으로 효과적으로 표현을 하여 조금이라도 

보탬 이 될 까 하는 마음」에 서 赤十字 포스터展을 

열게 됐다는 동기 인즉 참으로 환영해 맞이해 야 

할 행사임엔 틀림 없을 것으로 본다.

하기야 디자인의 본질은 인류문화 향상에 이 

바지 하고 인간의 정신세계 내지는 일상의 진실 

성을 미적 감각으로 객관화시켜 우리들 삶의 자 

세나 방법, 방향 둥을 설정, 계도해 주는 것이 

근본 이 념이고 보면 각자의 작품수준이 나 비젼을 

논하기에 앞서 그 왕성한 창작 의욕과 패기에 

박수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記憶에 남는 力作들

이 번 中央그래 픽 디 자인회 도「赤十字社의 계 몽 

사업」을 공동주제로 채 택 , 각자의 개 성 있는 作品 

들을 구성하다 보니 그만큼 힘들고 난점이 많았 

으리 라 본다. 그런 중에 도 자기 의 의 도한 바를 십 

분 발휘하여 보는 이로 하여극 즐거운 감홍을 

준 작품들이 비교적 많았음은 실로 반가운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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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닐 수 없다.

이번 전시작품 중에서 가장 記憶에 남는 力作 

들로서는 金哲中 作「어 린이 보호캠페인 시리 

이즈）」와 具東祖 作「우리는 모두 한 민족 한 겨 

레」, 張完斗 作「내 아들올 찾읍니다」, 金正峯 

作「작은 정성, 큰 희망」, 林完洙 作「海外同胞 

書信交流 캠페인」둥을 들 수 있겠다.

특히 張完斗 作「내 아들을 찾읍니다」와 金正 

峯 作「작은 정성, 큰 희망」은 작품의 호소력이 

가장 강하게 풍겨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것 

은 작품의 주제를 먼 데서 찾지 않고 가까운 데 

서 찾되 작가가〈무엇을 어 떻게 표현할까〉라는 

목적의식이 뚜렷했기 때문이다. 또한 두 작가는 

一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남의 아픔을 자 

기의 아픔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강렬한 모럴 의 

식의 눈（眼）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별로 힘들 

인 것같지 않은 아이디어를 가지고도 이처럼 호 

소력이 강한 작품을 구성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내 아들을 찾읍니다」에서 

울한표정과아들의 어 렸을

나타난 노인의 우 

적 귀여운 모습이

死涔遡省니：韦＜

張完斗 作「내 아들을 찾읍니다」

매치되어 보는 사람의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것 

은 이웃들의 아픔이 바로 나의 아픔일 수 있다 

는 작가의 강한 모럴 의식과 뛰어난 통찰력이 

이작품의 眞價를 높여 준 본보기라고 하겠다.

「작은 정성, 큰 희망」의 작가도 자기의 주관 

적 인 비 극적 상황올 배 제 하고 누구나 다 아는, 

그러면서도 우리가 흔히 남의 일로만 넘겨 버리 

기 쉬운 우리 주변의 숱한 참상 속에서 소재를 

골라낼 줄 아는 비범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新聞紙面을 채 운 물난리 참상기 사의 타이 틀만 

차례로 연결시 켜 下端까지 무리 없이 끌고 내 려 

와 대한적십자사의 모금광고란에서 독자의 시선 

을 멈추게 하는 기법은 보기드문 秀作으로 이룩 

해 놓았다고 하겠다. 다만「작은 정성, 큰희망」 

에서「작은 정성」을「큰 희망」보다 작은 금수로 

배열해 놓은 것은 물론 작가의 의도적인 것이겠 

지만「작은 정성」이라고 해서 굳이 작게 배열해 

야만 했을까 ? 다소 석 연치 않은 의 혹과 함께 너 

무나 자기 주관적 인 의도라는 데서 저항감을 느 

끼게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작품의 균형 

이 파괴되지 않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

0* "；0：s Sjws. x.o. •.，야* 蘇* 察界. 07、 ''한성사자'L；

金正峰 作「작은 정성, 큰 회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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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전체적인 참상의 분위기가 막바로 대한적 

십자사의 칼라링된 심볼과 이미지로써 연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작품의 우수성은 작가의 

사물을 보는 통찰력과 작품을 다루는 테크닉 면 

에서 찾을 수 있었지 캡션을 다루는 솜씨로써 

•평가되기는 어려운 작품임을 지적해 두고 싶다.

