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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논 단 : 고유디자인을 기초로 하는 한국의 산업디자인(I)
-사상을 중심으로

디자인 정보: 산업디자인 개발의 새로운 조명



'93 산업디자인푸장개발원 교육과정

시각디자인교육 제품디자인교육

교육과정명 교육일시 기간 교육내용 수강료

편집디자인 

교육 I, n
4 월 1 주 〈정기간행물〉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대한 기획에서 

인쇄 제작기술.

편집에 이르기까지의 디자인 기법.

170,000

4 월 1 주 〈단행본〉

비정기 간행물(각종 홍보물 포함)에 대한 
기횜 및 구성.

인쇄과정 등 줗괄적인 디자인 전개론.

170,000

한글 타이포 

피의

개발과 적용

5 월 3 일 〈한글의 형태 개발 기법〉

다양한 레터링 개발로 새로운 디자인 추구 

및 적용방법.

120,000

광고디자인 

교육

6 월 1 주 〈신문, 잡지 광고〉

신문, 잡지 매체를 중심으로 광고 제작을 

위한 디자인의 구성요소.

〈영상광고〉

영상매체 광고 제작을 위한 디자인의 역할. ■

170,000

전공학생 실기 

교육(시각, 

제품)

7〜8 월 4 주 시각 및 제품디자인 전공대학 재학생 

(3년)을 대상으로 실기 위주의 현장 

교육을 통해 적응성 있는 디자이너로 양々

디자인과 

인쇄기법

8 월 3 일 디자인에서 인쇄의 역할.

디자인과 인쇄의 상관관계.

인쇄기법의 활용으로 시각디자인의 재창출.

120,000

Color- 
Planning

9 월 3 일 소비형태, 시대적 요구, 상품의 특성, 

국가적인 관습 등에 따른 시각디자인. 

상의 Color 형성 분석 체계적인 

Color-Planning 적용 기법.

120,000

시각디자인 

보수교육

10 월 2 주 시각디자인 전반에 대한이론, 실무, 새로운 

기법, 마케팅 최신 정보 및 동향 소개.
240,000

일러스트레이션 

교육

11 월 1 주 아이디어 발상법, 새로운 개발기법 등 

일러스트레이션 분야의 디자이너를 위한 

이론 정립 및 실무교육.

170,000

교육과정명 교육일시 기간 교육내용 수강료

제품디자인 

교육

3 월 1 주 디자인 컨셉트 능력과 프로젝트 관리능력 

개발, 제품 Identity 형성 방안, 

개발프로세스의 패러다임 구성과 

시나리오의 기획 및 개발.

170,000

세라믹 제품 

디자인 교육

4 월 3 일 신소재를 이용한 국내외 각 제품의 소개. 

개발 소재의 활용 방안과 생산-소비의 

상관관계 설정• 미래 제품의 방향성 소개.

120,000

차세대 비지니스 

프로덕트

5 월 3 일 차세대에 예상되는 Business 형태의 연구 

및 기술 첨단화에 따른 Read-Map 
파악으로 디자인 선진화 방향 모색. 

미래지향적 Design Trend 분석 및 

Concept 창출 방향 설정.

120,000

제품 디자인 

보수교육

6 월 2 주 제품 디자인 전반에 관한 이론 및 개발 사례. 

최근 제품 中1인 동향 등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체 실무디자이너들에게 개발 방향 유도

240,000

제품디자인과 

금형교육

8 월 1 주 제품디자이너에게 가장 필요한 금형에 대한 

이론 및 개발 사례, 최근 제품디자인 동향 

등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체 실무디자이너들 

에게 개발 방향 유도.

170,000

디자인 

매니지먼트

9 월 3 일 디자인 작업에서 생산, 마케팅에 이르기까지의 

관리 및 조직상의 운영으로 성공적인 

실용화를 위한 전략.

120,000

제품디자인과 

Technology
10 월 3 일 제품디자인과 엔지니어링의 접근을 

유도하여 새로운 제품디자인의 방향을 

구축, Hi-Tech, Hi-Touch한 감성적 

디자인 방향성 유도.

120,000

인테리어 

디자인 교육

11 월 1 주 인테리어 디스플레이 관련 이론 및 

사례연구를 통한 정보의 네트워크 형성.
170,000

산업디자인 

세미나

11 월 1 일 국내외 제품디자인 관련 최신 기술정보를 

통한 디자인 패러다임 구축.
50,000

포장기술교육 컴퓨터응용디자인교육

교육과정명 교육일시 기간 교육내용 수강료

골판지 포장 

전문교육

3 월 1 주 골판지 원지, 기계, 접착제, 인쇄, 

골판지시험 및 골판지 가공 신기술 등 

골판지 전반에 관한 전문 교육 실시.

170,000

포장관리사교육 4〜6 월 6 주 국내 포장 관련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포장관리, 재료, 유통기법, 실험 및 

공장견학 등 포장 전반에 대한 이론 및 

실무교육 실시.

350,000

포장관리사 

통신교육

5〜8 월 

8〜n 월 

(연 2회 

실시).

14 주 서울 경기 일원을 제외한 전국 지방 

산업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포장 • 

관리사 교육과 동일한 내용色로 

장기 통신교육 실시.

300,000

식품포장 

전문교육

6 월 1 주 식품포장재료, 식품과 포장과의 상호작용, 

포장기법, 식품의 가공, 위생 및 

보관수명 등 식품포장 전반에 관한 

전문교육 실시.

170,000

포장디자인 

전문교육

8 월 1 주 포장개론, 재료, 용기, 디자인 기획, 기법 및 

마케팅 등 상업포장에 관한 전문교육 실시.
170,000

완충포장 

전문교육

9 월 1 주 완충포장재의 종류 및 용도, 완충고정기법, 

해외완충 포장의 경향 및 국내 완충 포장의 

진로 등 강의 실시.

170,000

유연포장재 

전문교육

10 월 1 주 유연 포장재의 종류 및 특성, 

새로운 가공 기술 

유연 포장재 인쇄기법, 

환경과 유연 포장재의 상관관계 등 

연포장 전반에 대해 전문교육 실시.

170,000

포장과 물류 

전문 교육

11 월 1 주 수배송 자재 관리 및 보관, 하역, 

포장 그리고 물류 일관화를 위한 정보 등 

물류 제요소에 대하여 심도 있는 

교육 실시.

170,000

포장기술 세미나 11 월 1 일 포장 관련 최신 정보 제공. 50,000

교육과정명 교육일시 기간 교육내용 수강료

컴퓨터그래픽 

(CAD/ CG) 
기초과정

3 월
8 월

2 주 컴퓨터 조작, 화일 복구, 변환 등 컴퓨터에 

대한 기초 지식 함양.

컴퓨터 그래픽의 기본 개념과 구성 원리.

2D 그래픽 위주의 이론 및 실기교육.

CG를 이용 실제 디자인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작품 제작 및 출력.

250,000

컴퓨터그래픽 

(CAD/DG) 
전문과정

3 월
9 월

3 주 <3D 그래픽 위주의 이론 및 실기교육〉 

3D 그래픽에 의한 산업디자인 응용. 

모델링 및 렌더링 이미지 응용 실습 및 출력.

300,000

전자출판 (DTP) 4 월
10 월

10 일 컴퓨터를 이용한 편網자인〉 

컴퓨터를 이용한 정기간행물 실사례 및 작업. 

단행본 제작과정 응용실습 및 출력.

200,000

CIP 및 LOGO 
일러스트레이션

5 월 2 주 CG를 통한 CIP 및 로고 작업과 

1,600만 Color와 패턴을 통하여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방법 실습. 시제품 제작 및 출력. 

로고, 심볼 및 폰트 디자인 응용.

250,000

그래픽다자인 6 월
10 월

2 주 스캐너를 이용한 다양한 이미지 합성 방법 

및 실습

CG를 이용한 산업디자인 웅용.

작품 제작을 통한 실기교육 및 출력.

250,000

하계전공학생 

교육

7 월
8 월

3 주 학생들의 하계방학을 이용한 컴퓨터 그래픽 

기초 과정교육.

디자인 프로세스상에서 CG의 역할.

제작과정 및 응용사례.

컴퓨터에 대한 기초지식 함양.

200,000

동계전공학생 

교육

1 월
2 월

3 주 학생들의 동계방학을 이용한 컴퓨터 그래픽 

기초 과정교육.

디자인 프로세스상에서 CG의 역할, 

제작과정 및 응용사레 

컴퓨터에 대한 기초 지식 함양.

200,000

문의처 및 접수처 ：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교육연수부 (110-460) 서울 종로구 연건동 128-8 
TEL 742-2562/ 3, FAX 745-5519



모든 산업 분야에 있어 첨단의 고도 혁신이 일어 

나고 있는 현대에 포장산업의 영역 역시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따라 포장산업 분 

야에도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신소재 및 신기술의 개

T 입仁DW 인 125
INDUSTRIAL OESIGZ 1992VOL.23

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匚卜. 이에 본 개발원에서는 

유통상품의 포장을 위한 우수포장상품선정제를 시행 

하게 되었다. 본 표지는 이번 선정제의 수상작으로 

꾸며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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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단

고유 디자인을 기초로 하는 

한국의 산업디자인⑴

- 사상을 중심으로 -

최명 식

중앙대학교 공예학과 동대학원 졸업

(공업디자인 전공)

• 영국 West Sussex College of Design, 
Higher Diploma 수학 (공업디자인 전공)

• 영국 예술왕립대학원(RCA) 졸업

(공업디자인 전공)

• 영국 Brighton Polytechnic 박사과정 수학

(디자인사 전공)

• 현 경희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전임강사

I •서론

산업디자인(ID)은 단지 디자인만의 

창작이 아니라 기술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은 매우 낙관적이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상대적으로 디자인 분야의 

수준은 아직 그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선진국의 

외형만을 모방하던 것으로부터 창조적 

디자인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말이 시사하듯이 

우리의 독창적인 오리지널리티 

(Originality)를 가지고 모방이 아닌 

창조적 디자인을 지향하여야 한다. 즉, 

우리 민족의 정통성인 CPI(Co-operate 
Product Identity)를 찾아서 그것을 
널리 알려야 하4 것이다.

이러한 우리 고유의 조형성을 새롭게 

창출하기 위하여 3차원적 시각요소 

(Visual Elements)-형태(Shape), 
색채(Color), 질감(Texture)-를 토대로 

우리의 전통 이면에 내재한 정신과 

문화적 속성의 관계를 파악하고, 

생활방식, 습관, 전통행위 등의 활동 및 

이러한 것들을 뿌리로 하는 문화 유산 

속에 담겨진 우리의 의 • 식 • 주와 

더불어 예술을 고찰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 그 사상적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한다.

n •본론

1. 성격

Osgood. C.는 한국의 퍼스널리티 

(Personality)를 내향적이고 감정적이며 

정적이라 하였다. 이러한 면은 우리가 

불교를 수용하는 면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우리는 불교 자체의 교리보다도 

불교가 우리에게 주는 서정적인 점에 더 

지대한 관심을 보여왔다. 이러한 까닭은 

불교미술이 주는 조형미술, 사원, 불상 

등 건축공예의 예술적 감각이 우리의 

예민한 미의식과 정감에서 유출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정적인 것과 아울러 우리의 또 다른 

특성으로 직관적인 사고를 들 수 있다. 

직관이라 함은 어떤 수학적 토대, 

분석적인 경험을 거치지 않고 마음 

속으로 느끼는 판단을 말한다. 이것을 

체득하는 것이 용이한 일은 아니나 

이러한 직관적 사고는 담백하고 소박함 

속에서 은은한 기품을 자아내게 하고 

단순함 속에서 복잡한 조화를 찾아 볼 

수 있는 무궁무진한 품격을 자아내는 

것에 타민족이 추종할 수 없는 우리의 

멋이 있다.

우리는 점잖다는 것을 하나의 

미덕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체면과 위신을 생각해 주고 존중해 

주며, 자기를 소중하고 정중하게 다루어 

달라는 뜻이기도 하다. 이것은 일종의 

체면 존중 사고에서 나온 표현으로 

이러한 체면 존중 사고는 사회생활 

속에서 자신의 뜻과 반대되는 의견에 

부딪쳤을 때 자기 소신대로의 의견을 

표현하거나 행동하는 것으로부터의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으로, 남의 의견에 

동조함으로 해서 남의 체면을 살려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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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동시에 자신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이다.

옛날우리나라의 사대부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온, 자신을 강력하게 

주장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부인하며 

자신보다 타인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더 큰 관심을 가지는 

사고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평가절하하는 것으로 의타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서구와는 다른 사후관을 

가지고 있다. 서구의 인간 사후에 대한 

관념은 영혼이 천국 같은 유토피아 

세계로 가서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도피적인 관념인데 반해, 우리는 고유의 

샤머니즘을 바탕으로 음양오행 사상이 

절충되어 죽은 자의 영혼이 인간의 

주위를 항상 배회하고 있다는 무교적 

사후관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후관은 끊임없이 현세와 

내세를 공존하는 윤회적 관념으로 

나타나고 유교와 절충되어 예의 

극대화를 초래하였다.

사자를 위해 호곡하는 종교적 예의를 

갖추고, 조상을 위하여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조상숭배의 사고 방식은 앞서 

설명하였던 한국인의 성격들을 

결정지은 근본 사상과 무교적 샤머니즘, 

음양오행 사상이 우리의 특성에 알맞게 

집약적으로 표출된 성격이라 할 수 

있다.

2•풍토

풍토란 한 민족이 枣｝온 지역의 

기후 지형, 식생 등을 총칭하는 말이나 

자연현상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자연현상이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하여 느껴지는 어떤 심리 상태까지를 

포함하는 말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무언가를 암시해 주는 

대상들로 가득차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대상들의 각기 다른 자연의 모든 

사물과 형상에서 지각되는 여러 가지 

형태, 색채, 질감, 윤곽, 뉘앙스 등에 

대한 다양한 감각과 감정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만의 지각경험 

속에서 독특한 미의식을 형성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풍토는 어떤 내용을 우리 

무의식의 세계 속에 축적시키고, 우리가 

성장해 가는 과정을 통하여 의식세계의 

수면으로 우리 조형의식을 드러나게 해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풍토와 조형의식의 관계를, 

김영기 교수가 펴낸「한국인의 

조형의식」을 인용하여 그것을 사상적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1) 기후

기후는 인간의 정신적 • 육체적 

활동에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후는온대성 기후로서 

4계절이 뚜렷하게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기후는 밤과 

낮의 기온차가 심하고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는 무려 50 ℃ 이상을 상회하여 

아열대에서 온대, 냉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독특한 특징들이 문화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즉, 기후에 

의하여 재료의 선택과 사용방법 및 

형태, 색채, 질감 등이 다른 지역과는 

구별되는 차이를 가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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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부터 우리는 추운 겨울을 견디기 

위해 솜이불 • 솜바지 등을 만들어 

사용했고 이러한 것들에 의하여 두툼한 

것을 선호하는 자연스러운 감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하여 우리의 감각을 

'두께감각' 또는 '감각의 두께，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또한 우리의 건축물에 사용된 

사각기둥은 하나같이 모서리가 죽어 

있다. 그것은 우리가 '조용히 돌아서는 

행동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계절이 변하고 온도가 변해가는 속도의 

관점에서 그 연유를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의 가옥은 방바닥을 

달구어서 온도를 조절하는 온돌난방의 

구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온도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되어 

가는 속도가 서서히, 은근히 진행되는 

것으로서 우리 문화가 여유를 갖는 

'여백의 미'가표현되어지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백의 

미'는기둥의 '조용히 돌아서는' 행동 

감각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으며, 

우리가 너무 세련되거나 차가운 사람을 

싫어하고 섬유나 나무의 질감을 

좋아하는 것도 이러한 온도 

감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화강암

혼히 이태리 문화를 대리석 문화라 

일컫는다면, 우리 문화는 화강암 

문화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지형이 

제공하는 재료의 성질이 조형 

예술가에게 어떤 종류의 암석을 제공해 

주었느냐에서 나타나는 결과이다. 

따라서 이것은 지형적 조건이 문화의 

특성을 결정하는 데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중요한 예라고 할 수 

있다.

화강암의 질감이나 그것이 만들어 낼 

수 있는 무한한 형태의 특성은 

대리석으로 창조되는 형태의 경우와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화강암은 연한 대리석에 비하여 

단단하기 때문에 석공의 인내와 

어려움을 요구한다. 즉, 내면의 깊은 

세계와 관련되어질 수밖에 없는 시간과 

노력이 그 조형물에 투영되어서 보는 

이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또한 우리의 문화가 칼로 자른 듯한 

날카로움이 아닌 부드러움과 구수하고 

정겨운 의식 속에서 생겨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화강암의 성질과 질감으로 

나타낼 수 있는 둥근 형태나 부드러움 

등은 우리의 의식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3） 소나무

획일화되어 가는 현대의 도시사회에서 

이제 우리의 아름다움을 대하기가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간혹 허물어져 가는 한옥의 처마나 

어머니의 버선 코, 할머니의 也卜한 

한복차림의 옷고름에서 우리의 미를 

발견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산행에서 대하는 소나무에서도 

우리의 정겨운 멋을 대할 수 있다.

이러한우리의 아름다움이 '선의 

예술성 ^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은 

이미 일반화된 사실이며, 그것은 곧 

직선의 예술이 아니라 곡선의 예술임을 

뜻하는데 이것은 소나무의 조형적 

분석을 통하여 더욱 확실해진다.

소나무의 조형에 대한 원초적 인식을 

살펴보면 수직으로 자란 서구의 

소나무는 직선적 형태로 사방 어느 

쪽에서 보아도 시각 위치에 따른 

다양함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지각 경험도 매우 단순하다고 할 수 

있는 반면, 우리의 소나무 형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굽은 형태로, 

시각의 방향따라 다르게 

인식되어지며 그 지각 경험도 다양하여 

여기서 어떤 제한된 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우리의 고유한 인식 태도가 

형성되었다.

건축가 Henry Vande Velde 는 "선은 
곧 힘 ”이라고 扇다. 그렇다면 소나무의 

선에서는 어떠한 개념이 지각되는 

것일까? 소나무를 한동안 바라보고 

있노라면 수직으로 뻗어 나간 다른 

나무들보다 오히려 꿈틀거리며 올라간 

소나무의 선에서 생명의 운동감과 

팽창의 리듬이 더 잘 지각된다.

〈그림 1〉을 보면 （가）의 직선보다는 

（나）의 곡선에서 생명의 성장감은 더 

강조되며, 굽이치며 성장하는 소나무의 

곡선을 '용트림 친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동시에이것은바위와 

악전고투하면서 지상에 아름다운 선을 

드러내는 것처럼 생명력에 대한 

은유라고 하겠다.

4） 산

우리에게 있어서 향수를 불러 

일으키게 하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는 고향 마을을 둘러싸고 있던 먼 

산의 능선이다. 이렇듯 우리에게 

있어서의 산은 산악이 많은 지리적 

요인과 동양의 신비주의적 사상의 

영향으로 인하여 생활과 사고에 대한 

관념으로부터 떼어 낼 수 없는 중요한 

지각 대상이 된다.

우리나라 국토의 75 %가 산이라고 

한다. 따라서 우리는 거의 산과 산의 

골짜기나 분지에 살고 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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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C/、〃

禍 （거渥） 韶 （金星） 竹 （水星）

화성（火星） 토성 （士星）

점에서 외국인이 산에 대하여 느끼는 

감각과 한국인이 느끼는 감각이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유럽의 산과 우리의 산을 비교해 

보면〈그림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 

산세가 그리는 차이는 뚜렷하다. 우리의 

산은 들판에 우뚝 선 산이 아니라 산과 

산의 능선이 연결되어 있는 산줄기 

형태로 이루어진다.

서양의 산은 서양인의 콧대 모양으로 

뾰족히 튀어 나와 있지만, 한국의 산은 

우리의 코와 같이 둥그스름하다. 또한 

서양의 산은 대립, 갈등, 긴장, 현시 

등이 강조되는 반면, 한국의 산은 능선 

모양>］］서 퍼지함수 곡선을 느낄 수 

있으며 조화, 평화, 자연스러움, 

암묵성이 나타나 있다.

또한 산은 풍수지리와도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는데 풍수지리라 함은 

음양오행 사상에 근거를 두고서 자연을 

대우주로, 인간을 소우주로 보고 자연의 

생성원리가 같다는 데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풍수지리 사상에 의하면 산을 

오행에 따라서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산으로 나눈다. 그 모양은 

〈그림 3〉과 같은데 그 중 우리가 가장 

舂1하는 산형이 금성산이라는 것이다. 

마치 금성산은 태극 도형의 음과 양을 

나누는 음양선과 같이 선의 흐름이 

완만하고 부드러운 선을 나타내며, 이는 

옛부터 모나지 않고 둥글둥글하게 

살。］가려 했던 우리의 생활철학과 

일치한다. 그것은 인간이 그 환경에 

적응되어지는 유기체이기 때문이다. 

또한 풍수지리 사상에는 묘자리를 

택하는 음택풍수가 있는데 그 형세는 

항상 여인의 음부의 형상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모성회귀 본능의 

자연스러운 발로라 할 수 있다.

3. 종교

철학, 과학, 예술, 종교는 그 목적의 

분명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철학은 

사유의 방법론으로 논증의 형식을 

취하여 보편타당한 가치의 규명을 

목적으로 하고, 과학은 실험으로써 

실증된 과정과 결과로 사실에 일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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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표 4>

X 계절 방위 초 목 인생 오장 육부 색 맛

목（木） 봄 동 싹이 튼다 소년기 간 담 청색 시다

화（火） 여름 남 잎이 무성, 개화 청년기 심장 소장 적색 쓰다

퇴土） 환절기 중앙 성장 중단, 수정 장년기 비장 위 황색 달다

금金） 가을 서 결실 중년기 폐 대장 백색 맵다

쉬水） 겨울 북 씨앗 저장 노년기 신장 방광 흑색 짜다

법칙에 대한 보편적 지식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술은 경험으로써 

진실의 표현을, 종교는 전체적 

경험으로써 해탈과 구원을 목적으로 

한다.