形과 色이 조화된 印象作

具東祖 作「우리는 모두 한 민족 한 겨레」와 

林宗洙 作「海外同胞書信交流 캠페인」은 포스터 

•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조건을 갖춘 작품 

이라 하겠다.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반드시 

目的을 갖는 祖覺傳達의 수단으로써 大衆에게 

•어떤 특수한 目的을 위하여 자극을 주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다. 왜 냐 하면 포스터 는 한 마마디 로 

말해서 大衆에게 傳達을 충분히 해줌으로써 흥 

미를 갖고 강한 印象을 주며 記憶에 오래 남는 

共感을 사람의 마음에 불러 일으키는 宣傳媒體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스터에는 보는 사람의 목적의식을 확

具東祖 作「우리는 모두 한 민족 한 겨레」

고하게 해주고 그 內容을 용이하게 전달하기 위 

해서는 文字와 이미지, 形과 色이 간단명료하게 

잘 조화되어 야 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예시한 張完斗의 작품세계와 金正峯의 

작품세계가 자신들의 目 的意識을 사실적, 繪畫 

的인 표현기법을 쓴데 반해 다음에 예시한 具東 

祖 作「우리는 모두 한 민족 한 겨레」와 林宗洙 

作「海外同胞書信交流 캠폐인」을 目的에 관련하 

여 그것을 暗示하는 이미지에 의한 표현방법을 

쓴 예 중에서 성공한 예라 하겠다.

「우리는 모두 한 민족 한 겨레」는 강렬하면서 

도 상반된 色感이 주는 긴박감과 그 상반된 이 

미지를 한 바늘씩 궤매가는 媒體 선정이든가, 

바늘의 허리에 赤十字의 칼러링된 심볼을 감아 

준 테크닉 둥은 평범한 것같으면서도 함부로 흉 

내낼 수 없는 기발한 발상이라 보고 싶다. 이 

작가는 지난번 한국그래픽디자인협회展에서도 

「백조의 시련」이란 작품을 발표한 이래 두 번째 

대하는데 예외없이 간단명료한 소재와 기법으로 

보는 사람의 상상력을 항상 존경할 줄 아는 그 

예의 바른 테크닉을 높이 사주고 싶은 작가다.

林宗洙 作「海外同胞書信交流 캠페인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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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海外同胞書信交流 캠페인」은 작가가 내 

세운 의도가 과연 赤十字社의 事業과 일치하는 

것인지 혹은 얼마나 비중이 큰 사업인지는 다소 

의문이 가지만 그같은 이슈만 배제된다면 우리 

의 視覺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한 作品이라 하겠 

다. 따라서 두 줕로 처리된 아래 위의 캡션의 

순서 가 어 쩐지 뒤 바뀐 느낌 을 주고 上端에 따로 

처리된 캡션을 소홀히 다룬 듯한 인상을 씻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이 작가도 역시 大衆 

의 관심을 사고 注意를 집중시킬 줄 아는 나름 

대로의 특별한 秘術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나 공감하고 즐거워 하고 이것을 기억에 오 

래 남길 수 있도록 능동적 인 작품올 구성할 줄 

아는 작가로 평하고 싶다.

新鮮하고 異常한 착상에 의한 作品世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참신하고 감명을 주며 

마음 속깊이 스며드는 포스터는 선배들의 진부 

한 표현수단에 의한 것이 아니고 누구나 관심을 

갖고 注意力을 환기시 켜 줄 수 있는 작품이라야

金哲中 作「어 린이 보호（캠페인 시리이즈）」

할것이다.

사람의 意識 중에는 어느 事物을 보든 간에 

그것이 새롭다거 나 異常한 것이라면 많은 자극- 

을 받기 마련이다. 이러한 異常한 發想과 표현. 

등은 視覺的으로도 大衆心理에 전혀 새로운 자 

극과 강렬한 印象을 줄 수 있다.

다음에 예시한 金哲中 作「어 린이 보호캠페인 

시리이즈）」와 宋泰根 作「사랑의 헌혈로 건강한: 

피를 !」은 위에서 말한 例의 作品으로 본 것이. 

다.

「어 린이 보호（캠페인 시리이즈）」를 낸 작가도 

지 난번 한국그래픽디자인협회展에서 「어머니… 

…」란 비교적 수준 높은 작품을 전시하여 주목 

을 끈 바있는 중견작가로 알고 있다.

지난번「어머니」는 최 대한의 공간에 군더더기, 

를 일제히 제거 하고 다만「어머 니」라는 한 단어 

와 그 인자하신 모습만 클로즈 업 시켜 보는 이 

의 심금올 짜릿하게 해주었던 그 놀라운 테크닉 

에 비해 후자는 작가의 완숙한 작품세계의 秘術- 

을 십분 발휘하여 눈으로 보는 작품의 경지를 

넘어서 가슴으로 읽히는 표현기법을 쓴 秀作이

宋泰根 作「사랑의 헌혈로 건강한 피를 !」



라고 하겠다.

리본을 맨 소녀의 異常스런 디자인이 오히려 

童話 속의 이미지를 연상케 했다든가, 그같은 

분위기에 알맞게 처리된 색채의 안배 둥은 실로 

大衆과 쉽게 迎合될 수 있고 새로운 감동이 가 

슴 속을 적셔 주는 좋은 예의 작품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宋泰根 作「사랑의 헌혈로 건강한 피를 

!」도 새롭고 異常한 착상에 의한 개성이 강한 

작품을 구성하려는 그 의도를 높이 사주고 싶 

다. 그리고 일러스트레이션의 대담성 있는 변화 

는 空想性을 제시해 주고 따라서 다이나믹한 흥 

분을 갖게하는 요소도 좋았다. 그러나 너무 개 

성적인 視覺效果에만 치중한 결과로 작가의 노 

고에 비해서 대중과 쉽사리 영합하기 어렵게 된 

다는 손해 를 감수해 야 하리 라고 본다. 한 가지 

더 지적하자면 단 한 줄로만 처리된 상단의 캡 

션 즉,「사랑의 헌혈로 건강한 피를 !」이란 말 

은 무슨 뜻인지 얼른 납득하기 어려울 뿐더러 

작품의 주제를 이끌어 줄 수 있는 기능을 발휘 

하기엔 어딘가 미흡한 캐치프레이즈로 여겨진 

다.

포스터의 표현은 어떠한 방법을 택하든 간에 

그 目的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記憶 

에 오래 남는 印象을 주어 야 하기 때문에 우랴 

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要素나 인간성 이 결여돤 

사실, 大衆의 개인적인 경험과 거리가 멀어 찬 

밀감을 줄 수 없는 등의 소재는 아무리 표현기 

법이 뛰어나더라도 訴求力이 약해지고 主題의 

통일성을 잃게 됨을 알아야 한다. 大衆은 항상 

일반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그들의 지적수 

춘 이상의 새로운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年末年始에 본 廣吿

새해들면서 전파매체 광고는 여전히 활발했으 

나 인쇄매체 광고는 주춤한 상태로 별로 자극적 

인 問題作이 없었던 것 같다. 아마 각 광고 스 

폰서마다 새해의 광고예산 책 정작업 혹은 새해 

를 기해 보다 새로운 이미지 광고전략에 부심하 

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 중에도 지난 해 연말, 국내 유수한 광고 

“広告는 阜다过온 生漬水準에의 欲鎖읆 

河워준다. 広名•는 人間예게 宙己와 家旗 

듮욦 위蚓 里다 종운 唱, 보다 善은 웟、 

보다 攀온 飲愈워 适糠盘 쭌다 広告늢 

個人树 努力욚 剌戮하여 보다 쯘 生産욚 

가져오재 한다. 広吿논 広吿 가 아니뗜 紹 

合할 수 없는 여得가지•賢 豐饒하재 結令 

시列 •주다?흐 ' 、、界치:、' 차时 f

연합광고

赳湯大:;:. '、発二沁於三£ 一 :、；・員也 
凝二玄.、.:—；；：•

제일기획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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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업체가 각자 특색있는 기 법으로 일간지에 나 

란히 게재했던 기 업 PR 광고가 퍽 인상적 이었다.