예술과 종교는 목적을 구하는 

방법론으로 전자는 경험을, 후자는 

체험을 들 수 있는데, 경험은 

부분적이며 일시적인 것을 뜻하고, 

체험은 전체적, 영원적인 것을 뜻한다. 

이러한 경험과 체험은 일맥상통하는 

점을 내포하고 있어서 종교는 항상 

예술을 필요로 하게 되어 종교 예*]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종교예割]란 초월자와 

인간과의 관계를 그 예술 의지에 

의하여 공감, 공명하고 있는 예술을 

말하며, 종교적 감정을 일으킬 만한 

예술작품이어야 한다. 따라서 종교는 

우리 조형의식 형성의 중요한 요인이라 

할수있다.

1） 음양오행 사상

음양오행 사상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공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비어 있으면서도 삼라만상 

모두를 채우고 있는 상태를 말하며 이는 

곧 우주를 뜻한다（표 2）.
음양오행 사상은 C.D.Anderson 이 

1932년 양전자를 발견하기 수천년 전에 

이미〈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주를 공간과 시간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대립의 개념으로 인식의 

출발점을 삼고 하늘과 땅이라는 

현상계로 나누어 나타냈다. 이러한 

음양오행 사상의 운동법칙은 시작과 

끝이 서로 맞물려 있는 고리 형태로 

서구의 그것과는 다른 순환적 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불교의 윤회사상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음양오행 사상을 

알기 쉽게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것이 

〈표 2〉,〈표 3〉,〈표 4〉이다.

음양오행 사상은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우리의 문화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 

고유의 조형의식은 무교의 샤머니즘적 

관념과 음양오행 사상을 토대로 하여 

건축, 공예, 복식, 예술의 각 守1에 

사상적 또는 시각적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2） 불교

불교 교리의 중심인 진리는 법이요, 

정의요, 선행이요, 자연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제행무상（諸行無常）은 일체 

존재의 무상을 말한다. 불교는 어떤 

내용적 절대불변의 진리나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자 자신도 

절대성이 없음을 말한다.

사후관을 보더라도 인간은 여러 번 

생존을 거듭하는 것으로, 사후에도 

윤회의 운명이 기다리고 있으므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공덕을 쌓고 수행을 

하여 말세에는 극락 세계에 탄생하든지 

혹은 윤회의 세속을 떠나서 절대유, 

절대안락의 경지에 합일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였다.

그런데 불교의 이러한 원래의 사상이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샤머니즘과 만나 불교 원래의 모습이 

아닌 사후관이 성립되고 우리나라 

고유의 견해가 나타났다 즉, 우리는 

불교를 받아들임에 있어 우리나라 

토。J에 적합하게 만들었으니, 다시 

말하면 주술적 - 기원적 • 현세 중심적인 

것으로 변용하였다.

정토교적 불교는 인간사를 영혼, 

조화, 원만, 무구, 단정, 무심, 무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불교미술의 

조형적 뿌리를 이루고 있다. 영혼에 

근거한 차안성에 대한 피안성으로서 

선적인 초현실성을 탑과 불상에서 볼 수 

있으며, 조화에 의한 균형의 미는 불교 

건축의 완전성에서, 단청에 의한 지극의 

미는 복잡한 구도를, 무구에 의한 

청정의 미는진흙 속의 연화의 

개념으로 종교 미술로서의 특징을 더욱 

강조하게 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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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천 부 인

0 卍 +

태극문양의 부작 

〈동양 철학 상징〉

불교 만자 문양 부작 

〈인도 철학 상징〉

기독교의 십자가 문양 

부작〈서양 철학 상징〉

음양 오행 사상 

거의 모든 분야의 

문양으로 사용

창살 문양 사용

창살 문양 사용 

모든 사물의 골격 

ex) 연의 댓살

〈표 7>

3) 부작

부작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이며 현대 

문명이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고 역사 발전의 결과라 한다면, 

부작 또한 그러한 모습을 지닌 것이며, 

그 특징은 철저하게 기층 문화적 

표현의 하나이며 음양오행 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하나의 예술이다. 부작은 

평면 재료에 찍거나 그린 부적과 

어떠한 형태를 갖춘 입체물을 통틀어 

말하는 것이며, 삼국유사에 나오는 

횐웅천황이 가져왔다는 천부인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에 의하면〈표 5〉와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하학적 

조형 의식을 엿볼 수 있다.

부작에서의 색채 의식은 붉은 색과 

금색, 은색을 사용하였는데 주된 색채는 

붉은 색이었다. 이 붉은 색은 

벽사사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색채로서 주로 음식과 복식에서 주술적 

의미로 나타난다. 이처럼 부작은 점, 선, 

면, 색채에 의해 이루어지는 종교적 

부산물로서 우리 조형 의식을 찾을수 

있다.

4) 생활

유교를 바탕으로 한 가족이라는 

의미는 심리적인 하나의 공동체라는 

인식 이상으로 권위를 가지고 자손의 

교육에서부터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유교 사상에 근거한 가족제도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세밀하고 복잡한 족보의 

발달을 촉진시켰다. 이러한 족보는 

철저하게 부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계에 대해서는 그 계통을 따져 

볼 수가 없다. 따라서 딸의 이름 대신 

사위의 이름을 쓰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는 남존여비의 사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교적 가족제도에 근거한 

생활의 특성은 사물을 객관화하여 

사고하지 못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이를 

파악하려는 대인적인 관계이다. 이러한 

특성은 개인의 자유보다 권위와 강한 

서열의식을 형성하였고, 이로 인하여 

문화적 흐름은 개인의 예술적 추구를 

지양하는 성향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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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화적 흐름은 반대 성향의 

문화羽을 태동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하여 은연중 백성들에게 반을 

우롱하는 해학문화의 발달을 

초래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로 민속극. 

인형극, 가면극에 투영된 주류사상은 

양반 등 지배계층에 대한 민중의 반감, 

승려 타락의 풍자가 아니면 그들에 대한 

반감으로 조롱과 모욕. 일부다처 등의 

삼각관계에 관한 것이다. 이는 특히 탈. 

장승 등의 조각에 있어서의 해학적 

형태와 색채를 형성하게 하였다.

또한 철저한 금욕적 생활 태도를 

표방했던 유교사상은 인간적인 

감각이나 감정을 억제하고 멀리하면서 

인격과 형식, 규범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색이 있는 것은 곧 

육신의 욕망이라고 생각하여. 천시하고 

품이 없으며 인격적이 못된다고 여겼다. 

백색을 숭상했던 백의민족이라는 것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의식 속에서 

감정 • 감각적인 것을 초월하여 고매한 

인격에 이른다는 금욕주의적인 인격 

완성 특유의 인생관을 엿볼 수 있다. 

지금까지도 원색조나 유채색계의 

색채는 조잡스럽고, 유치한 것으로 

편견하는 경향을 우리들 마음의 심층 한

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문의

진흥정보부 자료실 

전화 762-9137

구석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m •결론

지금까지 우리 고유의 조형의식을 

찾아내기 위하여 우리의 上프-트- 웨어인 

사상적인 면을 살펴보았다. 물론 

시각화되어 있지 않은 관념의 추상적 

개념으로부터 3차원적 시각요소를 

유출한다는 것이 용이한 작업은 아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관념들이 각각의 

시대와 환경에 조응하여 변용되어도 

일관되게 나타나는 관념의 공통점 

속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상적 

조형의식을 찾을 수 있다.

우리의 전통 조형관을 형성시킨 가장 

커다란 사상적 요인은 음양오행 

사상이다. 동양인의 의식체계에 있어 

중심사상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상은 

우주관에 근거를 둔 '음양오행 

사상'이었다. 이 사상에서 말하는 

음양의 의미는 우주만물에 대하여 2원. 

즉 대립적 관계를 가진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오행의 의미는 금, 목, 수, 화. 

토를 상징한다. 이 음양사상과 

오행사상은 각각 다른 의미로 발전되어 

왔으나 이 두 가지 사상이 불과분의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도서자 

료실은 디자인•포장전문 자료 

실로서 지난 20여년 동안 수집 

해 온 국내외 디자인-포장관련 

도서들이 소장되어 있으며. 모든 

분들이 자유롭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영상 자료실에는 도서 

자료를 통한 정보 전달의 미비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슬라이드 

•비디오 테이프•마이크로 피 

쉬 • 마이크로 필름 등 첨단 영 

상 자료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을 바랍 

니다.

관계에 있는 이유로 해서 '음양오행 

사상이라 불리우게 되었다. 이 

사상에서는 방위와 기본물질 그리고 

계절 등이 모두 5개로 분류되어 조형의 

대표로 전해진다.

동양의 한국. 일본, 중국은 상호간의 

교류를 통하여 많은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자신들의 독자성을 유지하여 

왔다. 동양의 조형관이 많은 영향을 

받았던 음양오행 사상까지도 3나라는 

자연환경과 문화 그리고 역사의 차이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의미도 달랐다. 즉, 

음양오행 사상에 따른 색채와 형태, 

질감은 나름대로 우리의 민족적 

샤머니즘과 절충되어 토착적인 고유의 

조형관을 형성하였고, 시대의 변천과 

상황에 알맞게 변용되어 우리의 문화 

전반에 그 깊은 뿌리를 내렸다.

이러한 종합적인 우리 고유의 

조형의식에는 관념적인 면에서 

음양오행 사상과 샤머니즘에 바탕을 둔 

자연주의적 조형관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였고, 사물적인 면에서는 자연에 

대한 외경심을 주축으로 천연의 자연 

소재를 즐겼으며,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려는 의식이 강하게 

표출되었음을 볼 수 있다（표 7）. 계속

열람 서비스 안내

• 열람료: 무료

• 열람시간:평 일09:30〜17:30 
토요일 09:30-12:00

• 자료복사:실시 복사

• 휴 관 일:국경일 • 공휴일

소장자료

— 국내와 디자인 - 포장 관련 자료

• 전문도서. 정기간행물

• 참고 및 주변도서

• 카탈로그. 마이크로 필름

• 마이크로 피쉬

（석 • 박사 학위논문）

• 슬라이드. 비디오 테이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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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정보

'뉴 그랜저' 디자인

현대자동차 기술연구소 디자인부

GRANDEUR 익스테리어

1 서언

개발 프로젝트명 'LX'라는 이름으로 총 

개발 소요시간 4년 반이란 시간 동안 

현대자동차 기술개발연구소 내 모든 

연구개발팀원의 창조적인 땀의 결정체가 'New 
Grandeur'라 명명되어 탄생하게 되었다.

'New Grandeur'는 그동안 국내 시장에서 

Luxury Car 로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Grandeui•의 스타일과 메커니즘을 대폭 

향상시켜, 변화되어 가는 사용자의 니즈를 

총족시키기 위해서 오랜 세월 집적된 노하우가 

총망라되었다. 현대자동차의 자존심으로서 그 

이미지 리더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스타일링에 

있어서 에어로다이나믹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는 만큼 감각적으로 국제적이면서, 개성이 

강하고 중후한 느낌과 곡선미를 살린 'New 
Grandeur'의 등장은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지극히 당연하다고 본다.

개발 초기 타겟 설정에 있어서 사용자의 

연령 • 직업 • 사회적 지명도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40대 후반 이후에서부터 주 

사용자층이 형성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활동이 많고 수입이 많은 직업 -사업가 • 

의사 • 변호사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요 타겟층을 형성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타겟에 대한 자료를 수집 • 분석하여 

이미지 보드(Image Board)를 정리하면서, 

국내외의 경쟁 차종에 관한 자료와 스타일링에 

관한 최근 동향들을 분석하여 10년 앞을 

예측하는 Advance한 디자인 컨셉트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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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각 파트별 엔지니어들과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있은 후 Requirement를 

받아보게 되었는데, 초기 아이디어 스케치 

단계에서 Requirement를 과신하게 되면 

Advance Design이 나오기 어려우므로 

처음에는 디자이너의 좋은 생각들을 페이퍼 북 

위에 자유롭게 스케치해 나갔다.

2. 익스테리어 디자인과 디자인 프로세스

익스테리어 디자인(Exterior Design)의 기본 

개념은 우선 모든 최고급 제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상징성의 완성에 두었다. 

다른 제품과는 달리 자동차는 제품 자체가 

소유자의 퍼스낼리티를 표현하는 상징물로 

여겨지고 있으며, 특히 고급차의 경우에는 

상징성 자체가 디자인과 판매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Grandeur의 디자인 목표는 보수 

성향의 소비자가 지향하는 고급차의 새로운 

전형을 만드는 것으로 집약되었다. 이 

고급차의 새로운 전형이란 복고풍이거나, 

위엄이 있다거나, 혹은 번쩍거리는 장식 

등으로 치장된 것이 아니라, 순수한 

고급감이라는 원형질적인 가치가 내재된 

형태를 제시하는 것으로 규정되었으며, 이는 

고급차에 대한 현대자동차의 디자인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로젝트 진행시，New Grandeur'의 디자인 

컨셉트는 New Grandeur의 Prestige Car 
로서의 명성 계승과 시대 변화의 요구에 

부응한, 독특한 개성과 존재감을 중시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스타일과 하이 테크놀로지를 

적극 도입하여, 최고급 승용차의 격에 맞는 

고성능, 고품질의 신세대 Formal Saloon 
본연의 자세를 추구하는 것에 있었다.

익스테리어 디자인 개발에 있어서 주된 

테마로는 Clean Body, 직선과 곡선의 조화, 

모던 클래식 그리고 전 아이템의 차별화였다. 

각 View별로 설명을 한다면 우선 Side 
View에서 정통 세단의 비례로서 Wraparound 
의 개념으로 처리된 캐빈부와 전폭의 여유감을 

이용하여 사이드 바디에 중후한 볼륨감을 

연출하였다. 그리고 웨이스트 라인을 중심으로 

윗쪽은 Flush Skin으로 처리하고, 하단은 공력 

특성을 고려한 다이나믹한 형상의 면처리를 

시도하였다.

공력 특성을 고려한 Out Side Mirror와 

익스테리어의 스타일에서 유추된 Door Out

grandeur 
익스테리어 

프론트 뷰

디자인 프로세스

자료수집 및 분석

디자인 컨셉트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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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테리어 아이디어 스케치

Side Handle은 바디 전체의 균형과 함께 

조화를 잘 이루게 했다.

Front View에서는 Slim & Wide 비례의 

중후하면서도 독특한 라디에이터 그릴 형상과 

후드가 연장되어 라디에이터 그릴을 감싸는 

새로운 디자인을 시도하였고, 바디스킨과 

일체화된 프론트 범퍼는 갭을 최소화하는 

디자인으로, 범퍼 그릴(가로의 립)이 프론트 

이미지를 보다 더 와이드하게 보이도록 

고려하였다. 프론트 포그 램프(Front Fog 
Lamp)는 범퍼 안쪽에서의 그라데이션 효과를 

내며 중후한 감을 증폭시킬 수 있도록 

표현하였고, 범퍼 내장형으로 처리하였다.

슬림형의 헤드 램프(Head Lamp)는 

프로젝션 램프(Projection Lamp)를 적용하여 

고급스러움과 세련미를 가미해 첨단 

기능으로서의 수행을 향상시키도록 

디자인하였다.

Rear View에서는 대형차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일체형 슬림 타입 램프로 

디자인하였으며, 섬세한 조립 기술을 요구하는 

3중 렌즈를 적용하여 클리어하면서도 은은한 

빛을 내도록 고려하였다. 프론트 범퍼와 동일 

개념의 일체식 스킨의 범퍼를 디자인하고, 크롬 

코팅 (Chrome Coating)의 Dual Muffler 
적용으로 Rear View의 하이파워를 

표현하였다.

기존의 하이덱 (High Deck) 추세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Low & Wide Body의 Rear View 
Image를 고려하였으며, 바디의 전반적인 

디자인을 통해 절제된 크롬 몰딩(Chrome 
Moulding)!- 사용하였다(향후 차종의 추세임. 

과도한 크롬 몰딩의 적용은 차의 스타일을 

조잡스럽게 보이게 하기 때문).

바디 스킨상에서 돌출부를 없애는 새로운

경향인 Full Flush Skin이 되도록 

디자인하였다. 이러한 구체적인 작업들이 

진행되었던 디자인 프로세스를 이해하기 쉽게 

도표로서 설명을 보충하고자 한다.

3. 인테리어 디자인

자동차의 인테리어는 제품의 일부분으로 

보기보다는 탑승자에게 제공되는 하나의 

환경으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에, Grandeur 
의 인테리어 디자인은 인간공학적으로 고려된 

여러 기능 요소들을 하나의 조화된 형태에 

담아 낸 풍부 • 다채한 공간 연출을 그 목표로 

하였다.

인테리어 디자인의 전체적인 기조는 

부드럽고 풍부한 형태를 여러 가지 소프트 

재질과 천연 가죽 그리고 장미목 무늬 등의 

재질로 끝마감하여 최고급차로서의 품위를 

갖춘 공간을 연출하는 데 두었으며, 운전석은 

인간공학적으로 고려된 Cockpit Type의 

레이아웃을 기본으로 하여 모든 조작기기들을 

손쉽게 작동할 수 있게 하였고, 대부분의 

기능을 Full Auto, Soft Touch화하고 

계기판과 기타 그래픽의 시인성과 가독성을 

향상시켜 운전자의 편리성을 최대한으로 

만족시키도록 하였다.

Grandeur는 뒷좌석 중심의 고급차이므로 

뒷좌석은 움직이는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충분한 거주공간을 확보하고 파워 

시트, 오디오 리모콘, 퍼스널 램프, 독립된 리어 

에어콘과 냉장 박스, 라이터와 재떨이 등을 

정비하고 앞시트의 등받이를 젖히면 뒷좌석 

승객이 편안하게 발을 뻗을 수 있게 하였다.

4. 시장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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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개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국내 • 외의 

경쟁 차종에 관한 경향을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목적은 연구 개발중인 

프로젝트가 판매시장에서 경쟁사 제품 대비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반 

사항들을 파악하는 데 있다.

New Grandeur와 경쟁이 되는 

차종으로서 외국 차종만을 비교해 

본다면, Ford(M/Sable), 
Mitsubishi(Diamante), Honda(Acura 
Legend), Mazda(929), Toyota(Lexus LS400), 
Nissan(Infiniti Q45), Volvo(760 GLE), 
Benz(300 SEL), BMW(525i, 730 i) 등이 있다. 

대체적으로 위의 차종들은 고급차 시장에서 

업체들의 주력 차종들로서 그 이미지를 

배가시키고 있으며, 각종 첨단 장비와 안전 

장치들을 구비하고 세계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New Grandeur는 앞으로 다가올 시장 

개방의 조류에 맞서, 한국 자동차 공업입국의 

자존심으로서 -내수 시징■의 수입차에 대해 

성능과 기술면에서의 치열한 경쟁 一국제적인 

감각과 현대 자동차만의 순수한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되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둘 수가 있다

5. 결어

전 세계가 현재 자국의 산업 보호와 국익 

차원에서 보호무역주의로 치닫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물론 다변화되어 가고 

있는 해외무역시장에서, 꾸준한 성장을 거듭해 

온 현대자동차는 소형차에서부터 대형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차종에 걸쳐 연구 개발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자체 기술력으로 

다양한 새 모델을 소화하기에 이르렀다. Excell 
에서부터 중형 그리고 국내 최고급 사양이라 할 

수 있는 대형 Sedan까지의 전 차종이, 정예 

멤버로 구성된 소속 디자이너들에 의해 

스타일링되는 수준에 도달하였다.

New Grandeur 의 개발로 보다 폭 넓은 

사용자층에게 하이 테크놀로지로 무장한 High 
Quality Car를 서비스함으로써 선택의 폭을 

증대시키고, 또한 수입차에 대해 경쟁력을 

갖춤으로써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국가간 

무역 장벽에 맞서 국내 자동차 산업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예측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阴

인테리어 인스트루먼트 판넬 

(Instrument Panel)

0.A.W 1850

1825

1800

1775

1750

1725

1700

BMW 730 i • TOYOTA LEXUS LS 400
• HYUNDAI • NISSAN INFINITI Q45

HONDA LEGEND •.心“ • BENZ 300

FORD M/ SABLE • NEVV GRANDEUR
• 에TSUBISHI 미AMANTE

VOLVO 760

VOLVO 240
1675 , । ・

4400 4500 4600 4700 4800 4900 5000 5100 5200 O.A.H

주요 경쟁차 이menslon

에어백이 펼쳐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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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정보

산업디자인 개발의 새로운 조명

최 해 남 상공부 산업정책국 산업기술과 행정사무관

I. 머릿글

정부는 '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핵심 사업으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 수출진흥정 책의 일환으로 

'65년도에 한국디자인센터를 설립하면서 

산업디자인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국내적으로는 다급한 민생고 해결에 

밀려 양적인 충족에서 만족을 얻는 것이 

당면과제였기 때문에 예술적인 아름다움, 

인간공학적 편의성 등은 사치한 것으로 

외면되었고, 수출면 에서도 고부가가치보다 

가격을 강점으로 한 물량 위주의 저가 수출에 

주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국내외적인 여건으로 볼 때 산업디자인 개발이 

뿌리를 내리기에는 때 이른 감이 있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아시아의 용”이라 

불렀던 우리 경제가 '90년대 들어 국제 

경쟁력을 잃기 시작한 이유는 이제까지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가격경쟁체제가 임금의 

상승, 노사분규 등 잠복되었던 구조적 

문제점과 시장개방에 따라 위력을 잃어 버리게 

된 데 있다. 즉, 품질과 디자인 수준이 높은 

선진국의 제품이 대량 수입되는 동시에, 

풍부한 인력과 자원을 가진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값싼 제품이 세계시장으로 봇물처럼 

밀려 왔기 때문에 우리 제품은 비가격 

경쟁력의 보완이 없는 상태에서 가격 수준만 

亲卜져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경제를 살리자」라는 

용어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을 정도로 

선진국에 진입하기 직전에 다른 나라들이 

겪어야 했던 것과 같이 성장의 한계점에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잃어 가고 있는 

국제경쟁력을 회생시키기 위해 비가격 경쟁력 

부문에서 산업디자인의 존재가 다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 규모가 커져감에 따라, 이제 양적인 

총족어서 아름다움과 친밀한 디자인, 인간 

공학적인 편의성과 기능성과의 조화를 바라는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야 하는 

방향에서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생산기반기술과 

산업디자인의 향상이라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상호 보완성 있는 개발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산업디자인 개발은 생산기술을 자극하여 

신기술을 창조하고, 독창적인 우수디자인과 

신기술이 접합된 신상품을 개발할 수 

있으므로, 제품의 차별화 고부가 가치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개방화 시대를 맞아 디자인 수준 저하로 인한 

외제선호 풍조를 자연스럽게 치유하면서 

산업구조의 내실화를 다져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므로 현재 우리가 처한 

산업디자인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산업디자인 발전 5개년•계획을 

개관해 보는 순으로 산업디자인 발전을 새롭게 

조명해 보려 한다.