역시 유수한 광고회사의 광고다운 맛을 물씬 

하게 풍겨주고 있다. 韓國聯合廣告가 광고의 내 

용을 카피 에 의 존하면서 시 원한 여 백 처리로 테 

크닉을 보여준데 반해 第一企劃은 카피를 최 대 

한으로 삭제해 버리고 광고의 내용을 視覺的 效 

果로써 충분히 설명해 주는 상반된 패턴을 보여 

주고 있어서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는 훌륭한 

광고라서 즐거운 느낌마저 들었다.

•다음에 예시한 廣告는 오리 엔트 시 계의 기电 

PR 광고와 럭키의〈유니나〉샴푸의 광고다. 이 

두 광고는 똑 같은 8단 크기의 신문광고로서 좋 

은 대조를 이룬다.

오리 엔트 광고는 기 업 PR 을 목적 에 두고 商 

品 PR까지 겸할 수 있는 일거양득을 노린 수준 

높은 것으로써 광고비가 아깝지 않을 정도로 훌 

륭한 광고라고 하겠다. 이에 비하면〈유니나〉샴 

푸광고는 이처럼 넓고 값비싼 공간을 불투명한 

상태로 처리된 느낌이다.「당신의 머리결은 어 

느 것 입 니 까 ?」라는 헤 드 - 라인을 달고 몇 백 배

오리 엔트 광고

유니 나 광고

로 확대됐다는 모발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지만 

바쁜 廣告독자가 한가롭게 앉아서 차근차근 보 

아줄지 의문이고, 그 아래 깨알같이 박아놓은 

카피 는 전체 적 으로 조화를 이 루지 못하고 광고의 

촛점마저 모호해진 예라고 하겠다.

다음에 예시한 廣告는 柳韓洋行의 〈쎄레스톤 

지크림〉의 가을과 겨울에 게재된 것이고, 또 하 

나는 한독약품의〈훼스탈〉광고다.

이 광고들 역시 제각기 소구점을 정확히 찾는 

데 성공한 예의 광고들이라 할 수 있겠다. 특히 

보는 사람의 시선을 잠시도 놓지지 않으려는 집 

요한 카피 내용과 안배, 그리고 레이 아웃도 흠

잡을 데없는 수준작이 었 다.

쎄레스톤지 크림 광고

훼스탈 광고

또 한 가지 언급해 두고 싶은 것이 있다면 시 

각적 인 표현기 법은 다소 진부한 느낌을 주지 만 

새해의 기업 PR 광고를 낸 三省出版社의 광고 

다. 혼치않은 출판사의 기 업 PR 굉 고라는 데 서 

도 호감이 가지만 수다스럽지 않은 분량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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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스런 카피에「정사년 새 아침 임직원 일동」이 

란 그 부분을 다시 읽어도 싫지않게 받아들여지 

는 것은 그만큼 그 몇자 안되는 카피에까지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한 노고 때문이라고 

하겠다.

批評을 위한 批評

그리이스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畫家 아페르레 

스의 그림을 보고 있던 어느 製靴工이「이런 形 

의 구두는 있을 수 없다」고 비평을 가했다. 이 

에 畫家 아페르레스는 그 말을 듣던 즉시 •구두 

를-다시 고쳐 그렸다. 그러자 제화공은 또 다시 

「그리구 발도 이상하다」고 말하자 아페르레스는 

구두장이는 구두 이 외의 것을 비평하지 말 

아 !」하고 화를 버 럭 냈다는 일화가 있다.

이는 요즘의 얄팍한 識見을 앞세워 남의 作品 

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誤導하려는 似而非 비평 

가들에게 가장 적 절한 충고가 되리라는 생 각이 

든다.