D. 산업디자인의 현 주소

1. 수출 경쟁력과 디자인

최근 무역협회가 조사한 수출경쟁력 

비교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제품은 대만, 

싱가폴 등 선발개도국에 비해 가격수준이 

6.6% 높으면서 품질 수준에서 2.7%, 디자인 

수준에서 2%밖에 앞서지 못해 전체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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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국 상품과의 가격 • 품질 • 디자인 수준 비교

구 부 가격수준 품질수준 디자인 수준 경쟁력 수준

일 본 125.7 123.0 125.1 122.4

한 국 100.0 100.0 100.0 100.0

선발개도국 93.4 97.3 98.0 101.9

후발개도국 77.0 80.1 79.1 82.2

※자료 : 무역협회, 수출산업실태조사보고('92. 5)

디자인 개발 형태 비교 (단위 : %)

자 체 개 발 기술도입 바이어요구 모방 계

25 9 50 16 100

※자료 : 무역협회, 수출산업실태조사보고('92. 5)

수준이 1.9% 떨어지는 반면, 일본 제품은 

우리에 비해 가격 수준이 25.7% 높으나 

품질과 디자인 수奢］ 각각 23%, 25.1 % 높은 

것으로 나타나, 품질과 디자인에서의 강점이 

가격경쟁력의 열위를 충분히 보전하여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디자인 기술과 개발 형태

우리나라의 디자인 - 포장기술은 선진국의 

73%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디자인 개발 형태 

면에서도 자체 개발이 25 %에 불과한 점으로 

보아 75% 정도가 바이어 요구나 기술 도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맡아 줄 디자인 

전문업체 실태

자체 디자이너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실질적으로 맡아줄 산업디자인 

전문업체가 30개에도 미치지 못하고 자본금과 

전문디자이너 확보 등 규모면에서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등 디자인 개발의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4. 산업디자인을 바라보는 눈

。업계

선진국의 기업들이 산업디자인을 형태, 색상 

등 제품의 외형적 요소에서 나아가 인간공학적 

측면, 기능적 편의성을 중시하여 제품의 설계 

및 기술개발을 선도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으나, 우리는 아직도 외형적 요소로만 보는 

시각이 팽배한 데다 디자인 개발의 성공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과 막대한 금형비 부담 

등으로 대부분의 업체가 매출액의 1 % 미만을 

디자인 연구개발비로 투자하는 등 

산업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편이다.

。정부

산업디자인은 가격경쟁력을 만회할 수 있는 

핵심 요소임에도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인 

「산업디자인 • 포장진흥기금」이 산업디자인 • 

포장진흥법령에 설치 근거만 있을 뿐, 지금도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이 자체 조성한 

10억원에 불과해 영국이 '90년도에 1,440억원 

조성, 대만이 '95년까지 1,200억원 이상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데 비하면 문제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으며, 산업디자인 

용역업이 서비스 산업으로 분류되어 

금융 • 세제상의 혜택을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산업디자인 개발자금 지원이 '92년에 처음으로 

2억원 정도 투입되는 데 그치는 등 육성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DL 산업디자인 개발의 재점화

경제개診］ 본격화되기 시작한 '60년대에서 

'90년대 초까지 4반세기에 이르는 동안 풍부한 

노동인력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경제성장 

잠재력이 어느 정도 소진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를 재충전하기 위하여 수출경쟁력 회복과 
산업구呈의 개편을 서둘러 마련하기 시작했고, 

일차적으로 기업은 생산기반 기술 향상을 위해 

R & D 비율을 높이고, 정부는 공업기반기술 

개발자금, 공업발전기금,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산업은행자금 등 모든 

선진국의 기업들이 

산업디자인을 형태, 색상 등 

제품의 외형적 요소에서 나아가 

인간공학적 측면, 기능적 

펀의성을 중시하여 제품의 설계 

및 기술개발을 선도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으나,

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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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단을 집중 투자하였으나 기술력은 

역사와 경험에 의한 누적성의 원리가 크게 

작용하는 분아이어서 좀처럼 선진국 수준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기술 

개발에 소홀해서는 안되고 더 강화해 

나가야겠지만 기술은 어차피 회임기간이 길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제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단기적 수단은 디자인 개발을 

통하여 제품을 차별화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데 주력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은가 

생각한다.

앞서 수출경쟁력 비교에서 일본이 가격 

수준은 물론, 품질과 디자인 수준도 월등히 

높아 국제경쟁력이 앞서 있듯이 우리도 디자인 

수준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향상해야 한다는 

경제흐름상의 중요한 길목에 서 있으므로 

사그러 들어간 불씨를 다시 찾아 산업디자인 

개발의 불을 다시 한 번 점화시킬 때라고 보며,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제품의 디자인 개발을 위해서는 재점화 역할을 

정부가 1 차적으로 맡고, 민간업계와 학계가 

이를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산업디자인 발전 5개년 계획 ”을 수립 - 

추진하려는 것이다.

IV. 산업디자인 발전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

공중전화기 개발

1. 발전을 위한 두 개의 기본 축

산업디자인의 창조적 개발을 통하여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2000년대 선진경제 

진입의 원동력을 제공한다는 기본 목표 아래, 

크게 산업디자인 육성과 이를 뒷받침할 

주변환경 조성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나누어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디자인 육성

현재 고유디자인 개발 비율이 25%에 

불과하여 잠식되어 가고 있는 세계시장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수요 조사를 

통한 독창적 디자인을 중점 개발하고, 

전문회사 육성과 산업디자인 기술정보 

유통체제 구축 등 기업의 독자적 개발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국제기술협력 촉진과 

전문디자이너 교류 등 산업디자인의 국제화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 조성

'93년을 산업디자인 발전의 원년으로 삼고 

정부에서「디자인 주간」을 선포하여 이 기간 

동안 우수디자인 상품 선정 및 전시, 포상, 

성공사례 발표 등 각종 행사를 집중 실시하여 

디자인 인식 제고를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전개하고, 산업디자인포장개 발원의 기능을 보다 

활성화하여 행사 위주의 진흥 중심에서 

연구개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및 교육 

중심으로강화할계획이며,현재 10억원 

정도에 불과한 산업디자인 • 포장진흥기금을 

'97년까지 500억원으로 확대 •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2. 산업디자인 발전 추진 내용

가 생산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독창적 디자인 중점 

개발

。수요조사를 통한 디자인 개발 부문 발굴 

산업계의 디자인 전문인력 활용 및 디자인 

개발 투자 등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정책대안을 찾아내는 한편, 

공업 기반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요조사 

실시를 통해 생산기술이 고도화된 제품 중 

디자인 부문의 비중이 높은 분야 즉, 음향기기, 

전자레인지, 조명기기 등 가정용 

전자전기제품을 비롯하여, 중소기업 제품 중 

디자인으로 특화할 수 있는 도자기, 섬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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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창적 모델 개발 계획

*93 ，94 '95 '96 ，97 계

과제 발굴 （개） 20 30 40 50 60 200

기술개발 （개） 10 20 30 40 50 150

자금지 원 （억원） 30 60 90 120 150 450

완구류 등과 국가별 • 지역별 특성에 따른 

색채, 문양 등 디자인 개발을 위한 기초 기술에 

해당하는 분야 등 독창적이고 수요 창줄력이 큰 

기술개발과제를 도출하여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으로 있다.

。독창적 모델 개발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독창적이고 

수요창출력이 큰 과제를 5년간 100종을 채택, 

450억원을 투자해 중점 개발하기로 하고 

여기서 추진코자 하는 중점 개발과제에 

대하여는 디자인 기술개발에서 상품화까지 

일련의 사업비를 공업 기반기술개발자금, 

공업 발전기금, 산업은행 기술개발자금 등을 통해 

집중 지원함으로써 디자인 개발 붐을 일어나게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 지원 강화

디자인 전문인력 및 개발자금을 지원하여 

피혁제품, 문구류, 공구류, 스포츠용품, 

조명기구, 요업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등에 

대하여 주요 업종별 공동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고, 판매조직 및 브랜드 이미지가 

취약한 중소기업간의 공동 브랜드 사용을 

유도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 절감, 

제품다변화를 통한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며 

이를 위해 시장개척기금 및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산업디자인포장개 발원 내에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상담실”을 설치하는 한편, 주요 

공단에 디자이너를 파견하여 지도토록 하고 

장기적으로 지역 디자인개발센터 설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나. 기업의 독자적인 개발 기반 조성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의 육성

자체 디자이너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체의 

디자인 개발을 서비스해 줄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를 '97년까지 100개 이상으로 

육성하기로 하고, 지난 11 월 7일 상공부 

장관이 전문회사 신고 요령을 고시함에 따라 

현재 산업디자인포장개 발원에서 상법상 

법인으로서 전문인력（디자인 관련 대학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근무경력 또는 디자인 관련 전문대학 

졸업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등）을 3인 이상 보유하고, 

연간 매출액이 1 억원 이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회사의 신고를 받고 있다.

제품디자인 용역회사의 설립시 

창업투자회사로부터 융자 알선을 받을 수 

있으며, 전문회사로 신고되면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주관기관으로의 자격이 부여되고 디자인 기술 

개발 및 CAD 등 고가장비 구입을 위한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 공업 발전기금 등 

정부정책 자금이 지원되며, 엔지니어링 육성법 

상의 기술용역업에 제품디자인을 포함하여 

소득세 감면 및 기술개발 준비금의 손금산입 

혜택 부여도 추진중에 있다.

。전문인력 양성

업종별 전문인력의 단기 양성을 위해 업종별 

협회, 조합의 디자인 수요와 연계된 교육과정 

신설을 유도하고, 산 • 학 • 연 협동을 통한 

인력 양성을 위해 디자인 관련대학 및 

대학원생의 업계,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등

산업 디자인포장개 발원 교육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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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연도별 해외 디자인 전문가 초청 및 연수생 파견 추진계획

구분 '93 '94 '95 '96 *97 계

전문가 초청 10 15 20 25 30 100
연수생 파견 5 10 10 15 20 60

현장실습을 권장하고 이를 정규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을 교육부와 협의 추진하며, 

산 • 학 • 연 공동연구개발의 촉진을 위해서도 

대학교수의 산업 디자인포장개 발원에 파견근무 

허용과 산업디자인 연구 인력에 대한 

병역특례도 아울러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디자인 정보의 유통체제 구축

디자이너의 전문분야별 데이터 베이스화를 

통한 디자이너 풀제도 운영과 디자인 신상품, 

산업디자인 개발정보, 지역별 • 국가별 디자인 

특성 정보 등을 D/B화하여 산업디자인의 정보 

축적 및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한편, 

KOTRA 무역관, 무역협회 해외지부 특히 

KOTRA 무역관을 중심으로 외국의 

산업디자인 정보 수집을 확대하고, 

해외파견자에 대해 산업디자인 교육을 

실시하여 이러한 역할을 수행케 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디자인포장개 발원의 

해외사무소를 '93년에 최초로 일본에 설치하고 

‘97년까지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태리 등 5개 

지역에 연차적으로 확대하며, 여기서 수집된 

정보를 산업디자인포장개 발원과 

산업기술정보원 , 대한무역진흥공사, 연구기관 

등과 협조하여 국내외 디자인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온라인 정보망을 

통해 업계에 공급할 계획이다.

전문가 초청 세미나

다. 산업디자인의 국제화

세계시장 수요 창출을 위하여 주요 

수출대상국의 색채, 형, 문양의 선호도 변화 등 

기초디자인 연구를 통하여 업계의 디자인 

개발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산업디자인포장개 발원과 일본의 오사까 

총합디자이너협회와 추진중인 한 • 일 디자인 

기술공동개발 사업을 미국, EC 지역으로 

확대하여 선진국의 기술을 이전받을 계획으로 

있다.

。해외디자인 전문가 초청 및 연수생 파견

한 • 일 산업기술협력재단 사업의 일환으로 

일본의 디자인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업계, 개발원 등의 

우수디자이너를 일본에 연수시킬 프로그램을 

마련중에 있으며, 초청 지도 및 연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70% 정도 재단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국제교류 강화

산업디자인 국제기구 및 외국의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디자인포장개 발원과 일본의 

산업디자인진흥회 , 이태리 산업디자인협회 

등과의 업무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국제산업 디자인단체협의회 (ICSID), 
국제그래픽디자인협의회 등 디자인 관련 

단체와의 정보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ICSID 
총회 및 세계 디자인 전시회를 유치하고 

일본의 국제디자인 전시회, 환태평양 디자인 

교류회 등 외국의 각종 전시회 및 세미나에도 

적극 참여를 유도하여 세계 시각에서의 

디자인에 눈을 뜨게 할 예정이다.

라. 디자인 의식 고취를 위한 범국민적 운동 전개

。「디자인 주간」실시를 통한 범국민적 인식 제고 

일본이 '73년, '89년 두 차례에 걸쳐 

「디자인의 해」를 지정하고, '89년부터 매년 

10월 1 일을「디자인의 날」로 지정하여 

우수디자인상품 선정 및 통산성 대신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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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을 실시하고 전시회, 세미나를 개최하여 

산업계, 소비자, 정부 모두에게 디자인 의식을 

고취하여 오늘날 세계 최고 수준의 디자인 

제품으로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점을 

중시하고, '93년을 디자인 발전을 위한 

원년으로 삼아 디자인 발전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디자인 

주간」을 선포하여 이 기간 동안에 제 28회 

대한민국산업 디자인 전람회를 개최하고, 

우수디자인(GD) 상품 선정과 대대적인 포상을 

실시함과 동시에 디자인 발전의 공로자에게도 

포상을 실시하며, 전시회 개최, 디자인 개발 

성공사례 발표대회 개최 및 각 업체별 디자인 

관련 행사를 집중 실시토록 하는 등 분위기 

조성에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기업의 디자인 의식 배양

경영인의 인식 전환을 위하여 각종 

최고경영자 연수과정에 산업디자인 분야를 

포함시키고 산업 디자인포장개 발원으로 하여금 

주요 공단별 순회교육을 실시하며,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 생산성본부의 

각종 연수과정에 산업디자인 교과목을 

신설하고 각종 포상 및 자금지원 심사시 

교육이수자에 대한 가점 부여를 통하여 업체의 

중간 관리자, 경제단체 임직원을 적극 

참여토록 하고 업계 스스로「제 값 받는 

디자인」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우수디자인 상품제도의 효율적 운영 

지금까지 실시해 온 우수디자인 

상품제도(GD마크)는 홍보 부족과 인센티브 

부족으로 참여율이 낮을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인식이 심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어 내년('93)부터는 우수디자인 

상품선정 (GD 마크 부여)과 병행하여 

우수디자인상품에 대하여 최고상, 분야별 

우수상 환경디자인상 등을 수여할 계획이며, 

외국상표 중 디자인 우수작에 대하여 특별상 

수여와 함께 비교전시회를 가짐으로써 

디자인에 대한 경쟁심을 자극하는 한편, 

우수디자인상품 수상업체에 대하여 

공업 기반기술개발자금 및 공업 발전기금 

지원대상 선정시 우대와 일정기간 세무조사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하는 등 금융 • 세제상의 

우대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마. 계획보다 실천이 중요

국제 회의

대한민국 산업디자인 전람회

GD 상품선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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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포장진홍민간협의회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이 되기 위해선 산업계, 

학계, 국민,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의 합심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계획을 처음부터 

심의하고 참여해 온 산업디자인 • 

포장진흥민간협의 회의 전문가적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능동적인 정책건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가 필요하겠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상공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국무총리실, 

경제기획원 등 관련 부처 국장급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부회장 , 

대한상공회의소 전무이사, 한국무역협회 

전무이사 등 민간단체 임원을 위원으로 하는 

「산업디자인 • 포장진흥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보다 

발전된 계획의 수정과 실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새로운 인식의 확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현재 우리의 고유 디자인 개발 수준이 

25 %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반만년 역사를 

통해 문화를 창조해 온 예술적인 자질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뛰어난 민족이므로 우리 손 

끝에 흘러온 예술의 혼과 심혈을 기울여 

기술을 개발해 온 생산기술과 접합시켜 새로운 

디자인 상품을 개발할 때 세계시장에서 우리 

상품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어 차별화와 

고부가 가치화를 통한 국제경쟁력이 

되살아나고, 안으로는 외제를 더 선호해 오더 

우리의 그릇된 상품선호인식을 바꾸어 

산업구조의 내실화를 다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우리가 만든 상품 하나하나에 

기업과한국의 이미지가투영되어 판매되고 

있다는 자긍심을 생산 일터의 근로자나 

관리자는 물론 국민 모두가 깨닫고 산업디자인 

개발을 통하여 21세기 선진경제 달성을 

맞이하는 새로운 다짐과 채비를 준비할 

때이다•心

V•맺음말

일본은 제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후 전후 

복구를 시작하면서 디자인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디자인센터를 통해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상품의 끈질긴 모방으로 세계시장을 

겨냥한 수출증대 정책을 펴 나간 결과 눈부신 

경제력의 성장을 가져왔으며, 당초 디자인 

모방의 천재라 할 정도로 선진국과 경쟁국의 

질시를 받아 왔지만 꾸준한 디자인 정책 

추진으로 4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디자인 

선진국으로서 신 디자인 상품에 의해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뒤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도 디자인 개발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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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정보

새로운 욕실 디자인 제안

Tl구상에 물은 부족하지 않은 것 같다. 
시 약 1.5백만 km3되는 양의 물이 지구 

표면의 거의 3/4을 뒤덮고 있으며, lOQOOOkn? 
이상이 매년 대륙 밑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그렇지만 이 '생활의 순수원료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이미 소량이기 하지만, 

자연을 함부로 다룸으로써 야기된 기후 변동이 

물의 순환에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은 말라버린다. 수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아에 대한 위협이 

생기게 된다. 홍수가 일어날 경우에도 결과는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다.

기후적인 조전이 좋아 혜택을 입고 있는 

산업국가들에서도 최고의 상황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런 곳에서는 挈］ 부족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물이 부족한 것이다.

인공비료와 낡은 쓰레기 더미들이 지하수를 

더럽히고, 공업용수가 강과 호수 등의 

표면수를 오염시켜 상수도를 설치해야 하는 

경영자들은 비용을 들여 수원을 새로 찾는 

작업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함부르크는 

1982년 이후로 매년 백만 knf 이상의 

지하수를 노르트하이데(Noniheide)에서부터 

끌어오고 있다.

Kiel 전문학교 학생들은 목욕탕이라는 

주제의 예비조사에서 서독 내의 식수공급 

상황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들이 확인한 

바로는 '계속해서 질이 떨어지는 식수문제는 

상당히 많은 양을 깨끗이 하는 일에 낭비하는 

개인 가정의 증가하는 물 소비와 비례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점은 10년 전부터 주민수는 

변함이 없는 데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 

수치는 매우 놀랍다. 보통의 서독주민 한 

사람이 하루에 수도로 사용하는 물의 양은 

150리터이다. '그 중에 단지 3리터*］ 식수로 

사용되고, 46리터가 변기 세척에 사용되고, 

44리터가 목욕과 人］워할 때 하수구로 홀러 

나가며, 빨래할 때 17리터의 물을 사용하卫 

식기세척할 때 또 한번 9리터를 소비한다. 

정원과 자동차가 각각 6리터와 3 리터를 

없앤다•'고 Kie「연구팀이 발표하였다. 

농촌지역은 이 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인데, 

밀집지역일 경우 최고로 나타난 치수는 평균 

치수의 2배를 기록하는 곳도 있다.

수영장의 나라인 미국은 하루에 한 사람당 

사용하는 물의 양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240리터라는 부정적인 기록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주제넘은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미국처럼 충분한 양과 질의 

물을 수도꼭지로부터 얻을 수 있다면 다량을 

사용해도 좋을 것이다. 체력 단련, 청결 그리고 

여가시간에 대한 치중이 겨우 사용할 만한 

양의 원료를 조심성 없이 사용하도록 잘못 

이끌었다.

Kiel 연구팀이 상술한 바처럼 쾌락주의적인 

육체문화와 성가실 정도의 청결의 피난처로서 

제공되는 집안의 사치스러운 목욕탕이 늘 

있었던 것은 아니다. 로마와공중목욕탕은 

통제받지 않고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장소로 간주되었었다. 그곳에서부터 파국적인 

전염병들이 돌았다. 16세기에도 사창가로 

변질된 공중목욕탕들을 금지시킴으로써 그 

위생상태가 바로 개선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18세기 초에 와서야 '목욕실'이 다시 널리 

유행되기 시작했다. 물론 부유층의 가정에서만 

가능했다. 일반 서민들은 부엌이나, 세수대야 

또는 동이나 오지, 사기로 만들어진 통을 

사용하여 목욕을 했었다.