진정한 비평가는 어느 한 作品에 대하여 누구 

나 관찰할 수 있는 가치 나 미적 가치를 발굴해 

내기 위해서 한 작가의 결핍보다는 오히려 장점 

에 더 유의해야 하며 자기가 작가의 입장에 서 

보지 않은 한 그 작가의 의 도를 함부로 난도질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일전에 어 느 잡지 에 서 소위 廣告批評이랍시 고 

지껄인다는 소리가 「광고주들의 소갈머리없는 

버릇들이 그들 스스로의 사업에만 해로운 영향 

력을 미친다면 몰라도, 그것이 모든 민중의 문 

화의식에 공해를 주고 있기도 함을 생각할 때에 

그 각성 을 촉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었다.「광 

고주들의 소갈머리 없는 버릇」이란 외국 것을 

흉내 낸다는 버릇을 지칭하고 있다.

이것은 정작 민중의 문화의식에 해독을 끼치 

는 것이 바로 자기가 범하고 있는 誤謬 내지는 

誤導에 있다는 것 을모르고, 우리 나라 민중문화 

의 주인공이라 할 소비자들의 知的 수준과 購買 

패턴을 대관절 어떻게 알고 떠드는 것인지, 그 

底意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올바른 

識見을 가진 소비자들의 눈을 무시하는 망발이 

라 아니할 수 없다.

일부 기업의 지각없는 外製 흉내가 우리 나라 

기업의 전체적인 책임인 것처럼 몰아붙이는 식 

의 편협하고「소갈머리 없는」批評을 삼가해야 

할줄로 안다. 또한「광고에 나오는 눈이 움푹하 

고 콧날이 날카로운一서양 여자의 얼굴을 많이 

닮은一여자 모델을 아름다운 여자의 본보기로 

여러 매체에 나오는 광고에 내세울 때에 그것은 

알타이 어족의 핏 줄을 이 어 받아 어 차피 얼굴이 

온화하고 숭글숭글하게 생긴 한국의 여성들에게 

열등감을 느끼도록 부채질을 한다」는 망발을 서 

슴치 않고 있다. 이같은 망발은 廣告가 기업주 

의 이윤확대에 있다는 당위성올 차치하고 단지 

수요자에게「훌륭하고 유용한 생활정보」만 제공 

하라는 일방적 인 편견에서 비롯된 망발로 밖에 

달리 해석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즉, 오늘날의 

수많은 국내기업들이 국가시책에 앞서 스스로 

판로를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그에 손색없 

는 商品을 만들기에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는 

전혀 생 각해 보지 못한 데 서 비 롯된 것 이 라 하 

겠다.

三省出版社垂要岡書案内

새해아침

독서가족의 만복을 기원합니다. 

금년에도 보다 새로운 각오로 

보다 좋은 칙을

보다 많이보다 더 잘 만들어서

보다 값싸게

공급할 것을 다짐합니다.

성사년 시아김

임직원 일동

암차고 좋은 工¥ 니、•一

，，…三省出版社
忠1-

• 137 •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내 기업의 몇몇 광고에 

서 외국 모델을 쓰거 나 외국에서 도입한 CF 를 

그 기업의 구미에 맞게 각색하여 사용한 적 이 

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당국의 규제로 많이 바 

뀌어져 그같은 물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광고에 나오는 모델을 어느 

기준에 두고「서 양 여자의 얼굴을 많이 닮았다」 

는 것이며,「한국의 여성들에게 열등감을 느끼 

도록 부채질을 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인지 모를 일이다.

그따위 논리 대 로라면 한국의 여성들이란 본래 

얼굴이 온화하고 숭글숭글하게 생겨야지, 행여 

라도 눈이 움푹하고 콧날이 날카롭게 생긴 여성 

이면 한국의 여성이랄 수 없고 알타이어족의 핏 

줄이 아닌 어느 異民族의 핏줄을 이어받은 서양 

여성이란 비논리도 성립된단 말인가? 자가당착 

적 인 잠꼬대 치 고는 이 만저 만이 아니 다.

비단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뿐만이 아니다. 

그러나 얄팍한 識見과 분별없는 思考로 단지 비 

평을 위한 비평을 일삼는 그「소갈머리」에 광고 

인의 한 사람으로서 진정한「각성을 촉구」하며 , 

「구두장이는 구두 이외의 것을 비평하지 말라」 

는 아페르레스의 名言을 다시 한 번 들려 주고 

싶다.