18세기 초에 와서야 '목욕실'이 

다시 널리 유행되기 시작했다 

물론 부유층의 가정에서만 

가능했다 일반 서민들은 

부엌이나, 세수대야 또는 동이나 

오지, 사기로 만들어진 통을 

사용하여 목욕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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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로 히터

이런 상황은 20세기 초에 와서야 

근본적으로 변화했다고 할 수 있다. 가정집에 

공공 상수도 시설이 연결됨으로써 위생 조건에 

혁명을 가져왔다. 건축가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질문했다. '집에서 목욕탕이 어떤 

의미를 지녀야 하는지, 목욕탕이 그외의 다른 

공간과 어떤 관계에 있어야 하는지, 어떤 크기, 

어떠한 평면도가 바람직한지'라고 1987년, 

지그프리트 기이돈(Siegfried Giedon)이 

인용했던 적이 있다. 미국식 콤팩트 

목욕실들이 독일에서 표준이 되었다. 이 

욕실들이 2차대전 후에는 표준화된 젖은 

방으로서의 활기를 잃었다.

天卜 은 욕식이든 큰 욕실이든-그것의 

1 위태로운 위생 상태는 좋은 상태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소비 상황의 

근본적인 구조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그리고 순수 원료인 물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점검할 뿐만 아니라 그외에도 

주거공간경제학, 산업과 설비 산업이 

마찬가지로 촉진되었다. 한 집에 하나씩 따로 

분리해서 수량계를 설치하고, 경제적인 

-생태학적인 집기술 및 누수방지기, 기계류 

부품에 넘처 흐름 방지기, 그리고 변기에 

스톱키를 부착해 상수도물 사용을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화장실, 

세탁기, 정원 등에 공장수나 빗물을 

이용함으로써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건축기사, 실내장식가, 디자이너들도 많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여기서 경제적인 

문제만 고려한 것은 아니다.

여기서는 Kiel 전문학교에서 연구한 

세면대에 대한 세 가지 연구 결과들을 

선보인다. 지도교수는 Dieter Zimnfei•와 

Gunter Pries이다.

세면대

디자인 : Riewert Foelck이

목욕탕은 뭔가 유감스러운 점을 가지고 

있다. 그円고 최근 몇 년 동안 욕실용품 시장을 

관찰할 수 있었던 사람은 咎I져 나오는 

새로운 제품이 많다는 점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이导］ 

문제점들을 해결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유행에 

민감한 경향을 띠고 있다는 인상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이와는 달리 리베르트 

포엘클(Riewert Foelckel)은 그의 기획을 

가지고, 형태적인 면과 생태학적인 면, 

경제적인 면을 고려할 때 사용자나 제작자에게 

똑같이 중요한 한 가지 제안을 한다.

그의 세련된 세면대는 서로 논리적으로 

보완하고 있는 세 가지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완되고 설비를 갖춘 세면대, 

물탱크로서 위쪽으로 뻗어 연장되는 기둥, 

그리고 통로 히터나 물탱크로도 사용될 수 

있는 아래로의 연장이 그것이다. 이 시스템은 

거울과 여러 가지 파이프 구조물들로 보충될 수 

있다-조명기구, 사물함과 수건걸이에서 

앞쪽으로 걸쳐 놓은 파이프 히터에 

이르기까지 . 이것으로 인해 에나멜칠을 한 

세면대의 최적 용량을 더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다.

⑴ 劭부품 : 이것은 4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 얇은 금속판 상자, 받침대, 오목하게 파인 

세면대, 금속판에 걸쇠로 고정되는 조립식 

여닫이. 모든 금속은 에나멜칠이 되어 있다. 

⑵ 통로 히터 : 마음대로 여닫을 수 있는 상자 

안에 18 KW, 기 KW 나 24KW 의 통로 

히터가 내장되어 있다. 조립식 여닫이는 조절 

버튼을 밖으로 돌출시키기 위한 구멍을 하나 

가지고 있다. 접속부는 통로 히터의 뚜껑에 

위치한다.

⑶ 난방: 이것은 튼튼한 수건걸이와 여닫을 수 

있는 파이프 히터의 몸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 요소가 기둥에 달려 있다. 항온기에서 

온수조절이 되고, 관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 

짧은 접합부분 위로 물이 들어오고 나간다. 

(4) 거울 : 거울은 전체를 지탱하는 받침대에 

설치되며, 이 받침대는 조명 시스템과 선반을 

동시에 포함한다.

⑸ 장 : 이 세련된 시스템을 보충해 주는 

부속물로 기둥과 같은 크기를 지니고, 

덧칠되어 있는 긴 판으로 제작되어 있다. 이 

장에는 에나멜을 칠한 강철 또는 거울로도 

만들어질 수 있는 문이 달려 있다.

(6) 설비 : 이 세면 부분은 접속부분을 수용하고 

있고, 이 설비가 사소하지만 가치를 지니려면 

샤워받침대와 마찬가지로 냄새를 막아야 한다. 

이것에 의해 배출구와 연결된다.

손씻는 시설

디자인 : Domenika Liegmann

'반공공 장소에서의 세면장소 조형을 위한 

시스템의 발전'이 이 연구논문의 주제이다.

이 연속물은 무엇보다도 호텔이나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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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보험회사 등의 화장실에서 사용될 수 

있다. 좀 품위있어야 하는 장소로 언제나, 

사용자가 화장실 대기장소를 자신의 완전한 

개인적인 영역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는 느낌이 

짧은 시간 안에 전달되어야 하는 어느 

곳에서나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Domenika Liegmann은 이 과제의 

심리학적인 면에만 연구를 집중할 것이 아니고 

그 실용적인 측면에도 접근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전 처리, 조립 그리고 끝 마무리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 시스템 자체는 

씻는 영역과 공급부분의 둘로 나뉘어져 있다. 

씻는 영역은 세면대, 선반, 비품, 거울과 

조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와 달리 

공급부분은 수건, 비누와 휴지통 같은 

필수적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요소들로 여러 가지 변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 ; 하나의 세면대, 모서리를 

위한 세면대, 여러 개 줄지어 있는 세면대 

등으로 변형이 가능하다. 연속되는 세면대는 

조형적인 대비 속에서 이루어져 있다. 곡선과 

직선의 변화, 딱딱한 것과 율동적인 것과의 

변화가 이 시스템의 표면적인 형태를 규정하고 

있다.

두 개의 파이프⑷ x 2100cm） 사이에 전체 

높이를 커버하는 투명한 판을 오목하게 만들어 

세운다. 이 판넬은 爭］ 스미는 금속판, 구멍 

뚫린금속판, 합성수지나나무로 만든 것도 

무방하다. 이렇게 오목하게 횐 부분이 

세면장소의 뒷배경이 된다. 이 장소는 수건과 

비누 두는 곳, 휴지통과 선반 등을 포함하는 

구성 부분들로 보완된다.

앞벽 설비

디자인 : Dietlind Walger

'앞벽 설비'라는 말은 욕실의 개량^ 

있어서는 순간적인 주문（요술을 거는 말）을 

일컫는다. 여기에서 '벽으로 에워싸는' 

시스템과 '건조한 치장' 시스템을 구분한다. 

후자가 훨씬 발전한 것이긴 하지만, 아직 

미래를 충분히 고려한 상태는 못된다. 

왜냐하면,

1. 그 장소에서 바로 치수가 정확하고 

사전처리가 다 되어 있는 설비틀에 수공으로 

설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전통적인 욕실에는 너무 많은 설비가 공간에 

있어 욕실가구들을 더 들여 놓을 수가 

없었다.

3. 해놓은 설비를 나중에 갑자기 고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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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서리 해결 세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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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정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Dietlind Walger는 가능한 한 

적은 결합으로 그 자리에서 짧은 시간에 단 

하나의 제품으로 조립될 수 있는 시스템을 

발전시킨다는 표어를 사용했다. 이 시스템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 설비요소들은 규격화된 주성분 요소와 

연결할 때 가능해진다. 여기에는 다른 

장식재들이 사용될 수 있다 얇은 금속판, 

대리석, 파일에 이르기까지. 이 시스템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욕실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

⑴ 주성분2소 : 이것은 알루미늄틀(100 cm 높이), 

둑 모양 판자와 지탱 판자 그리고 장식재로 

이루어져 있다. 장식재에는 에나멜 칠한 

금속판, 대리석, 라카칠된 베니어판이나 타일 

등이 사용된다.

⑶ 能 세면대 : 이 세면대는 강철로 깊게 파인 

것으로 에나멜칠이 되어 있고, 이미 시공되어 

있는 것에 연결된다. 그리고 나서 병풍 같은 

판이 이 틀쪽으로 밀어 넣어지고 밧줄 

모양으로 추가해서 고정시킨다.

(4)선반 머리장식 박스 : 이 박스는 얇은 

금속판으로 이루어진 외피와 합성수지로 된 

내피를 가진다. 이 선반 머리장식 박스는 

완충요소에 사용되는 주성분 요소와 독립적일 

수도 있다. [md. 92. 7에서 발췌〕

(3) 삽입 세면대

(4)선반 머리장식 박스

⑵ 완충요소 : 16mm의 강하고 긴 판이 

모서리쪽의 삼각 이음벽에는 얇은 금속판자로 

연결되어 있고, 나중에 형태를 만든 방식으로

금속판을 덧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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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정보

베네통의 지구문제에 대한 기업광고
- 도전적인 메시지에 담긴 인류 공통의 테마 一

'92년 추동 광고

'84년 출발한 이래로 베네통의 

세계 통일 메시지 광고는 세계 

각국에서 칭송의 대상이 되고, 

동시에 거센 거부 반응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92년 추동 광고의 

비주얼 소재는「보도사진」으로, 

세계의 신문, 잡지에 게재된 

보도사진가의 작품 중에서 7장의 

사진이 선택되었다.

上 : Simona C새i Cocuzza 작, 

인형을 안고 있는 소녀 

下右 : Yves Gellie 부족 

下左 : Gustavo Gilabert 작, 

리사이클링

베네통의 창조적 경영

'베네통'은 칼라풀한 니트 웨어로 전세계에 

뿌리를 내린 패션 브랜드이다. '65년 

베네치아 교외의 트레비죠에서 창업한 이래로 

일본 국내만 해도 그 매장이 6000여 점포에 

이르고, 전세계 100여개국에서는 7000여 

점포를 헤아린다.

“이탈리아의 기적 ”이라고도 일컬어지는 

베네통의 성공비밀은 오로지 루치아노 베네통 

회장의 강력한 견인력에 의한「창조적 

경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 최초의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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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배송센터를 개발, 최신 테크놀로지에 

의한 합리화 전략을 재빨리 추진하는 한편, 

디자인이나 광고 • 선전 등의 크리에이티브 

부문에서는 인간미 넘치는 하이터치한 환경 

조성을 철저하게 추구하고 있다.

17세기에 건립된 별장을 수복한 본사 건물 

등은 도저히 거대 기업의 오피스 

공간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으며, 이탈리아만의 

모습과 우아한 무드가 흐른다. 전통적인 

수작업에 의존해 온 이탈리아의 패션 

산업계에 마케팅 이론과 합리화의 발상을 

가져왔고, 또한 디자인 개발의 무대 뒤에는 

예로부터의 하이터치 감각이 있었다. 게다가 

회장 이하 4인의 형제에 의한 가족 

경영이라는 운영체제 등이 지극히 

이탈리아적이다. 합리성과 인간성의 공존, 

하이테크와 로우테크의 모순 없는 만남, 

이것이야말로 이탈리아의 시골 한구석에서 

세계를 제패한 베네통의 최대의 성장 

요인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COLORS

패션, 문화, 환경문제 등 폭넓은 

메시지를 던지는 베네통 발행의 

잡지「Colors」.

영어를 병기한 Bilingual지로서 

5개 국어판을 준비해 연 2회 발행 

전세계의 베네통 숍에서 배포된다. 

제3호 표지의 페르시아만에 뜬 

원유에 휩싸인 조류의 모습은 기분 

나쁜 박력을 보인다.

베네통의 광고 캠페인

그러한 베네통의 혁신적인 기업 자세를 

단적으로 말해 주는 것이 연간 매상고의 

4%가 투자되는 기업 광고 캠페인이다. 

비주얼 디렉터인 올리비에로 토스카니와 

루치아노 회장의 명콤비에 의해 전세계로 

발신되는 그 강렬한 비주얼 메시지는 '84년에 

시작한 이후 언제나 세계 각지에서 대반향을 

불러 찬반양론의 소용돌이를 일으켜 왔다. 

예를 들면 피부 색깔이 다른 젊은이들이 함께 

점프하며 웃고 있는 사진을 채용해 

남아프리카의 백인용 잡지로부터 게재 거부를 

당하여 인종논쟁의 원인을 만든 것이 

'84년이고, 미국과 소련이 친밀화되기 이전인 

'85년에는 미국 국기와 소련 국기에 휘감긴 두 

명은 혹인 어린이가 키스하고 있는 사진을 

발표했다. 그래서 파리에서의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미테랑 대통령의 회담 당시, 이것을 

샹제리제 거리에 깔아 놓았을 때 

고르바초프가 측근에게 44베네통이란 대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는 이야기는 알고 있는 

사람은 모두 아는 유명한 에피소드이다.

더욱이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죽어가는 

에이즈 환자의 모습을 대담하게도 

취급하였는가 하면, '91 년 가을과 겨울에는 

색색깔의 콘돔이 여성지의 앞부분에까지 

등장하여 충격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킨 것은

기억에도 새롭다. 이것들은 지구적 규모로 

사업을 전개하는 기업의 책임으로서 인종이나 

국적, 피부 색깔, 문화나 인습의 울타리를 

넘어선 것이고, 오늘의 인류가 직면하는 

보편적 테마에 대한 기업 자세의 강렬한 

표명인 것이다. 올 '92년 가을과 겨울에도 

이어서 페르시아만에 떠도는 원유를 뒤집어 쓴 

새, 인간이 인간을 재판하는 것의 시비를 묻는 

전기의자 등 더더욱 충격적인 비주얼이 

준비되어 각 잡지의 광고면을 장식하고 있다. 

[FP. 1992. 2. No55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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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정보

디자인 • 포장 국제경쟁력 및 

소비자 상품구매성향 조사

양 경 식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주임연구원

우리나라 상품의 디자인 • 포장 국제경쟁력 조사

I .서언

고품질과 저가격으로 국제시장에서 호평을 

받이•오던 우리나라 상품이 최근 들어 선진국 

제품에 비해 품질과 디자인은 물론 

가격경쟁력에서도 열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 

동남아 등 후발개도국 상품에 비해 가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우리의 주요 해외시장을 

잠식당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도 선진국의 

수입개방압력에 의해 내수시장을 빼앗기는 등 

점차 우리나라 상품은 설 땅을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나라 상품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원가절감과 함께 디자인 • 포장 개선 등을 

포함한 품질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디자인포장개 발원에서는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국제 경쟁력을 점검해 

보고 디자인 • 포장면에서의 경쟁력 약화 

원인을 파악,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번 조사 결과가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계의 대응방안 수립과 관련 

수출업체에의 디자인과 포장의 중요성 인식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U • 조사내용 및 방법

1. 조사대상의 설정

디자인의 좋고 나쁨은 그 상품에 주어진 

여건과 상황 그리고 비교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생산자 입장에서는 자사 제품을 

최고의 디자인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제품 

유통 단계를 거치면서 디자인의 위력은 약해질 

수도 있고 빛을 발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국내 제품과 비교시에는 괜찮은 디자인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것이 수 많은 외국 제품에 

비해서는'눈에 띄지 않는 디자인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조사에는 디자인 평가의 공정성을 

부여하기 위해 한국 상품이 수출되는 중간 

과정인 일반 무역 업체와 해외 바이어를 

대신하여 수출 상품을 구매하고 있는 국내 

Buying Office 를 대상으로 한국산 상품 

취급（구매）시와 판매시점에서 상품이 갖고 

있는 가격 • 비가격면에서의 비중과, 한국 상품 

및 이와 유사한 선진국 상품과 경쟁국 상품의 

디자인을 중심으로 제품 속성면에서 

비교 ♦ 평가하였다.

2. 조사내용

가. 제품 선택시와 판매시 제품요소가 

차지하는 비중

-국내 바이어가 한국산 상품을

선택（취급）시와 현지에 판매시의 두 경우로 

나누어 제품의 5대 요소

（가격, 품질 - 성능, 디자인, 브랜드, 

A/S • Delivery • 신용）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정점수 배분법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나. 한국 상품과 선진국 상품, 경쟁국 상품의 

제품 요소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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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조사대상 업체로 하여금 현재 취급하고 

있는 한국 상품과 이와 유사한 경쟁국 상품, 

선진국 상품을 선정하게 한 후, 제품 

사용면에서 5개 항목(안전도, 편리성, 

견고성, 기능명, 작동방법면), 디자인면에서 

4개 항목(형태/색상면, 유행감각면, 독창성, 

모델의 다양함), 포장에서 2개 항목 

(포장방법, 포장 디자인) 그리고 마감면, 

브랜드 선호도면 등 총 13 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이를 그래픽 평가 척도(Graphic 
Rating Scale) 訂］서 11점 숫자 척도 

(11 Point Numerical Scale)를 이용하여 각 

국가 제품에 평점을 주도록 하였다.

다. 한국산 상품의 판매/수출시 비가격 

부문에서의 취약점

- 국내 바이어가 한국산 상품을 취급할 때 

느낀 취약점을 상품별로 3개 항목씩 

지적하게 하여 이를 지적한 빈도수(%)로 

종합하였다.

3. 조사방법

가. 조사대상 :총 345개 업체.

一 해외 바이어 대리로 국내에 상주하고 있는 

Buying Office： 125개 업체(36.2%)
- 1992년 현재 한국무역협회에 등록된 일반 

무역 업체 : 220개 업체 (63.8 %)
나. 조사방법 : 방문 면접 조사(Face to Face 

Interview)
다. 조사기간 : 1992. 4. 1 〜10. 20

in. 조사 결과 분석

1. 한국산 상품 선택시 상품구성요인의 비중 

•해외 바이어가 한국산 상품 선택시 

전체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두는 요인은 

가격 요인이며(32.5 %), 다음으로 

품질(30.3%), 신용 • A/S요인(16.4%), 
디자인(13.1 %), 브랜드(7.7 %) 순으로 

나타났다.

-가격 요인이 상품구매 구성요인의 1/3을 

차지했는데 이는 한국산 상품이 

가격경쟁력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음을 

의미한다.

• 이를 품목별로 보면 섬유류, 잡화류, 

전자제품류는 가격 의존도가 높고, 신발류, 

기계류, 운동 • 레저용품류는 품질 • 성능을 

중시하는 품목이다.

디자인면에 비중을 높게 두는 품목은

완구류, 잡화류, 피혁 • 모피류, 신발류, 

운동 • 레저용품류로유행성이 높은 

품목이며 브랜드를 중시하는 품목은 신발류, 

기계류, 식품류 등으로 나타났다.

2. 한국산 제품 판매시 상품구성요인의 비중

•한국산 상품의 해외 판매시 가장 비중을 

높게 두는 요인은 선택시와 마찬가지로 가격 

요인인데, 선택시에 비해 +2.9%가 상승한 

35.4 %로 높게 나타났다.

제품 선택시 각 구성요인별 비중

田가격 □품질 • 성능皂 디자인 ■ 브랜드 国 신용 A/S

전체 30.3 |：•:•:•■7.7■:•:・"i6.4：・：・：・|

섬유류 .............• 30 6・ ：：：：［ 30.3

신발류 ：：：：：：：：20.9 ：：：：：：너 35.5

피혁 • 모피류 ・.・：・：・：・：♦• 25.9 31.7 |：：：：：：：17.3：：：：：：・］£1：：：：：： 迎，：•：•시

기계류 ：：：：：：：：：：：：：28.8：：：：：：：：：：니 34.3 匕9 •:・10.8・工：：笛」：：：：：|

전자제품류 ••••♦•.•♦•••••丁:，: 36・6 ：：：：：| 27.8 |：：：!。：4：：・9.8・：：：：：历.”：：］

운동•레저용품류 .................... ... 2n q.................... *. 1
・ • • • • • • • ・ • ・ • ・ • 이J・。• .w ,• 4 32.3 |：•:•13.2"・8.1・・"広6：.：니

잡화류 .................34.1 ：：| 27.8 |；：：：：15：：：거5.北：：：기 7.9：：：： 니
완구류'

26 |：：：：：：：：瓜4 ：：：：：：■］■"•：：工2 ：白

생활용품류 37

양식기류 • • • • • qc c• •••*•*••••! 36.3 ［：：;：12.4 •:・7.7・：：：：：：：17.9f：H

식품류 ：：：：：：：：：：：：：：［ 27.5 |：： 디

기타 -------r-------- --------- 1------------------
29 氏10.4：：・8.7■:・：9：•:

―I--------------- :——F-----------------------

제품 판매시 각 구성요인별 비중

전체 ：：：：：：：：：： 35.4： ：-| 31.6 仁：::14.8 ■니04：：]

섬유류 — ：：：：：：：：：：：：38•政:::::：•:•:31.8 |：：”2.2•:•・6.曜：：10乐기

신발류 ：：：：： 255 ：：：：：：：：：기 36.5 |；：：：：17.2・：•:•보・1기■•:硝

피혁•모피류 32.9 F：：：：：：：： 18：：：：；：：：・8.8・：：：8.5・：|

기계류 ：：<<| 343 亡灯:鄆아:・：11.8•:・|

전자제품류 &•，・♦・•・•・•・・♦•・ .J on 0 卜• in u Q 4 •*•*!

운동 • 레저용품류 — 33 【：：기 3£：：：：*8・：：：：12・9：•:・|
잡화류:

：：：：：：：! 29.6 匕：기6.8：：：：：・62*83기

완구류、 ：：：：：：：3你・：・"・：・"・| 28.5 |：：：：：：：：：：22・5：：：：：：：：，6.2|：：：11・2니

생활용품류 :：：：:：2&6:：：：:：:：:引 38.3 匕：기4.箝：・36.9此:::：口9：：：：：|
양식기류 - OO 0 • • • • • • •!

，・♦・•・• ••••••••••시 32.3 F：：：：：：17.5：：：：5・7.5・：：：：：：14：：： 니

식품류 ：：：：：：：：：：：：：：：：：45.7 •：•：•：：：：：：：：：］ 27.5 仁8・9：1血4|：：：：：75：：거

기타 — ：：：：：：：：：：：：：：："%瓦:=：：：：： ：•：•：•：•：•：•：! 29.4 I：：-：-：-15；«|5.2t5-6]
-------- 1—:------------------ 1---------------- - -- f------------------------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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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아직도 해외에서의 한국산 상품이 

값싼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요인별로 보면 가격면에서는 기계류, 

잡화류, 섬유류, 전자제품류와 식품류에서 

가격의존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품질 - 성능면에서의 비중은 전 

품목이 공히 선택시의 비중과 비슷하게 

나타났다(31.6%). 그러나 디자인면에서는 

선택시보다 판매시의 비舂］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완구류, 羽기류, 

신발류 제품은 바이어 입장에서보다 소비자 

측면에서 디자인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 A/S면에서의 비중은 제품 선택시보다 

판매시에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3. 한국 상품의 주요 경쟁국

• 조사된 총 750개의 한국산 상품과 

해외시장에서 경쟁하는국가로는 대만의 

비중이 45.1 %로 가장 경계해야 할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밖에 중국, 홍콩,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산 상품의 

경쟁상대로 지적되었다.

4. 제품별 주요 선진국

한국 상품의 주요 경쟁국

사례 수 

(개)

대 만 

(%)

중 국 

(%)

일 본 

(%)

홍 콩 

(%)

동남아 

(%)

인도네시아 

(%)

전 체 617 45.1 22.5 11.7 10.0 7.3 5.2

〈품목군〉 

섬유류 120 34.2 20.8 5.0 I * 14.2| I 웃 10•이 | * 13.31
신발류 48 31.3 25.0 8.3 2』 8.3 I * 20.8|
피혁•모피류 37 27.0 I * 43.21 10.8 I * 24.31 0.0 5.4
기계류 23 30.4 13.0 1* 43.5| 4.3 ―£3 0.0
전자제품류 77 I * 51.91 7.8 1* 16.9| 9.1 | * 11.71 0.0
운동 •레저용품류 46 45.7 1*26.11 1* 13•이 4.3 4.3 0.0
잡화류 139 1* 5&3| | * 23.7| 7.2 I * 13.71 5.8 0.0
완구류 51 43』 I * 33.3| H.8 5.9 9.8 3.9
생활용품류 17 1* 64.7| 17.6 1* 23・5| 0.0 0.0 0.0
양식기류 32 43.8 25.0 1* 15이 9.4 9.4 6.3
식품류 7 85.7 0.0 14.3 0.0 0.0 0.0
기타 20 50.0 20.0 15.0 0.0 5.0 0.0

(총 26개국 중 6위까지)

| * 경쟁관계가 높은 품목군 |

제품별 주요 선진국

사 례 수 

(개)

일 본 

(%)

미 국 

(%)

이 태 리 

(%)

독 일 

(%)

전 체 587 43.3 28.6 12.6 6.3

〈품목군〉

섬유류 115 36.5 26.1 | *20.0 1 3.5
신발류 43 27.9 I *32.6 | 1 * 25.6 | 0.0
피혁•모피류 36 25.0 22.2 I * 38.9 | 2.8
기계류 23 | * 52.2 | | * 43.5 | 0.0 I * 13.0 |
전자제품류 76 I * 6L8 | 25.0 2.6 3.9
운동 •레저용품류 43 34.9 1 * 51.2 | 0.0 4.7
잡화류 131 40.5 I * 29.8 | I * 13.7 | 5.3
완구류 49 I * 57.1 | 18.4 2.0 | * 20.4 |
생활용품류 15 I *53.3 | 20.0 6.7 6.7
양식기류 29 41.4 27.6 6.9 | * 13.8 |
식품류 8 75.0 25.0 0.0 0.0
기타 19 53.6 21.1 10.5 10.5

(총 28개국 중 4위까지)

I * 경쟁관계가 높은 품목군 |

•각 守1에서 조사된 750개의 제품들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우수한 선진국으로 

일본을 지적한 응답이 43.3 %로 가장 

높았고, 미국이 28.6%, 그밖에 이태리 

(12.6%), 독일(6.3 %) 순으로 나타났다.

• 품목별로 보면 일본은 신발류, 피혁 • 

모피류, 운동 - 레저용품류를 제외한 전 

분야에서 선진국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미국은 신발류, 기계류, 운동 • 레저용품류 

守］에서 선진국이라는 평가가 높았다. 

이탈리아는 섬유, 신발, 피혁 • 모피 등 

패션제품 분야에서 선진국이며, 독일은 기계, 

완구, 羽기 제품으로 선진국이라는 평가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5. 제품 요소별 국제경쟁력 평가

• 조사된 총 750개 제품의 제조국가별 

평가점수는 선진국 제품이 평균 

4.00, 경쟁국 제품의 평균이 141 인 반면. 

한국산 상품의 평가점수 평균은 20 로, 

디자인, 품질 등 비가격면에서 한국산 

상품은선진국상품에 비해약 • 

2.00점 정도 뒤지고 있으며 경쟁국 상품에 

비해서는 약 0.6점 정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항목별 평가를 보면 한국산 상품은 품질 

요소인 안전도, 편리성, 기능성 등 제품 

사용면에서는 평점 2.3 이상으로 비교적 

대외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형태 • 색상면, 디자인의 

독창성 등 디자인적 요소와 포장디자인, 

제품마감면에서는 낮게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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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디자인 측면에서의 국제경쟁력 평가

가. 형태 • 색상

디자인에서 중요한 요소인

형태 • 색상면에서 본 한국산 제품의 평가는 

기계류를 제외한 전 품목에서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지며, 경쟁국에 비해서도 그다지 

우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혁 • 모피류와 羽기류에서 선진국과의 

격차가심하게 나타났다.

나. 유행감각

유행감각면에서 본 한국산 제품 중 신발류와 

운동 • 레저용품류가 비교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혁 • 모피류, 

완구류, 생활용품류, 양식기류는 선진국 제품에 

비해 유행감각면에서 격차가 크고 특히 

기계류, 생활용품류는 경쟁국에 비해서도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히 요구됨이 드러났다.

다. 독창성

독자적 제품개발 정도를 나타내는 

독창성면에서는 신발류, 운동 • 레저용품류의 

평점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한국이나 경쟁국 공히 선진국 

제품의 모방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피혁 • 모피류의 경우 모방성이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라. 모델의 다양함
모델의 录氤 측면에서 본 한국산 제품은 

신발류를 제외한 전 품목에서 낮게 

평가되었으며 특히 기계류, 전자제품류는 

경쟁국에 비해서도 뒤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마. 포장방법

효율적이고 안정된 제품 운송을 위한 

포장방법 측면에 대한 평가에서 신발류, 

운동 • 레저용품류와 생활용품류는 비교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출의 주종상품인 

전자제품류와 잡화류, 식품류는 포장방법에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 포장디자인

판매시점에서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인식과 신뢰도를 높여줄 수 있는 

포장디자인면의 평가는 신발류와

생활용품류를 제외한 전 품목에서 선진국 

제품에 비해 뒤지며, 특히 완구류, 식품류의 

포장디자인은 경쟁국에 비해서도 뒤져 이 

守小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사. 마감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감과 재구매 

행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품요소 

중의 하나인 마감면에서는 신발류, 

생활용품류, 식품류는 비교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피혁 • 모피류, 운동 • 레저용품류, 양明 

제품은 마감면에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이 지적되었다.

아. 브랜드 선호도

한국산 제품의 브랜드 선호도는 신발류를 

제외한 전 품목에서 평점이 매우 낮았고, 특히 ■ 

기계류와 생활용품류, 식품류의 경우 경쟁국에 

비해서도 브랜드 선호도가 낮게 나타났다.

7. 한국산 상품 수출시 개선점

조사된 총 750개 한국산 상품에 대한 

디자인면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개선점으로 자체 개발을 통한 우리만의 독창적 

제품 개발을 우선적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개발을 통한 모델의 다양화와 

형태 • 색상면에서의 개선, 유행감각에의 

신속한 대처 등이 디자인 측면에서 

우리가 풀어가야 할 과제로 

제시되었다.

한국산 상품의 비가격 부문에서의 

개선점 （중복응답,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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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한국산 상품 개발 현황 및 문제점

• 현 국내 기업체의 디자인 개발방법을 보면 

기업체 내에서 자체 디자인 개발을 하는 

경우는 전체의 40%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바이어의 안에 따르거나 외국 디자인의 모방 

또는 수정 （Re-design） 등의 피동적 

개발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외국 디자인 수정, 개선

수출상품의 제품개발 방법별 비중（단위 %）

자료 : “1991 우리나라 상품의 디 자인 • 포장면 

국제경쟁력 및 소비자의 상품구매성향 조사보고서”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국내의 민주화 요구에 의한 인건비의 

급상승과 조업시간의 단축, 외적으로 

수입개방압력에 따른 수입제품의 범람으로 

한국산 제품의 입지는 점차 좁아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 OEM 수출시 경험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인건비 상승에 따른 채산성의 악화와 수출 

불규칙에 따른 지속적 거래 곤란을 

지적하였는데, 국내 기업체는 항상 불안정한 

생산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이에 

얽매여서 독창적 제품이나 브랜드, 독자적 

판로 개척을 등한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OEM 수출시 경험한 어려움 （중복응답 단위 %）

국내 기업체가 해외시장을 

독자적으로 개척할 때 경험한 

애로사항으로는 마케팅 전략 및

판매조직망의 구축, 수출국의 

수입규제에 대한 적절한 대처

자료 : “1991 우리나라 상품의 디자인 • 포장면 

국제경쟁력 및 소비자의 상품구매성향 조사보고서”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등 해외시장 정보에 대한 

적절한 대처능력 부족이 가장 

문제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方

• 반면 우리나라 수출제품의 상표부착 방식별 

수출액 구성비를 보면 자사상표를 부착하는 

경우가 29.2%로, OEM 에 의한 수출이 

전체의 70%를점하고있다.

상표부착 방식별 수출액 구성비 단위 낑

도입 상표 

1•吃

자료 : “1991 우리나라 상품의 디자인 • 포장면 

국제경쟁력 및 소비자의 상품구매성향 조사보고서”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 국내 기업체가 해외시장을 독자적으로 

개척할 때 경험한 애로사항으로는 마케팅 

전략 및 판매조직망의 구축, 수출국의 

수입규제에 대한 적절한 대처 등 해외시장 

정보에 대한 적절한 대처능력 부족이 가장 

문제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내 기업이 발전한 요인 중 OEM에 의한 

수출방식이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해외시장 개척시 경험한 애로사항 （중복응답. 단위 %）

자료 : “1991 우리나라 상품의 디자인 • 포장면 

국제경쟁력 및 소비자의 상품구매성향 조사보고서”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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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자사 상표로 수줄을 시도한 

기업체에서 경험한 어려움으로는 판매망과 

A/S 체계 구축 그리고 자사 상표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광고비의 과다 

지출을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지적하였다.

자사상표 수출시 경험한 애로사항 （단위 %）

자료 : “1991 우리나라 상품의 디자인 • 포장면 

국제경쟁력 및 소비자의 상품구깨성향 조사보고서”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9. 한국산 제품의 경쟁력 향상 방안

• 한국산 상품의 경쟁력 저하의 주된 원인으로 

임금상승에 의한 가격 경쟁력 저하가 

지적되었으나, 이를 보완할 디자인을 위시한 

기술 분아의 신제품 개발능력의 미흡 역시 

주된 요인이며, 이 이외에도 국내업체간의 

해외에서의 과당경쟁이 해외 진출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구조상황에서 

디자인이 활성화된다고 해서 수출경쟁력이 

당장 회복된다고 기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상품의 대외경쟁력을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가. 분야별 제조업체의 제품개발체계 통합

현재 각 업체에서 산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디자인 개발을 위시한 연구개발 업무를 

유사품목별로 통합하여 디자인 개발 및 상품 

개발의 일원화를 유도한다.

이로써 업체의 산발적인 신제품 개발 

비용과노력을절감할 수 있으며 

각 업체에서 수집되는 정보를 공유, 활용할 

수 있다.

통합방안 1 : 업체에서 자발적 공동투자에 

의한 제품개발연구소 설립 

통합방안 2 : 기존의 제품 디자인 전문회사를

Made in Korea

Image Up(MIKIU) Plan

관련 제품분야별로

특화（特化）시켜 전문화 유도

나. 공유브랜드 개발 및 공유

공유 브랜드 개발과 홍보체제의 단일화를 

이루어 분산되는 한국산 제품의 인지도를 통합 

제고한다. 이는 우리나라 중소업체의 현 

수출방식인 종속적 OEM 방식에서 탈피하여 

제품 품질 및 디자인의 표준화, 통합화를 이룰 

수 있고 나아가 독자적 브랜드와 규격화된 

제품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방안이다.

匚卜• 공동 유통 조직망 구축

독자적으邑 개발된 제품과 브랜드로 

해외시장을 개척할 때 가장 어려운 과제는 

소요되는 막대한 홍보비와 판매조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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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의 구축이다. 그러나 통합된 브랜드로 

해외시장을 개척하면 홍보비를 절감할 수 있고

• 정보면 • 정보수집 비용 절감 및 공유 • 해외 경쟁사에 공동 대처

• 개발면
• 분야별 개발제품의 전문화

• 제품의 이미지 통합

• 개발비용절감

• 제품 디자인의 이미지 구축

• 생산면
• 신제품 개발비 절감

• 제품 품질의 표준화

• 제품 품질 향상

• Delivery 공동 대처

• 홍보면
• 막대한 홍보비 절감

• 독자브랜드제품 체계구축

• 독자적 브랜드로 활로를 개척함으로써 

종속적 OEM 방식에서 탈피

• 유통면
• 기존의 각 업체별 유통체계의 일원화 • 과당경쟁 지양

• 유통비 절감

• 사후관리측면 • A/S 비용 절감 및 효율화 • 해외 소비자에게 한국상품 신뢰도 구축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이미지 개선 

통합계획 수행시 

파생될 수 있는 장점

국제 경쟁력 향상

그만큼 홍보 효과도 상승될 수 있으며, 

사후관리의 강화도 꾀할 수 있다. 이는 해외 

소비자의 한국산 제품(Made in Korea)에 대한 

이미지 쇄신(Image Up)에 기여할 수 있다.

라. 정보의 공유화

수출된 제품의 문제점을 취합하여 이를 다시 

피드백하면, 연구소에서 차기 제품 개발시 

반영할 수 있으며, 급변하는 해외 

경쟁기업체의 전략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마• 한국산 제품의 이미지 제고

이와 出］ 통합된 브랜드와 표준화된 

제품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면 한국 

기업체간의 과당경쟁이 지양되고, 공유 

브랜드에 대한 연대감이 조성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책임의식도 유도된다. 

이는 해외 소비자의 한국산 제품(Made in 
Korea)에 대한 이미지 쇄신(Image Up)에 

기여할 수 있다.

소비자의 상품구 매 성향조사

I • 조사의 목적 목적을 두었다.

87년도 1차 수입개방과 91년도

7월의 2차 수입개방에 의해 외국 상품은 좋은 

품질과 낮은 가격으로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으나 우리로서는 이에 대처할 뚜렷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 84년도 수입개방 이후 국내 

전자산업의 70 %가 소멸된 예를 볼 때 

우리로써는 남의 일만으로 넘길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90년대 초 상공부에서 

추진한 디자인을 위시한 비가격면에서의 

경쟁력 향상 방안도 정부나 업체의 디자인에 

대한 뚜렷한 인식과 중요성이 간과되어, 

한국산 제품의 디자인 개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본 조사는 수입되는 외국 제품에 대응할 

방안의 하나로 수입 제품을 대하는 국내 

소비자의 구매성향을 조사하고 디자인면을 

포함한 제품 속성면에서 한국 상품과 수입 

상품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산 제품에 

보완되어야 할 요소들을 찾아보는 데 그

D. 조사방법

1. 조사 대상

가. 외국 상품을 구입,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남녀

나 이들이 사용해 본 수입 상품과 이와 유사한 

한국산 제품과의 제품 속성면 비교

2. 조사 방법

가. 질문지에 의한 직접 기입방법

나 유효표본 수

총 1,000부의 설문지를 통한 집단 면접 

조사 결과, 수집된 설문지 중 유효표본은 

643부였으며 응답된 제품 수는 832개였다.

3. 조사 시기

- 1992. 6월 〜 8월(3개월간)

4.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를 Coding, Punching, Ed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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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거쳐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프로그램으로 전산 처리하였匸卜 

경우는 완구류(8.57 %)를 제외하고 전체 

평균이 1.46 %로 낮게 나타났다.

此 조사 내용 분석 4. 외국 상품 구입장소

1. 소비자의 외국 상품 구매 경향

• 본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로 보면 국내 

소비자가 구입해 본 외국 상품은 카세트 

플레이어, 카메라, 오디오, 비디오 등 

전기 • 전자제품류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46 %), 시계, 문구, 완구와 

일용잡화류가 43%, 주방기 기류가 6.5%, 
스포츠 • 레저용품류가 3.5 %로 나타났다.

2. 구입 상품의 제조국

• 소비자가 구입한 외국 상품을 제조국별로 

보면 조사된 기 개국 제품 중 일본산이 

559개 (67.2%)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 

제품이 104개로 12.5%, 그 밖에 

독일(7.2 %), 프랑스(2.64 %), 대만(1.4%) 
순으로 나타났다.

3. 외국 상품 구입시 선택요인 비중

• 소비자가 외국상품 구입시

(본 조사에서는 주로 일본, 미국, 독일 등 

선진국 제품을 기준으로 하였다) 중요시한 

제품요인으로는 저렴한 가격(9.23 %)보다 

품질 ・ 성능(38.58 %), 디자인(22.98 %), 
브랜드 신뢰도(11.02 %) 등 가격 외적 

요인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품목별로 선택 요인의 비중이 다소 

달라지는데 완구류와 카메라에서 

가격요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각각 

22.9%, 22%), 성능 • 품질을 중시하는 

제품은 전품목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특히 

청소기, 다리미, 세탁기 등 전기제품과 

카세트 플레이어, 카메라 등 첨단기기 

제품들에서 높게 나타났다. 디자인의 비중을 

높게 두는 제품은 시계류가 34 %로 가장 

높았고, 그 밖에 전자제품, 주방기기류, 

일용잡화류에서도 디자인의 비중이 높았다.

• 브랜드의 신뢰도 요인이 가격 요인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미국 제품을 중심으로 한 

레저 • 스포츠용품과 카세트 플레이어에서 

높게 나타났다.

• 그밖에 외제라는 호기심에 의해 구입하는

•외국 상품 구입장소별 비중은

해외관광시(출장시) 구입하는 경우가 24% 
정도 되었고, 국내에서는 주로 백화점을 

이용하며(25.06 %) 그 밖에 수입품 전문점, 

일반 소매점순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구류, 완구류의 경우 일반

표본의 특성

전 체
사 례 수 백분율侥)

643 명 100

성 별

남 자 419 65.2
여 자 224 34.8

연령 별

18 〜 20 세 33 5.1
21 〜 25 세 200 31.1
26 〜 30 세 163 25.3
31 〜 35 세 137 21.3
36 〜 40 세 65 10.1
41 〜 45 세 22 3.4
46 〜 50 세 16 ，2.5

51 〜 60 세 7 1.1

직업 별

가정주부 24 3.7
회사원 432 67.2
학 생 187 29.1

중국산 제품과 한국산 제품의 비교 평가

한국산 제품

+5 +3 0 -3 -5

(표본수 : 9개)

사용의 편리성

중국산 제품

) _3 0 +3 +5
I 1 1 ]

15 -2.0

1.5 제품의 견고성 -0.7

-0.5

20

2.0

1.0

디자인의 독창성

형태 • 색상의 심미성

유행감각

포장디자인의 심미성

-2.3

-2.2

-1.5

-2.3

1.8

-0.5

1.5

1.15

제품기능면

제품의 마감면

브랜드 신뢰도

평균치

-1.5

-2.0

-2.7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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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산 제품과 한국산 제품의 비교 평가

（표본수 : 20개 ）

한국산 제품 대만산 제품

+5 +3 0 -3 Y
1111

；-3 0 +3 +5
111」

0.9 사용의 편리성 03
— —

1.2 제품의 견고성 1.4
— —

-0.6 디자인의 독창성 2.4
— - 9 *

02 형태 • 색상의 심미성 1.6
—

0.6 유행감각 15
—

0.2 포장디자인의 심미성 0.5
—

0.3 제품기능면 1.8
一

-0.8 제품의 마감면 1.2
—

-0.4 브랜드 신뢰도 05

02 평균치 1.3

프랑:스산 제품과 한국산 제품의 비교 평가

（표본수 : 22개 ）

한국산 제품 프랑스산 제품

+5 +3 0 -3 -E
Illi

■ —匚i -3 0 +3 +5
Illi

사용의 편리성 L9
—

-0.4 제품의 견고성 3.5

-12 디자인의 독창성 2.7

0.3 형태 • 색상의 심미성 3.1
—

1.0 寵감각 - 2.6
—

—0.6 포장디자인의 심미성 2.3
—

1.0 제품기능면 3.3
—

-0.3 제품의 마감면 3.1
—

0.7 브랜드 신뢰도 2.5
——

0.2 평균치 2.8

독일산 제품과 한국산 제품의 비교 평가

한국산 제품

+5 +3 0 -3 Y
till

（표본수 : 60개 ）

j
독일산 제품

i -3 0 +3 +5

0.9 사용의 편리성 3.2
— —

0.5 제품의 견고성 3.6
— —

-0.7 디자인의 독창성 2.0
—

05 형태 • 색상의 심미성 2.4
—— —

0.5 유행감각 1.3
— —

0.3 포장디자인의 심미성 1.7
_ 1—

0.8 제품기능면 4.1
― —

0.4 제품의 마감면 3.9
—

1.1 브랜드 신뢰도 3.3
—

0.5 평균치 2.8

소매점에서 구입하는 비율이 각각 41 %, 
30 %로 동 품목은 외국 상품의 일반화가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5. 외국 제품 정보수집 방법

• 소비자가 외국 제품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은 아직은 광고매체에 

의존（14%）하기보다는 매장에서 직접 

평가하여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고（30.6 %）, 

주위 사람의 의견 청취와 사용해 본 경험에 

의한 경우가 각각 25.2%, 24.8 %로 

나타났다.