。세살부터 저축하면 여든까지 가난없다

O 엄 마저 축 집 안튼튼 아빠저 축 나라튼튼

O 통장들고 걷는걸음 행복으로 가는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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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單行本「道具와의 對話」一디자인 哲學一

(1) 內容: 디자이너라면 누구나 必讀해야 할 

디자인 哲學書(高級洋裝 237面, 

4x6版)

(2) 定價 : 1,500원

(3) 配布處 : 韓國디자인包裝센터 資料室

• 單行本「超技術」一21世紀를 指向하는 技術革新의 新段階

(1)內容：高級洋裝195面，4x6版

(2) 定價 ： 1,000원

(3) 配布處 :韓國디 자인包裝센터 資料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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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포장」誌 販売 案内

——77年度 年間 購讀會員을 接受합니다——

本誌는 國內 唯一의「디자인 專門誌」로서 一般 愛讀者 여러분〕 

에게 더욱 널리 普及하고자 77년도 발간분에 대해서 아래와!:같 

이 연간 구독회원을 접수, 판매하오니 많은 購讀바랍니다.

◊ 接授 및 販賣處 : 當센터 編輯室

◊ 發行月 日 ：2・4・6・8・10・12月의 每 25日 격월간

◊ 1部當 定價 : 700원
◊ 長期購讀會員制 : 1年 （6回） , 購讀料 3, 500원 （郵送料 包含） 

派 郵便으로 年間 購讀申請時에 는 小額換 （3,500원） 同封 

하여 登記로 郵送해 주실 것 （住所 - 姓名 明記） .

◊ 낱권 購讀希望者 : 當센터 編輯室에서 隨時로 購入할 것.

◊ 問議 및 送金處 : II双I 서 울特別市 鍾路區 蓮建洞 128〜8 
한국디자인포장센터 편집실 

전화 ㉓ 5375〜8

4 X0 •아1”사ox""。"。/。/" 사。아。X0X0X0X0X0XQX♦사。

$
1 「디자인。포장」
岁 1977年2月號

VOL. 8, No.l （通卷第30號）1
* 登錄日字 1971年 1月14日

! 登錄番號 바-599호

J 1977年 2月20日 印刷
| 1977年 2月25日 發行

1嘉费：金 熙 德 1
發 行 所 : 異 한 국 디 자 은 포 장 선! 터 1

X

本 社 : 서 울特別市鍾路區蓮建洞128〜8 1
TEL @ 5375〜8 J

示範工場:서 울特別市永登浦區加里峯洞第2工團 1
TEL ⑱ 3839 • 2989 • 3418 X

釜山支社：釜山直轄市釜山鎭區鶴章洞261〜8 1
TEL ⑨ 1485〜7 X

印刷製本 : 드 和 印 刷 林 或 倉 社 ；

〈값 700 원〉 】

본지 는 한국도서잡지윤리 위원회 의 잡지 윤리 실천 강령 을 준수한다. 

◎ 企劉 및 編輯 : 金銀河 • 孫基結/表紙디자인 : 文修根



「그라비어印刷와 軟包装技術」發刊

朴基衍監修 辛在星著

O軟包装을 공부하고자 하는 초보자의 Text 
。包装을 企劃하는 製品開発 実務者의 案内書 

O 包装業務에 종사하는 사람의 実務 指針書 

O그라비어印刷 및 加工技術者의 너and book 

O 原緞, 잉크, 製版, 機械, 技術者의 参考書

初歩的인 理論에 서 부터 実務Data 및 Know how 를 바짐 없。 

수록한 最新 技術書 입니다.

(主要内容)

1 . 軟包装工業의 概要

2 . 그라비어印刷의 理論

3 . 그라비어 印刷版의 製版

4 . 그라비어 印刷의 実技

5 . 그라비어 잉크

6 .包装材料

7 . 加工(接合, 코팅, 断裁, 製袋, 기타)

8 . 후가공 이후의 문제점과 대책

9 . 필름의 시험법

10 . 필름의 재질분석법

11 . 포장의 신경향

12 . 포장재의 組合 및 복합 포장재 

派 부록 : ( 1 ) 용어해설

( 2 )관련업체 안내

※문의 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흥동 666-10
전화⑧ 4421, 5514

(⑫ 9402
서 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0-481 

® 4630



&噩 한 국 디 자 인 포 장 센 터 KOREA DESIGN & PACKAGING CENTER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