6. 외국산 제품과 한국산 제품과의 비교 평가

• 본 조사에서 비교표본수가 비교적 많은

7개국의 제품과 한국산 제품과의 제품 

요소별 평가를 통해 외국산 제품을 대하는 

소비자의 구매성향을 긍정직일 경우는 

+ 5점, 부정적일 경우는 一5점으로 

평가하는 11 단 척도법으로 평가하였다 

（단, 가격요소의 평가는 제외함）.

가. 대 중국산 제품

중국산 제품을 대하는 국내 소비자의 평가는 

평점 -1.91 로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이에 비교해 본 한국산 제품은 1.51 로 중국산 

제품보다 다소 우세하나 디자인의 독창성, 

마감면에서는 평점이 낮았다.

나. 대 대만산 제품

우리나라의 경쟁국인 대만산 제품의 평가는 

한국산 제품에 비해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이에 반해 한국산 제품은 

디자인의 독창성, 포장디자인면, 마감면에 대한 

평가가 낮게 나타났다.

匚h 대 프랑스산 제품

프랑스산 제품은 견고성, 형태 • 색상의 

심미성, 마감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 반면, 

한국산 제품은 디자인의 독창성과 

포장디자인면에서 열세로 나타났다.

라. 대 독일산 제품

독일산 제품은 견고성, 기능성 , 마감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한국산 제품에 대한 

평가는 뚜렷한 특징은 없으나 디자인의 

독창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38 T踮디K超」125 1992. VOL. 23



마. 대 이탈리아 제품 이탈리아산 제품과 한국산 제품의 비교 평가

이탈리아산 제품은 디자인의 독창성, 심미성, 

마감면에서 우세하게 평가되었다. 이에 비해
한국산 제품

+5 +3 0 -3
1

（표본수: 17개）

이탈리아산 제품

-5 -5
한국산 제품은 포장디자인면에서 뒤떨어지는 0・8 사용의 편리성 24

것으로 평가되었다. 0.0
—-

제품의 견고성

--
2.4

바. 대 일본산 제품
0.5 디자인의 독창성 3.6

—-

본 조사에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인 0.8 형태 • 색상의 심미성 3.6

일본산 제품에 대한 이미지는 제품의 기능성, 

견고성, 마감과 브랜드의 신뢰도면에서

0.7

-1.0
i

유행감각

포장디자인의 심미성

28

3.3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비교된 한국산 0.7
—■

제품기능면 3.0
제품은 디자인의 독창성, 기능면, 마감면에서

0.7
—-

제푼의 마감면 3・6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亘•커 1비口 1」

0.7 브랜드 신뢰도 3.3

사. 대 미국산 제품

미국산 제품은 견고성, 기능성에서 

우세하나, 디자인면에서는 타국가의 제품에 

비해 비교적 낮은 평가치를 보였다. 이에 비해 

한국산 제품은 사용의 편리성, 브랜드 

신뢰도면에서는 다소 긍정적이나 디자인의
한국산 제품 

+5 +3

0.4

0 -31

일본

—C

평균치

산 제품과 한국산 제품의 비교 理 

（표본수 : 559개 ）

i 一5

1 가

.-31

3.1

일본산 제품

0 +3 +5 1 1_______ 1
독창성면에서는 부정적으로 평가되 었다. 1.1 사용의 편리성 2.7

0.2 제품의 견고성 3.1

7. 한국 상품의 문제점 및 개선안 -1.0
—

디자인의 독창성 2.9

• 본 조사에서 나타난 소비자의 한국산 제품에
0.4 형태 • 색상의 심미성 2.8

대한 이미지는 제품에 대한 기능성 등에서는 0.4 유행감각 28

다소 긍정적이나, 디자인이나 마감면에서는 

긍정적이지 못했고, 특히 디자인의 독창성,

0.1

0.4
—

포장디자인의 심미성 

제품기능면

2.3

3.6
포장디자인의 심미성, 마감면, 브랜드

-0.1
—

제품의 마감면
—

3.3
신뢰도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형태 • 색상의 심미성, 유행감각, 포장디자인
1.1

—
브랜드 신뢰도

—
3.1

등 디자인 측면에서의 평가에서는 평점이 

높지는 않았으나 어느 정도 상품요소로서의 

위치는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디자인의 독창성면에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나 아직 한국산 제품은 외국 제품 

모방에 의존하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는

한국산 제품 

+5 +3

0.3

0 -3

미

평균치

국산 제품과 한국산 제품의 비교

（표본수 : 96개 ）

5 -

평가

5 -3

3.0

미국산 제품

0 +3 +5
____ i_______ ।_______ ।

것으로 나타났다. W 사용의 편리성 23

• 따라서 한국산 제품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0.4 제품의 견고성 3.3

위해서는 창의적 아이디어 개발을 통해 -0.4 디자인의 독창성
—

2.3
소비자로 하여금 우리의 독자적

04 형태 • 색상의 심미성

유행감각

2.9
디자인이라는 인식을 주입시켜주는 것이 

선결과제이며, 이밖에 취약점으로 지적된 0.6 1.7

것은 제품의 마감면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0.2

0.3

포장디자인의 심미성

제품기능면
—

1.4

3.4

문제점이 해결될 때 우리나라 제품의 브랜드 0.2 제품의 마감면 2.8
신뢰도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수입상품에

1.0 브랜드 신뢰도
--

3』

대한 대외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阴
0.4 평균치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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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정보

스웨덴의 디자인
- 신체장애자를 위한 디자인을 중심으로 一

커스틴 위크만(Kerstin Wickman) 스웨덴 “foM지 기자

스웨덴 디자인의 특징

스웨덴의 디자인은 다른 나라의 디자인과 

어떻게 다른가? 일반적으로 프랑스의 

디자이너는 기술과 문화와의 관련성을 

중시하고, 덴마크의 디자이너는 작품이 

사용되는 환경의 물리적인 면에 관심을 

가지며, 이탈리아의 디자이너는 환타지가 

충만하고 철학적 사상이 깃든 미적(美的) 

주장을 전개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스웨덴의 산업디자인의 특징은 그 실제적인 

어프로치에 있다. 즉, 제품화된 단계에서 

어떻게 사용될까, 사용하는 사람의 신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안전성은 어떠한가 등이 

가위

Goran Yogfors의 디자인으로 손잡이 

부분에 용수철이 되어 있어 힘주거나 

자르기 쉽다.

특히 중요시된다. 그래서 스웨덴의 

산업 디자이너들은 때로는 디자인계의 

「보이스카우트」라고 불려지기도 한다.

스웨덴만큼 신체부자유자와 또 그들의 

일상생활에 대하여 산업디자인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다. 그 실례로서, 

1988년 MoMA 의 카라 맥카티 (Cara 
McCarty)가 미국 뉴욕에서 신체장애자를 

위한 디자인전을 개최했는데, 전시품의 

60%가 스웨덴 디자이너들의 작품이었다.

어느 나라든지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방식 • 사고방식에는 특색이 있기 

마련이고 그것은 여러 세대를 통하여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다. 스웨덴의 

산업디자인과 신체장애자나 사회 복지와의 

관련 의식은 80년대나 90년대에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 스웨덴 국민의 역사와 

그들 인생관에 뿌리박힌 하나의 전통이다.

스웨덴 디자인의 원천

스웨덴인(人) 특유의 미적 감각은 18세기에 

다듬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화가 '칼 

아우그스트 에렌스바드(Carl August 
Ehrensvard,, 건축가 '칼 홀레만(Carl 
H如eman)'이나 '잔 에릭 렌(Jean Eric Rehn)' 
등 18세기의 예술가들은 예술 논쟁을 활발히 

전개하여, 합목적성(合目的性)이야말로「미」요, 

포름과 실용성은 도덕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웨덴의 미와 포름 

형성의 문화가 서민생활을 무대로 하여, 

중앙의 대도시가 아닌 지방도시나 작은 

마을에서 꽃피운 것도 이 때문이다. 스웨덴의 

뛰어난 디자인은 삼이나 목면을 원료로 하는 

인테리어, 텍스타일, 붉은 벵갈라 칠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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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대

외팔이나 손의 힘이 약한 사람도 

사용할 수 있으며, 죔쇠와 2개의 

기둥으로 물건을 보드에 고정시킨다. 

죔쇠는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한 쪽 

손으로 조절할 수 있다. 또한 핀에다 

물건을 꽂아 놓고 껍질을 벗길 수 있고, 

바닥은 홈착성이 있어서 물건을 

고정시킬 수 있다.

디자인은 에르고노미 디자인 그루펜.

목조건물, 다양환 색채의 민족의상, 

일상생활에 쓰이는 도구나 기구에서 볼 수 

있다.

스웨덴의 국토 면적은 비교적 넓지만, 

옛날부터 인구밀도가 낮은 나라로, 인구는 현재 

800만 정도이다. 1950년대 중반까지 대부분의 

국민이 지방에 있는 산림 • 하천 • 늪이나 

호수 • 밭이나 들판 가까이에서 살았다. 

스웨덴인에게 있어서 자연은 실로 가까운 

존재요, 생활에 필요한（정신적인 것까지） 모든 

것을 제공해 주는 원천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스웨덴의 조형문화는 자연의 소재에 

대한 애착, 흙냄새 풍기는 미적 감각, 기초적 

기능의 존중이 그 특색이다. 목재 이외의 

자원과 금전의 부족은 그것을 보충하기 위한 

기술을 발전시켰고, 풍부한 조형언어를 만들어 

내는동기가되었다. 19세기의 대표적인 

작가의 한 사람인 '칼 요너스 로베 

알므크비스트（Carl Jonas Love Almqvist）'는 

그의 저서「스웨덴인의 빈곤이 지니는 

의의」에서, 스웨덴 특유의 통나무집에 쇠못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예로 들어, 빈곤은 

스웨덴인의 창조성을 발전시킨 모체라고 

기술하였다. 또 스웨덴의 기술발전은 언제나 

풍부한 삼림자원의 개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스웨덴인은 나무의 뿌리에서부터 껍질까지도 

철저하게 이용한다는 점을 기술하였다. 오늘날 

스웨덴의 산업디자이너들은 공구의 개발이나 

디자인에 임했을 때의 실제적인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것은 옛날 농민이 농기구를 만들 

때나 일상생활에서의 곤란한 점을 해결할 때, 

이리저리 지혜를 짜낸 것과 같은 맥락이다.

사회의식의 형성과 성장

17 • 18세기에 번창했던 철 • 유리용기를 

만드는 소규모 공장을 중심으로 한 촌락에서는 

공장경영자와 고용인 사이에 일종의 

가장（家長）사회적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경영자는 고용인에게 주거와 식량을 

제공하여 그들의 생활을 책임졌으며, 노후의 

뒷바라지까지도 당연한 일로 되어 있었다.

역사가들 중에는 스웨덴의 민주주의 제도와 

사회 형태가 이 소규모 공장을 중심으로 한 

생활에서 연유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 집회장 • 공동도서관 • 학교 등도 소규모 

공장을 중심으로 하여 발전된 시설이다. 

사회란 옛날부터 스웨덴인에 있어서는「보호 

네트用크」의 기능을 지닌 시스템이었다.

스웨덴의 공업화는 다른 나라들보다 조금 

늦게 시작되었고, 그 규모도 작았다. 인구의 

도시 집중현상은 금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나타났다. 물론 스웨덴의 공업화 초기에는 

위험할 정도로 노동환경의 악화와 노동자층의 

피폐, 사상률（死傷率）의 증가를 초래하였다.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는 사회복지에 관한 

논쟁이 야기되었다. 또한 공업도시가 형성되자 

노동자들의 주택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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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르는 나이프

1974년에 류머티스 환자를 위해 개발

두 손 조각 드라이버

1980년대 중반에 개발. 표면이 

까칠까칠하여 비틀기 쉬워서 두 손으로 

보다 강하게 돌릴 수 있다.

대두되었다.

예술가 • 건축가 • 작가 • 기타 지식인들은, 

품질이 좋고 튼튼하고 기능적이며, 아름다운 

형태의 공업제품을 공급받는 것이 국민의 

권리라고 주장하게 되었다.

1898년 화가 '칼 • 라손은 그의 예술가 

친구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대중 속에 들어가 

대중들에게 예술의 위대함과 즐거움을 

가르치자. 주방용품을 만들자. 문짝이나 찬장을 

만들자. 도자기 공장으로 달려가자……'라고 

외쳤다. 이것은 원래 영국의 

，윌리엄 • 모리스나 '존 • 라스킨'의 

생각이었는데, 이것을 실현시킨 것은 

스웨덴이라 할 수 있다.

작가이면서 사회운동가였던 '엘렌 • 케이'의 

슬로건이요, 그의 저작의 제목이었던「미는 

만인을 위하여」라는 생각은 이러한 사회풍조 

속에서 크게 호응을 받아 그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이 늘어갔다. 금세기 초에 건축설계자들은 

사회의 최하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품질이 

뛰어난 가구나 주택설계를 시작하게 되었다. 또 

그 당시의 젊은 디자이너나 예술가들 사이에는 

사회의식에 눈을 뜨고, 어린이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정열은 현대의 디자이너들 의식 

속에도 뿌리박고 있는 것이다.

제품의 사용실태를 살핀다

놀라운 것은 이들 산업디자이너들이 

이용하는 수법 자체가 30년대 말에서 40년대 

초에 걸쳐 이미 확립되었다는 사실이다. 그 

대상이 되는 국민들의 생활源이 사회학적 

수법이나 인터뷰, 앙케트, 필드 워크(Field 
Work) 등의 방법으로 면밀히 예비조사되었다. 

예컨대, 젊은 부부가 당시의 기능주의적 

주거를 어떻게 이용했으며, 가구를 어떻게 

배치하고 사용했는가를 조사했던 것이다. 

30년대에 건축된 주택은 면적이 좁고, 대부분 

방 하나와 다이닝 키친으로 되어 있고, 

주방에는 가스렌지와 싱크대 그리고 냉장고가 

있었을 뿐이었다. 당시의 키친은「Laboratory 
Kitchen」이라 불리워, 독일 노동자층의 

플랫(Flat)을 모델로 한 것으로서, 온 식구가 

함께 식사하기에는 너무 좁았다. 가족들의 

단란은 하나뿐인 방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스웨덴의 경우, 젊은 부부들의 

생활양식은 좀 달랐다. 가능하면 시골에 있을 

때 익숙해진 조상 대대로의 주거羽에 따라 

전 가족이 넓은 다이닝 키친에서 식사를 하고, 

일도 하고, 담소하며, 잠도 자는 생활을 하고 

싶은 것이다. 넓은 방, 즉 객실은 특별한 

방으로서 손님 접대나 예식의 경우에만 

사용되었다. 새로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도 

자연히 같은 생활양식을 지켰다. 즉, 시골의 

생활양^을 따라 좁은 다이닝 키친이지만 

가족들은 여기로 모이고, 방은 특별한 

경우에만 쓰기 위해 장식만 해놓았을 뿐이다. 

이러한 생활양牛＞] 건축가들의 

주거양식 조사에서 밝혀 지자, 집단주거의 

건설계획은 대폭 수정된 것이다.

가구에 있어서도 면밀한 조사가 실시되었다. 

기능성의 좋고 나쁨이 연구되었고, 단점이나 

부족한 점은 개선되었다. 예컨대, 침대에 

있어서는 쾌적한 수면을 위해 최적의 폭과 

길이 그리고 동시에 등을 아프지 않게 하는 

최적의 높이 등이 조사되었다. 조사에는 오픈 

카메라가 많이 이용되어, 가구의 사용상태가 

계속적으로 기록되고 연구되었다. 잠을 자고 

있는 남성, 식사를 하고 있는 가족, 앉아 있는 

사람들의 자세 변화 등을 장시간 촬영한 

것이다.

오늘날에는 비디오 카메라가 이용되고 

있지만, 실제 사용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는 

방법에서는 근본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기계나 용구 등이 실제로 사용되는 장면이 

촬용된다. 예컨대, '스벤 에릭 유린(Sven-Eric 
Juhlin)'이나 '마리아 벤크트존(Maria 
Benktzon)^ 등을 중심으로 한 ' 에르고노미 

디자인 그루펜(Ergonomi Design Gruppen)'의 

디자이너들은 비디오 카메라를 사용하여, 큰 

나사를 끼우는 작업을 촬영해서 비트는 힘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두 손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드라이버는 한 손 조작을 전제로 

설계된 제품들뿐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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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공도구와 공구업체인 Bahco사와 상의해서 

그들이 디자인한 두 손 조작의 드라이버를 

제작했다. 이것은 스웨덴에서 가장 성공한 

디자인 프로젝트로 부각되어 바코사의 

공구시리즈는 유명해졌다. 그 후에도 

'에르고노미 디자인 그루펜'은 압력 프레스 • 

구급용 들것 • 구급차 - 기계의 운전석 • 

자동차의 유아시트 • 직장의 배치 • 병원의 

설비나 장치 등의 개선에 크나큰 공헌을 했다.

이와 같이 스웨덴의 산업디자이너들은 모든 

생활 • 노동장면에서 '보다 좋게, 보다 

안전하게, 보다 쾌적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가?'라는 테마를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다. 그 추구의 중심은 언제나 모든 

사람들의 일상생활이다.

신체장애자를 위한 디자인

신체장애자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계기는, 

1967년 미국의 디자이너이자 디자인 평론가인 

빅터 파파넥(Victor Papanek)의 스웨덴 

방문이었다. 그 다음 해인 1968년 여름, 그는 

디자인을공부하는声유럽 학생들이 개최한 

심포지엄에 초청되剤 강연을 했다. 여기서 그는 

디자이너의 새로운 사회적 사명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생활에 불필요한 제품의 

디자인을 하기보다는,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물건을 다자인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예컨대, 상업적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무시되어 온 분야나 사회그룹을 위한 디자인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동환경의 

개선 • 어린이 • 신체부자유자 • 환자나 

노인에게 필요한 제품의 디자인 등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지 않은가?”

그의 의견은 심포지엄에 참석한 학생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그 후 젊은 건축가들 

중에서 공장 건물이나 직장의 설계 개선, 

어린이의 집이나 신체부자유 어린이의 집 

설계에 뛰어드는 사람이 늘어갔다. 젊은 

산업 디자이너들도 인간공학상의 

문제(운동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애로점)를 연구하게 되었다.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에 걸쳐 대학의 건축과나 디자인 

전문학교 졸업생들은 이 분아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활동의 범위를 넓혀갔다. 

지금은 젊은 디자이너들이 인간의 동작을 

부자유스럽게 하는 것은 인간이 사용하는 

물건들이요, 신체 그 자체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장애자용 수저세트

식사에 보조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에르고노미 디자인 그루펜이 디자인한 

것으로, 자루가 길어서 보조자가 함께 

잡을 수 있다• 부드러워서 어린이가 

입에 넣어도 다치지 않으며, 입을 크게 

벌릴 수 없는 사람에게도 편리하다.

수 있는 기구를 만들면, 신체장애라는 인간의 

불완전한 기능을 감소시키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조기구는 가능한 한 밖으로 

노출되지 않도록만들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장애자라는 사실을 모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신체장애자도 아름답게 디자인된 

물건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신체장애자들이 정상인의 

도구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식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74년에 '스벤 에릭 유린'과 '마리아 

벤크트존이 설계하여 제작 • 상품화된 빵 

자르는 나이프를 들 수 있다. 이 나이프는 톱과 

같은 모양과 기능을 갖춘 것인데, 팔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여 손의 관절에 불필요한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디자인한 것이다. 이것은 원래 

손과 손가락의 관절이 굳어진 류머티스 환자를 

위해 개발한 것인데 정상인들도 이 칼을 쓰면 

훨씬 편하다.

그 밖에도 지난 20년 동안 신체장애자용의 

가위，수도꼭지，나이프，포크，가볍고 

손으로 잡기 쉬운 컵 - 자동차용 의자 등이 

속속 개발되어 왔다. 류머티스 환자용 가위는 

정상인에게도 편리하고 능률적이다. 이러한 

제품들은 필요성의 해결에 디자인이 

절대적이고 기능적으로 뛰어나야 함은 

물론이지만, 그것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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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부상으로 손에 힘이 없는 

사람을 위한 나이프

에르고노미 디자인 그루펜의 

디자인으로,조절이 가능한 핸들이 

있어서 누구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소개하는 제품들은 모둔 RFSU 리하브사의 

제품인데, 에르고노미 디자인 그루펜이나 

A&E 디자인에서도 RFSU 리하브사를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이 제품들은 그 기능뿐 아니라, 아름다움도 

갖추고 있다. 그것은 장애자들이 정상인들과 

똑같이 일상생활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A) 翁애자

B) 적절한 도구가 았으면 

사회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 

/ n \

0 그 밖의 사람

人용자 피라미드

연구 고안된 경우가 많다.

88년, 뉴욕 MoMA에서 신체장애자를 위한 

제품 전시회「자립생활을위한디자인」전이 

개최되었다. 그 카탈로그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었다. '육체적으로 제약을 받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데 

곤란을 느끼는 것은, 그들의 신체장애나 연령 

탓이 아니라, 주위환경의 장애 때문인 경우가 

많다. 핸디캡이라는 것은 장애인의 특징이 

아니라, 그 사람과 환경과의 불편한 관계라는 

점을 이해했을 때 비로소 적절한 보조란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신체장애자의 육체장애 그 자체가 아니라, 

주위환경에 적응해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도구가 없다는 점이다. 즉, 중요한 것은 

신체장애자가 혼자서 생활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드는 일이다.

도구라는 것을 인간이 주위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매개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도구 

제작상의 올바른 생각이다. 아무런 도구도 없이 

자연 속에 내동댕이쳐지면 인간은 小｝갈 수가 

없다. 적절한 도구가 없으면 누구나 장애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장아冈란 

'신체와 환경 사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스웨덴 사회는 신체장애자들의 자립을 위한 

운동을 그 어느 나라보다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왔다. 장애자들이 격리된 시설 속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식구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제품면에서, 제도면에서 온갖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다. 장애자들은 필요한 

도구를 무료로 공급받을 수 있고, 지하철 

역에는 장애자용 엘리베이터가 있다. 또한 

정부의 보조를 받는 장애자의 생활을 연구하는 

많은 기구가 있다.

스웨덴의 RFSU Rehab AB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장애자용품 제작회사로 

장애자들의 자립을 위한 가정용품을 제작하고, 

세계 각국에 수출도 하고 있다. 여기에

® 에르고노미 디자인 그루펜

에르고노미 디자인 그루펜은 디자이너 • 

인간공학자 • 엔지니어 등 12명으로 구성된 

디자인 컨설턴트 회사이다. 노동 환경이나 

생활환경 • 병원시설 • 교통기관 등의 제품이나 

설비, 시스템 개발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자용품 개발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그들의 디자인 개발은 철저한

실제적 • 현장현물주의적 어프로치를 취한다. 

예컨대, 노동환경 개선 목적의 프로젝트에서는 

풀스케일로써 현장의 모델을 조립하여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실제로 

사용하게 한다. 그리하여 그 결과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다시 모델을 조립하여 재차 

사용토록 해서, 또 문제점을 찾는다. 개발은 

실물 사용자의 불편 발견 • 시행착오의 연속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버스의 운전석에 

관해서는 매일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사만이 

그것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라고 

그들은 말을 한다. 장애자용품의 디자인도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장애아동용 식기를 

개발할 경우, 그들은 식기의 시작품(試作品)을 

가지고 장애아동의 가정이나 연구소를 찾아가 

장애아동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 부모의 

의견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 그리하여 그 

결과를 다음 모델에 반영시킨다•특히 

장애자용품의 디자인에 있어서는 조금만 

형태를 바꾸어도 그 영향이 크므로 이러한 

프로세스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그들의 프로세스를 

가리켜 사회인류학자 같다고 평을 한다. 

왜냐斗면 그들은 선입관을 벗어 버린 원점에서 

출발하여 현장으로 뛰어들어 사람들과 

접함으로써,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 점을 

찾아내기 때문이다.

그들 의견 중에서 특히 흥미로운 것은 

'장애자들에게 편리한 도구는 정상인들에게도 

편리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다. 멤버 

중의 한 사람인 마리아 벤크트존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자 피라미드 도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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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다. 즉, 사용자 A는 중증 장애자, B는 

적절한 도구가 있으면 사회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 C는 그 밖의 사람이다. 만약 

B에게 편리한 도구를 만든다면 그것은 그 밑의 

C에게도 편리한 도구가 된다는 것이다. '빵 

자르는 나이프'는 그 전형적인 예이다. 이 

나이프는 원래 류머티스 환자를 위해 개발한 

것이지만, 그 편리함 때문에 오늘날에는 일반 

가정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 A&E 디자인

A&E 디자인은 '톰 • 알스트롬(Tom 
AhstrGm)'과 '한스 에릿시 (Hans Ehrich)'라는 

두 사람의 디자이너가 68년에 결성했다. 

조명기기를 비롯하여 브러시 • 리사이클이 

가능한 우유병의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다루었고, 장애자용품의 디자인에 대해서도 

20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목욕탕, 화장실 등의 물

다루는 기구나 자동차용 의자 등 이동수단의 

디자인을 주로 다루고 있다. “장애자용품은 

무엇보다도 우선 기능적이어야 합니다•"라고 

한스 • 에릿시는 말한다. 또 “인간공학적으로 

바르고, 다루기 쉽고, 구조가 너무 복잡하지 

않고, 사용방법을 쉽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품이 너무 눈에 띄지 

않아야 합니다. 아아, 여기 장애자가 있구나 

하고 일반인들의 주목을 끄는 디자인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주위환경에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장애자가 자립함으로써 사회생활에 

융합하기 위해서는 장애자용품의 기능이 너무 

노출되거나 기묘한 디자인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한다.

“장애자용품 디자인만으로는 먹고 살기 

힘듭니다. 장애자용품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은 데 반해, 그 수요가 적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디자인을 시작한 20년 전에는 이 

분야는 미개척 시대였기 때문에 이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려는 욕망이 충만했었습니다. 

다른 분야에는 이미 존재하는 것의 

재디자인밖에 없었기 때문에 파이어니어가 

되려는 욕망과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남아있는 것입니다.”라고. 즉, 

장애자용품의 디자인에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이다.

[AXIS '92. Autumm에서 발췌〕

접을 수 있는 매직 핸드

에르고노미 디자인 그루펜의 스벤 

에릭 유린이 디자인했다. 손에다 

최대한으로 힘을 주어 물건을 잡을 수 

있다• 손목을 펴서 잡는 손의 각도와 

서포트 • 암에 의해서 손목의 긴장을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 있다.

집게의 턱은 비틀 수도 있고 각도를 

바꿀 수도 있으며, 고무로 쌌기 때문에 

둥근 것이나 매끄러운 것도 잡을 수 

있다. 또 턱 끝의 갈고리를 이용하여 

물건을 잡아당길 수도 있다.

욕조에 간펀하게 출입할 수 있는 

목욕 보드

하부의 받침대를 조절하면 모든 

욕조에 다 고정시킬 수 있다.

보조 ♦ 핸들을 부착하면 보다 안전을 

기할 수 있다.

디자인은 A & E 디자인.

목욕용의자

디자인은 A & E 디자인

RFSU 리하브사의 목욕용구 

사용방법

전방 우측은 욕조에 출입할 때나 

일어설 때 신체를 받쳐주는 

배스 • 레일인데, 클립과 같이 욕조 

측면에 끼운다. 디자인은 A & E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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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정보

소음을 없애자!

문명의 이기로 인한 인간 생활의 편리함 이면에는 그것이 

주는 폐해도 있다 단순히 기능성만의 추구에서 이제 그것이 

주는 그 이면의 것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인간생활의 질적 

향상 그리고 인간과 기계와 환경의 조화 그것이 우리 

인간생활의 중요한 문제이고 그것에 관심을 갖는 많은 

연구들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그 중 가전제품에 

대해서도 계속 여러 가지 기능이 첨가되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주는 소음 등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편집자 주〕

口「약 당신의 세탁기가 한밤중에 당신의 

lT 수면을 방해한다면 ? Rebecca Eliaboo는 

가전제품의 소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약간의 예외적인 것 이외의 모든 

가전제품에는 소음이 있다.「Which?」 

잡지에서는 가전 제품의 소음에 대하여 조사를 

했고, 그 중 몇 개의 유명 상표의

Bosch WFK 8010

이 식기세척기는 회전 소음이 72dB로 

그 회사 제품 중 가장 소음이 적다.

진공청소기에 대하여 크레임을 제기하였으며, 

초인종이나 전화기를 사용할 때의 소음에 

대해서도 소비자는 즐거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표하였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테스트에서는 1m 정도 거리에서의 소음 

측정시 세탁기의 소음도가 진공청소기와 함께 

가장 큰 것으로 측정되었다. 적어도 영국의 

경우에는 가격 문제 때문에 전통적으로 

가전제품의 경우, 소음을 제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등한시했고, 소비자 또한 보다 

조용한 제품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제 소비자는 조용한 제품에 

대하여 흥미를 갖게 되었고, 유럽 

공동체에서도 가전 생산 각 회사에 대해서 

가전생산품에 소음의 최대량을 표시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口』년 전에도 EC에서는 모든 잔디 깎는 

关 기계가 새로운 소음발생기로 등록되어 

법으로 규제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으며, 그 

결과 50cm 이내의 잔디를 깎는 기계는 소음 

기준치가 96dB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120cm 
이상을 깎는 기계는 105dB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올해 1월에 이 법이 제정되었으며 

잔디 깎는 기계는 음향연구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각 기계는 그것의 소음치를 나타내는 EC 
레벨을 붙여야 한다.

영국 잔디 깎기 기계 제조협회 대표인 Barry 
Abson은 그의 회원들에게 소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모터와 잔디 깎는 기계의 몸체가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소음이 증폭되기 쉽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엔진을 아주 얇은 

금속판으로 고정시키거나 혹은 몸체에 엔진을 

연결시키지 않거나, 또 다른 방법은 실린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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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하사의 잔디 깎기 기계

동력전달장치의 잔디 깎는 기계는 엔진에서 

힘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소음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전달방식을 체인이나 기어형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체인 대신 지금은 

고무벨트를 사용하여 체인에서 나오는 금속성 

소음까지 줄이고 있다.”

데시벨(Decibels)은 소리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이다. 대략적으로 자동 선반의 소음은 평균 

90 dB 이고, 2피트 떨어진 곳에서의 요리용 

믹서의 소음은 100dB 정도이고, 50피트 

떨어진 곳에서의 기차의 기적소리는 HOdB 
정도이다. 약 710 (3.16)의 차이가 소음의 배 

혹은 반의 크기이다. 다시 말해서 73.2dB는 

70 dB의 2배 크기의 소리인 것이다. 작년에 

야마하(Yamaha)에서 특별히 여성용으로 잔디 

깎는 기계를 선보였는데 그것은 경쟁회사 

제품보다 가볍고 훨씬 조용하였다. 최대 

소음치가 92 dB(A)이었으며, Al-Co 사에 의해 

독일에서 만들어졌고, 시모어 파웰(Seymour 
Powell)에 의해 영국에서 디자인되었다. 

리차드 시모어 (Richard Seymour)는 

“야마하는 우리에게 여성용으로 보다 적합한 

잔디 깎는 기계를 설계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 그것이 보다 가볍고 

조용하다면 모든 사람에게 적합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일본인의 사고방식인 정원은 

평화스럽고 전원의 장소여야 하는 것과 

일치하는 설계이다. 우리는 소음을 최소화하는 

것이 마케팅 측면에서 가장 강조되는 문제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왜냐하면 기계의 소음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올해 4월 Tricity Bendix사는 새로운 

크기의 식기 세척기를 상품화하였는데 그것은 

경쟁회사의 제품보다 훨씬 소음이 적은 

것이었다. 유럽에서는 식기 세척기의 평균 

소음이 회전주기시 70〜78 dB(A)이며 또한 

800rpm 모델에서는 회전 주기시 72.4 
dB(A)에서 무려 644dB(A)로 소음을 

감소시켰다.

Tricity Bendix사의 매니저인 그래함 

드래지 (Graham Drage)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회사의 식기 세척기의 기본은 

Carboran 화합물로 만든 한 조각의 사출물로 

제작되어 있어서 그것은 몸통을 지지하고 있는 

관으로 이어져 있다. Carboran 화합물은 

거칠은 플라스틱과 같은 종류로 소음과 진동을 

흡수하는 우수한 특성을 갖고 있다. 우리는 

와류의 불균형에 의한 주소음원 중의 하나인 

출렁거리는 소음을 30%까지 제거했다.”

올해 말 가전업체인 Robert Bosch사는

야마하사가 시모아 파웰에게 디자인을 

의뢰한 이 잔디 깎기는 좀더 조용하고 

가벼우며 여성을 위한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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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소음 측정의 표준화를 

위한 실행위원회가 발족되기를 

압력받고 있다 또한 지금 많은 

소비자가 생산자에게 보다 

소음이 적은 제품을 제조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소음은 이제 

모든 생산품에 관련이 있으며 

그것은 타협인 것이다.

方

구모델보다 회전속도가 훨씬 빠르면서 소음이 

훨씬 적은 신모델의 식기 세척기를 개발했다. 

Bosch사의 개선된 설계 내용을 보면 보다 

소음이 적은 모터를 사용하였고, 기계의 

내부를 보다 잘 절연시켰다.

[[ 한 3년 전 Hotp(血[사의 음향연구소가 

亠 세워진 이래로 소음에 대한 연구와 

개발에 대하여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다. 

Hotpoint 사의 음향설계 관리자인 Ian Hale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1986년 EC에서는 

가까운 장래에 소음에 대한 라벨을 부착해야 할 

상품에 대하여 발표했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작업이 많은 경비를 필요로 하고 

대량생산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언제부터 강제 규정으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소음이 

보다 적은 상품을 만드는 것은 결국 경비의 

문제이다. 또한 소음을 줄이는 데 있어 가장 

경제적인 방법은 그것의 근원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시간상으로는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니다. 또한 소음원 전체를 펄프 

재질로 감싸버리는 것도 쉬운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모터를 설계하게 

되었고, 소음을 줄이는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다.”

제조업자 또한 음향연구소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개발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음향자문가인 Richard Bines는 EC에서 

압력을 가하고 또한 소비자가 소음이 없는 

가전제품을 원한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소음에 관한 한 70%는 물리적인 것이고 

30%는 인식도에 좌우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소비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소음의 크기를 우리는 데시벨로 

측정할 수 있고. 그 특징은 주파수로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고주파나 저주파 성분을 

중간주파수 정도로 바꿀 수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인 소음의 양을 줄이는 것은 아니다. 

단지 소음의 특성. 즉 주파수를 변경시키는 

것이다. 한 종류의 주파수의 양을 

증가시킴으로 해서 거부감을 갖는 다른 

주파수의 소음을 무시할 수 있고 전체적인 

소음에 대하여 거부감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Mazda 사와 같은 자동차 제조회사는 

소음문제에 대해서는 회사의 제품이미지상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Lotus 사나 Mercedes사와 같은 회사에서는 

그들의 자동차에서 소음을 줄이는 방법에 

대하여 여러 가지 실험을 하였다.

비록 소비자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10,000의 차에 £100의 추가비용을 

부담하거나, 약 £400의 식기세척기에 £50를 

투자할 의향이 있다 할지라도, 믹서와 같은 

가전제품에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투자하기에는 너무 비싸다. Richard Bines에 

의하여 약 £60〜 £70 정도의 믹서기에 

소음을 줄이기 위해 £ 10 정도의 추가 부담이 

필요하다고 한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EC는 소음표시라벨을 

법률적으로 부착시키는 것을 연기하고 있다. 

첫번째 이유는 소음을 측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거리가 지정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지는 음압(Sound Pressure)과 가장 

공적인 방법인 음력 (Sound Power)의 

측정이다. 두번째 이유는 모든 소음 측정에 

대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 

기술연구회나 가전제품 제조회사들 조차도 

어떠한 표준의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 즉 

진공청소기를 청소하기 위한 표준 카펫, 식기 

세척기를 측정하기 위한 표준 접시 또한 

세탁기를 측정하기 위한 표준 빨래감을 

선정하는 것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음향연구소의 연구원이며

영국표준산업 기술위 원 (British Standards 
Institute Technical Committees) 소속인 Geoff 
Hughes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 소음 

측정의 표준화를 위한 실행위원회가 

발족되기를 압력받고 있다. 또한 지금 많은 

소비자가 생산자에게 보다 소음이 적은 제품을 

제조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소음은 이제 모든 

생산품에 관련이 있으며 그것은 타협인 

것이다. 만약 네가 세탁기의 회전속도를 

1000 혹은 1200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비용과 소음의 차이가 날 것이다.” 

[Design. 1992. August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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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

우수포장상품선정 제 '92

편집실

，Q9 년 우수포장상품선정제의3乙 수상작품 전시회가 지난 行월

4일부터 10일까지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전시관에서 

개최되었다.

지난 '90년부터 3회에 걸쳐 

창작품의 공모전인 한국 

우수포장대전을 개최해 왔던 川발원은 

올해 처음으로 유통상품의 포&을 위한 

우수포장상품선정 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모든 산업 분야에 있어 첨단의 고도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현대에 

포장산업의 영역 역시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따라 

포장산업 분야에도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신소재 및 신기술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포장이 

유통합리화와 구매동기 유발의 핵심 

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선진 각국이 이 

분야에 막대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는 

데 반하여 국내에서는 그간 일부 

대기업만에 포장 개발과 과학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뿐 전반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고 전문

전시회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발원에서는 국내 유통상품 중 

포장 재료 • 용기 • 기법 등의 

포장기술이 우수하여, 독창성이 있고, 

내용물의 보호기능, 운반 • 보관 • 하역 

등 상품 취급의 편리기능, 판매촉진 

기능 등이 뛰어난 포장상품을 선정 • 

전시하여 상품 생산과 유통비용의 절감, 

상품의 가치 향상으로 판매 촉진, 자원 

및 에너지 절약, 포장폐기물 및 

공해유발 감소로 환경보호, 국내 

포장상품의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의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선정대상은 '91 년 11 월 1 일〜'92년 

10월 31일에 국내에서 생산 • 유통된 

상품 포장으로 상업포장부문과 

공업 포장부문으로 구분했는데 , 

공업포장부문에는 포장의 개선으로 

적정포장을 이룬 상품, 포장폐기물을 

감소시킨 포장, 환경공해에 대응하는 

포장 재질을 사용한 포장이 해당된다.

선정기준은 외관을 구성하는 형상과 

색채 등의 요소가 종합적으로 아름답게 

구성되어 독창성이 있을 것, 판매를 

촉진할 수 있을 것. 물품의 유통 • 

보관중에 받는 여러 종류의 장애로부터 

물품을 층분히 보호할 수 있을 것, 

물품의 취급 • 보관 • 하역 및 사용이 

편리하도록 고려되어 있을 것, 적합한 

재료와 효율적인 기법을 사용하고 

합리적인 구조로 되어 있으며 

제작비용이 저렴할 것 등이다.

선정심사는 1차 • 2차 • 최종심사로 

실시했는데, 1차 심사항목은 형태 • 

적정포장 • 재료의 적합성 • 취급의 

편리성 • 구조의 합리성 • 안전성 • 

내구성 • 사용자 특성 고려 • 관리효율 

등이고, 2차 심사에서는 상업포장부문은 

점포진열효과 • 색채 • 이미지 전달성 • 

브랜드 차별화 • 표기내용 집약도 • 

내용물 보호성 • 시장개척성 • 구조의 

합리성 • 경제성 등을, 공업포장부문은 

기술의 선진성 •구조의 함리성 • 

내용물 보호성 • 생산성 • 운송 하역 

보관상의 고려 • 표시 사항 집약도 • 

크기의 합리성 • 경제성을, 

최종심사에서는 개발의욕 • 자원절약 

(원가절감) • 사용환경의 고려 • 

폐기물에의 고려 • 신기술 소재의 도입 • 

혁신성 등을 심사했다.

이번 선정제에서는 15개 업체의 22개 

품목이 선정되었는데, 포장 기능보다는 

포장디자인이 강조된 상품이 많았으나 

포장기술 및 기능이 탁월하고 독창적인 

제품이 선정되었다고 평가되었다.

앞으로 이 선정제는 단순한 

포장디자인을 넘어선 포장기능과 

환경문제의 기여도에 치중하는 

공업포장부문을 집중 발전시킬 

계획이다.

부대 행 사로 일본우수포장상품전 

(JPC) 수상작 200점과 해외 농산물 

포장재 수집품 500점 등이 함께 

전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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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백설표고급유

-제일제당（주） -

기존의 하드한 이미지의 스틸캔 대신 투명도가 

좋은 PET관을 채용해 소프트한 이미지로 

제고하고, 기존의 충전기 Seaming 기를 큰 보완 

없이 그대로 활용해 투자비를 최소화했다. PE 

캡을 씌워 소분 人용이 편리하도록 했다. PE 

용기는 적절한 탄력으로 잡고 사용하기에 

유리하며, 스틸캔에 비해 2배의 완충효과가 있고, 

유통중 파손으로 인한 반품량이 약 1 /3 로 줄었다.

포장의 차별화를 통해 고급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심어 주었고, 기존 스틸캔보다 PET관이 

개당 37원이 저렴해 연 200만개 적용시 연간 

7,400만원의 포장재 비용이 절감된다.

C후주⑥

키친아트 냄비류 포장

- 경동산업（주）-

기존의 제품치수별 • 용량별로 낱포장 및 내부 

고정용 패드가 모두 다른 것을 제품치수별로 

디자인과 낱포장치수를 통일하였고, 고정용 패드는 

한 가지로 통일하여 표준화하였으며 제품발주부터 

팔레트 보관 • 하역 • 수송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스티로폴 대신 골판지를 사용해 폐기물 

감소와 유통효율성도 극대화시켰다.

50 T囤口N인 1 25 1992. VOL. 23



상업포장 부문

피어리스 오베론 메이크업 포장

- （주）피어리스 -

사용감이 좋은 타원형과 유선형의 형태로 

우주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고, 도금 장식으로 

'오베론'을 상징화하였으며, 심플한 디자인으로 

한국적 고요미를 표현했다.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제품을 Refill화하여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환경문제에도 기여할 수 

있게 했다.

쥬단학 르비앙 여성용 기초화장품 포장

- 한국화장품（주）-

우리나라 고유의 여성 한복의 어깨선을 

응용하여 이미지를 서구화하여 현대적인 감각으로 

단순하게 표현함으로써 개성을 표출했다. 용기 

형태를 타원형으로 하여 손에 밀착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코리애나 퓨어셀 기초화장품 포장

-（주）코리아나화장품-

상품의 보호성, 취급의 편리성, 보관성의 용이성, 

디스플레이 효과 등을 기본으로 디자인을 

진행했다. 용기의 구조를 제품의 이미지와 

라인업되면서 액티브한 고가의 제품임을 주지할 수 

있도록 했다. 용기의 공용화와 생산공정의 

자동화로 가격경쟁력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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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주 포장

- 인천탁주합동제조 1공장-

우리 전통 국민주인 막거리（탁주）의 위생, 보관, 

유통상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장기보존 팩 

제품으로, 내용물을 순간 살균 • 급냉과정을 거쳐 

테 트라팩에 무균충진시켜 상품성을 극대화시켰다. 

이로써 기존 막거리가 유통중 변질 • 반품 . 

폐기되던 데 반해 장기보존성을 갖게 되었다.

또한 탁주 내용물 침전을 개봉 전에 흔들어 없앨 

수 있도록 상부의 Head Space를 4% 두었고 

따르기 쉽도록 새로 개발된 Two-Hole Pull Tab 

을 사용했다.

라피네 셀라겐 모이스처 기초 화장품 포장

一 라미화장품（주）-

고품격 • 고품질의 디자인을 추구한 것으로 

이집트 네페르티티 왕비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표현했다. Cutting면이 섬세한 금색의 캡과 

검정색 카톤 그리고 흰색의 용기가 깨끗한 

이미지를 준다.

아모레 라무르 기초화장품 포장

- 태평양화학（주）-

순수 자연성 제품 이미지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일관성 있게 전개해 타 

제품과의 차별화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생산 공정의 자동화 및 부재료의 

공용화로 원가 절감을 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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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베이커리 데코레이션 케익 포장

-누리기획一

기존의 상하 분리식 케익포장에서 개선되어 

하나로 연결된 절착식 케익포장으로 타사와의 

패키지 차별화 • 고급화, 대량생산 체제 구축과 

제작비 감소, 부자재 적재 효율 증대와 완제품 

유통경비 절감, 재포장（포장재） 감소로 

포장폐기물 감량화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다이제스티브 샌드 포장

-동양제과（주） -

타제품과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먹기 편리하게 

일매씩 포장을 한 후, 케이스에 재포장한다. 

트레이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비용이 절감되고 

사이즈도 축소되어 원가가 40%나 절감된다.

카스민트 껌

一해태제과（주）一

졸음 방지 기능을 가진 껌으로서 그 성격에 맞는 

포장 색채를 사용했으며, 운전 중 안전을 위해 

홀더를 차 내에 부착하여 한 손으로 캡을 열고 

먹을 수 있는 PTP 포장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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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포장 부문

생활용품선물세트종이포장 -（주）럭키-

본 포장은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자원 재활용과 

환경 오염 억제를 위해 개발된 것으로, 하판과 

Folding, 상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Folding은 

골판지를 겹으로 포개어 제품의 형태에 맞게 홈을 

파낸 다음 제품을 끼워 넣어 그 위에 상판을 

닫는다. 기존의 스티로폴보다 제품 부피가 

축소되어 진열과 운반이 용이해졌다.

A 형 골판지 변형상자

-삼우수출포장공업사-

골판지 상자 제작시 A형 상자 날개 부분에 

구멍을 뚫어 홀더를 끼워 내용물（PP 필름）을 

지지함으로써 별도의 내용물 고정 골판지 패드 

제작이 필요 없어 시간과 자원 • 인력이 절감되고, 

상자 본체와 내용물이 고정되어 이송 보관시 

유동을 방지한다.

바이오 생생（生生）박스

-태성판지（주）一

물품을 장기간 보관하고, 운송 도중 부패하는 

문제점을 줄이고, 농산물의 농약 냄새 및 잔류 

독성을 저하시키며,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시키기 위해 바이오 세라믹을 분사 • 도포시킨 

골판지 박스이다.

엑소실 쌀포장

- 율촌화학（주） -

나일론 필름과 PE 필름을 라미네이팅한 

상태에서 1매의 봉투로 제작하기 위해서 후면 

중앙에 통기성 있는 PE부직포를 Seal 한 상태로, 

외부로부터 일정한 공기가 포장재 내부로 

침투하여 일정한 습도가 유지되며 박테리아 및 

미생물균을 차단하여 내용물을 보존하는 데 

지속적인 효과가 있다.

봉투 내 공기가 밖으로 유출되므로 다단적재시 

원형을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으며 상품의 

운송 • 보관시 공기가 밖으로 유출되어 부피를 줄일 

수 있다.

54 T凹口N2」1 25 1992. VOL. 23



중계

한국 산업디자인 포럼，92
- 한국 산업디자인 진흥의 현안과 대책 一

>1 단법인 한국인더스트리얼

I 디자이너협회 （Korean Society of 
Industrial Designers）/}- 협회 창립 

20주년을 맞아 한국 산업디자인의 

발자취를 회고하고, 현안과 대책 및 

미래의 방향을 토의 • 모색하기 위한 

한국 산업디자인의 발전을 위한 장을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전시와 토론회, 초청 

강연회 , 디자이너의 밤으로 꾸며졌다.

'Best Design Selection in Korea' 
전에는 최근 5년간 나온 제품 중 

디자인 면에서 독창성이 뛰어난 87개를 

골라 패널이나 실모델 형태로 전시했다.

'한국 산업디자인 진흥의 현안과 

대책，토론회에는 다음의 3가지 주제 

발표회가 있었다. 한국 산업디자인 

진흥정책의 구조적 특성과 새로운 방향 

（정경원 •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외국 

디자인 진흥정책 및 그 전략에 관한 

연구（민경우 • 명지대 교수）, 

기 세기를 대비한 한국 산업디자인 

진흥정책의 방향（박한유 • 

산업디자인포장개 발원 본부장）. 그리고 

한국의 ID 진흥정책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여기서는 ID의 개념 정립의 

필요성과 산업디자인학과의 대학간 특성 

및 차별화 필요성에 대해서 

토의되었고, 각각의 디자인 관련 단체를 

하나의 우산 아래 통합하여 하나의 

목소리로 대정부 건의 • 언론에 대한 

대응 • 디자인 행사 개최 • 정보 공유 

등을 가능케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1 세기를 향한 산업디자인의 

방향'이라는 주제 아래 개최된 초청 

강연회에서는 '신경제와 미래 

산업디자인 전략'（딘 리차드슨, ICSID 
회장）, '디자인 정책의 미래 방향' 

（우콴성, 중국무역협회 회장）, '미래의 

디자인 프로세스 - 개념화/시각화/ 

현실화'（김영세, Inno 대표）, '후기 

산업사회와 디자인 문화'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가 발표되었다.

본지에서는 '한국 산업디자인 진흥의 

현안과 대책^ 대한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간추려서 게재하는 지면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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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산업디자인 진흥정책의 구조적 특성과 새로운 방향

정 경 원 한국과학기술원 산업디자인학과교수

1) 서(序)

한국의 ID 진흥정책의 중요성 논의는 

어제 - 오늘의 일이 아디며 , 한국 ID 
진흥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처음 ID 
진흥정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1832년 영국의회에서 로버트 필경(Sir. 
Robert Peel)에 의해서 였으며, 그 결과 

제품 경쟁력에 미치는 디자인의 역할에 

대한 공식적인 인식이 생겨나게 되었다.

1936년 구성된「미술과 제조에 관한 

셀렉트 위원회(에워드 워원회라고도 

함)」의 제안에 따라 영국의 주요 

산업도시에 디자인 교육기관과 

미술박물관이 설립되었다.

올바른 교육을 통해 유능한 디자인 

인력 양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산업을 

위해 적극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전시와 홍보를 통해 산업계와 

소비대중의 디자인 의식과 미적 

판별력을 높여 주는 것이 ID 
진흥정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 

국가적 차원의 ID 정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총체적인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궁극의 목표로 하고, 

부차적으로 수출증대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한다.

세계 각국이 나름대로의 환경과 

여건에 맞는 ID 진흥정책을 

수립 • 시행하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디자인 진흥정책을 

수립 • 시행하는 영국식 모델과, 정부 

차원의 진흥정책은 갖고 있지 않으나 

기업과 ID 전문단체를 중심으로 ID가 

활성화되는 민간주도형 모델인 미국식 

모델이 있다. 이 둘은 각기 장단점이 

있으며, 이를 유기적으로 통합시킨 

정부끌기 -민간 밀기 

(Government-Pull, Civilian-Push) 
모델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2) 역사 및 전문성

한국 최초의 진흥기관은 1957년 

설립된 한국공예시범소(Korea 
Handicraft Demonstration Center ： 

KHDC)로서 한국 실정에 맞는 

우수제품 디자인의 개발과 ID 컨설팅 

및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상품개발을 촉진시켜 국내 수요는 물론 

수출증대를 위한 다양한 진흥활동을 

전개했다.

1965년에는 서울대학교 부설로 

사단법인 한국디자인센터(Korea Design 
Center ：KDC)7}- 발족되었고, 이것이 

1970년 한국디자인포장센터 (Korea 
Design & Packaging Center: 
KDPC)로 발전적 해체되었다. KDPC 
는 1973년 세계산업디자인단체협의회 

(International Council of Societies of 
Industrial Design ： ICSID)에 진흥기관 

자격으로 정회원으로 가입되었으며, 

1977년에는「디자인 • 포장진흥법」을 

제정하여 특수법인의 체제를 갖추었다. 

우리나라에서 ICSID에 정회원으로 

가입된 단체는 KDPC와 전문단체 

자격으로 1983년에 가입된 한국 

인더스트리얼 디자이너 협회 

(Korea Society of Industrial Designers 
: KSID)뿐이다. KDPC는 매년 

대한민국 산업디자인 전람회를 개최하고 

「산업디자인」지를 발간하는 등 다양한 

진흥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1991년에는 

산업 디자인포장개 발원으로 개편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ID 진흥정책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논의에 앞서 ID의 전문성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W.E. 
위켄덴(Wickenden)은 전문가로 

이루어진 그룹과 관련지어 전문성의 

기본적인 속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① 그룹 내의 모든 멤버들이 공동으로 

이해하는 지식체계를 확립할 것,

② 이 지식체계를 교육에 의하여 다음 

세대로 전승할 것, ③ 사회에서 

공인하는 전문가 자격제도를 수립할 것,

④ 회원들의 행동규범을 제정할 것,

⑤ 사회에서 공인하는 지위를 확보할 

것, ⑥ 이상의 사항을 진흥시키기 위한 

기구를 창설할 것. 이상의 내용은 ID 
진흥정책이 추구해야 하는 방향을 

암시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으나, 

한국의 ID 분야가 앞의 6가지 속성을 

모두 갖추었다고는 할 수 없다.

3) 구조적 특성

ID 진흥정책의 구조적 특성을 고찰해 

보면 관련 부문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정부, 진흥기관, 전문단체, 교육계, 

산업계 등에서 추구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지 

못해 ID 진흥에 관한 노력이 서로 

상승작용을 이루지 못하고 

분산 • 소실되고 있다.

한국의 ID 분야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① 개념 정립의 문제 : ID의 실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올바른 개념이 

정립되지 못해 ID에 대한 우리말 

표현이 '공업디자인' 혹은 

'산업디자인，으로 혼용되고, 

산업디자인이라는 용어가 

제품디자인 ♦ 환경디자인 • 

시각디자인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잘못사용되고 있다.

② 진흥정책의 문제 : 1970년 이래 

상공부의 주무부서가 11번이나 

바뀌었고, ID 분야를 중점 육성할 수 

있는 장기적이며 체계적인 

진흥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지속하지 

못했다.

③ 진흥기관의 문제 : 서로 이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디자인과 

'포장기술'이라는 두 를 동시에 

진흥시켜야 한다는 과부하 현상에서 

비롯된다. 진흥기관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진흥의 범주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여기서 행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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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업무의 성격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④ 전문단체의 문제 : 한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단체는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상공부에 등록된 사단법인체인 KSID 
외에 한국디자이너협의회 산하의 

한국공업디자이너 협회와 지역별 

산업디자인 단체들이 난립되어 있는 

실정이다.

⑤ 교육의 문제 : 우리나라 ID 교육의 

문제는 단적으로 양적 팽창에 

못미치는 질적 성숙이라 표현될 수 

있다. 1970년대 초반부터 4년제 

대학에서「공업디자인」이나 

「공업도안」이라는 명칭으로 본격적인 

ID 교육이 시작된 이래로 20여년만에 

양적인 면에서는 엄청난 성장을 

하였으나, 질적인 면에서는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ID 교육기관（2년제 

전문대학 포함）의 학년별 입학 정원이 

3,700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산업계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유능한 

디자인 인력을 양성 ,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조형예술과 과학기술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룬 체계적인 교육과정의 

개발과 종합적인 디자인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여건의 조성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⑥ 학문적 풍토의 문제 : 디자인을 실기 

위주의 창작활동 일변도로 간주하고 

있는 일부 디자이너들의 자세가 ID 
분야의 학문적 체계 형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심사를 거쳐 

우수논문을 수록하는 학술전문지가 

전무하고, 학회의 활동도 

유명무실하다. 이에 따라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ID 교육의 근간이 되어야 

하는 지식체계의 형성이 원활히 

전개되지 못하여 대학교육의 질적 

미성숙을 야기시키고 있다.

⑦ id 전문 실무의 문제 : ID를 기업경영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식은 증대되고 있으나 

기대에 부응하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G 사와 H 자동차사와 같은 

대기업에서는 독립적인 디자인 

연구소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ID 
부문 책임자의 위상도 중역급에 

이르고 있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기업에서는 ID가 R & D나 마케팅 

부문의 종속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따라 ID가 신제품 개발의 

초기단계부터 참여하지 못하고 

제품개발의 최종단계에서 형태와 

색채를 다듬는 스타일링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의 ID에 대한 인식 부족, 

규모의 영세성, 좁은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 정책적 지원의 결핍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4） 원인 분석

• 이러한 문제들은 특정 개인이나 

기관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ID계의 총체적인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ID계가 당면하고 있는 제반 

문제가 야기된 원인은 국가산업전략적 

측면과 국가경영스타일 측면으로 

나누어 거시적인 접근을 통해 밝혀 낼 

수 있다.

국가산업전략적 측면에서는 1980년대 

후반까지 우리가 추구해 온 산업전략은 

총체적인 비용우위 전략으로, '비용 

절감을 위한 디자인'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이로 인해 차별화를 

추구하는 디자인의 필요성이 그만큼 

취약했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차별화 전략이 도입되기 시작해 

ID 진흥전략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국가 경영스타일 측면에서 보면, 

6공화국 이전에는 우리 나라 

경영스타일이 x이론에 근거를두고 

있었으며, 이러한 환경에서 ID 
진흥정책이 올바르게 수립 • 시행될 수 

없었던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90년대에 와서 인간존중의 Y 이론이 

부각되면서 ID 진흥정책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

정부나 진흥기관에서 수립해 놓은 

정책에 대한 일방적인 강요가 아니라, 

분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ID 
진흥정책의 수립이 무엇보다 더 

중요시된다. 앞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민주화가 더욱 더 촉진되면 

새로운 유형의 ID 진흥정책이 

필요하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 진흥기관, 전문단체, 교육계, 

산업계, 소비 대중의 예지를 모아 

국민생활 복리 향상을 통한 새로운 

생활문화의 창달과 제품경쟁력 증진을 

통한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ID 진흥정책이 수립되어야만 

한다.

5） 결（結）

결론적으로 새로운 ID 진흥정책을 

위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ID에 대한 올바른 개념 정립이 

조속히 이루어져서 ID가 

제품디자인, 환경디자인, 

시각디자인을 포괄하는 지나치게 

폭넓은 N邑 간주되는 폐단을 

없애야 한다.

②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 속에 ID 
분야의 예지를모아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ID 진흥정책을 수립하고 

실현 가능한 실행 프로그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③ 1D 진흥기관이 맡은 기능을 

원활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디자인과 포장기술을 

전담하는 두 개의 진흥기관으로 

개편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두 

기관이 모두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내실있는 진홍활동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④ 난립되어 있는 ID 전문단체를 

단일단체로 통합함으로써 불필요한 

에너지의 낭비를 방지함과 동시에 

압력단체로서의 기능을 극대화해야 

한다.

⑤ ID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ID 

교육기관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함으로써 우수한 

전문인력이 적정하게 양성 • 배출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건전한 ID 학문적 연구풍토의 조성을 

위하여 ID 전문학회가 설립되어 

지식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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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기업 ID 전담부서가 신제품 

개발과정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형성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디자이너들의 부단한 자기 

개발능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또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들도 디자인 

서비스의 전문화와 과학화를 통하여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⑦ 이상과 같은 활동들이 순차적이며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 • 조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주진하여 2000년대에는 

1 인당 국민소득이 1 만 달러를 넘게 

되어 고도산업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게 되면 산업전략은 

차별화 전략이 보편화되어 집중화 

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ID의 중요성이 더욱 크게 

부각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향후 한국의 ID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올바르게 가늠하고 

내실 있는 진흥정책의 수립을 위해 

예지를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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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년 계획(1991〜 1995).

외국의 디자인 진홍정책 및 그 전략에 관한 연구

민 경 우 명지대 산업디자인학과교수

여기서는 가장 이상적인 디자인 

정책의 표본으로써 서구 디자인 선진국 

중 스웨덴과 핀란드, 우리의 디자인 

상황과 거의 흡사한 반면 디자인 

정책의 내용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점을 

보이는 대만, 그리고 디자인 역사와 

경험은 다소 열세이지만 이를 만회하기 

위해 노력하는 싱가폴을 선정해 디자인 

정책수립 및 그 전략방안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참여가 어떻게 

총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1) 대만

대만의 주목할 만한 디자인 정책은 

저임금 정책을 토대로 한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방식에서 기술집약형 

산업구조로의 개편에 따른 나름대로의 

돌파구를 바로 '디자인의 세계화 

작업 (Design Globalization)'으로 

집약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고부가가치를 위한 ODM(Original 
Design Manufacturing)으로의 전환에 

장기적이며 총체적인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대만 제품의 품질과 이미지 개선으로 

그들 제품의 세계시장에서의 인지도 

확보를 위해 주도적으로 관장하는 

기관이 대외 무역 개발협회(CETRA： 
China External Trade Development 
Council)이며, 그 산하의 

디자인진흥센터(DPC : Design 
Promotion Center)가 국가적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CETRA 
산하의 각 기관은 그들이 집행할 

예산을 경제부(MOEA ： Ministry of 
Economic Affairs)에 상정하고 여기서 

산하기관의 과거 실적을 토대로 예산을 

분배한다.

디자인 세계화를 위해서 3개의 

디자인 진흥 5개년 계획에 1360억원의 

예산이 집행중이다.

① 품질향상을 위한 5개년

계획(1988〜1993)： 생산 및 

제조기술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억원 상당의 예산이 집행중이다.

② 산업디자인 진흥을 위한 5개년 

계획(1989〜 1994)： 산업디자인의 

개별적 내용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으로 200억원의 예산이 

할당되었다. 세부계획 중 하나는 

1987년부터 실시된 TAIDIffaipai 
International Design Interaction) 
프로그램으로 외국 유수한 

산업디자이너를 자국의 디자인 

프로젝트에 참여시켜 국제간 교류를 

증진시킴은 물론 자국의 제조업체와 

디자이너들에게 외국의 축적된 

디자인 내용을 경험하게 하는 등 

다양한 효과를 얻는다. 또 다른 

하나는 자국의 제조업체에 대해 

신제품 개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신제품 개발 프로그램으로 

개발비용의 50 %를국가가 

부담한다.

③ 대만 제품의 이미지 강화를 위한 

5개년 계획(1989〜 1994): 88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집행중이며, 특히 최근 

몇 년간 성공적인 사례를 남긴 

대량의 대만 제품을 국제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매체 활용과 함께 

이를 위한 전략적 측면으로서 국제 

무역전시회 참가, 국제 디자인 회의 

개최, 대만 기업의 CI와 BI 개발 및 

홍보를 지원하는 여러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이외에도 디자인의 세계화를 위한 또 

다른 노력에는 대북 국제 디자인 

전시회 (TIDEX ： Taipai International 
Design Exhibition)와 제조업체의 

제품개발 과정에 있어서 유능한 학생 

등을 참여시키기 위한 산학 협동 

프로工램인 청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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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Young Designers Exhibition) 
그리고 BIPA(Brand International 
Promotion Association) 등이 있匸｝.

또한 일본에 대한 무역역조를 

극복하기 위해 미니 유럽 

프로그램 (Mini - Europe Program)이 

진행중이다. 즉, 자국의 산업구조 

제반을 개편함과 동시에 유럽기업과 

손잡고 일본을 극복하고자 하는 전략을 

내포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유럽제품의 

자국시장 유도, 유럽 취향 디자인의 

자국 내 소개, 대만 디자인센터의 

유럽지부 설치 등의 내용을 가진다.

대만은 디자인 정책 및 전략에 대한 

총체적 계획과 실질적인 실행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배경은 

정부의 강력한 행정력 동원, 기업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 및 

디자인계의 끊임없는 노력 등으로 

압축될 수 있다.

2) 스』덴

스웨덴의 디자인肉책은 

'일상생활용품을 보다 아름답게'라는 

슬로건 아래 그들의 일상생활과 

자연스럽게 융화되어 성장해 온 

대표적인 표본이라 할 수 있다.

디자인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인 

SVENSK FORM은 대부분 국가의 

진흥기관이 상공부와 관련되는 반면, 

문화부의 지원을 받는다. 즉, 디자인의 

대사회적 역할은 경제발전을 위한 

전략적 도구뿐만 아니라 문화 전반에 

걸친 기능도 강조하고 있음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SVENSK FORM 의 실제 

운영은 스웨덴 디자인협회가 담당하며. 

주요 역할은 스웨덴의 경제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디자인 

전반에 걸쳐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추출하여 타 守上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디자인 지원이 진행중이다. 

그리고 단 •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 

전략 내용과 함께 활동에 대한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첫째, 자국 

내 3개의 디자인 학교와 

기술 • 경제연구기관 및 일반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상호협력체계를 

유지시킨다. 이는 과涉자 연구협회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간다. 둘째, 

산재해 있는 기업과의 접촉에 있어 그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3개의 지부를 설치하고 그 역할을 지역 

특성에 맞게 분배한다. '문의 및 자문 

프로그램'으로 명명된 이 계획은 

스웨덴 산업 기술개발위원회의 지원 및 

자체 사업을 통해 운영된다. 셋째, 회원 

각자의 디자인 개발에 관한 경험 및 

죽적된 자료를 서로 공유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넷째, 문의 및 자문 

프로그램과 기술 경쟁 프로그램은 각기 

독특한 운영방법으로 진행된다.

스웨덴 디자인 정책의 또 다른 

특징은 정책 입안 및 전략기획에 

있어서 디자이너, 제조업체, 소비자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각 위원회의 공동 

참여가 있다는 것이다. 'Form 
Plockef 이라는 디자인 계간지 

발행에서 공동목표 수행을 위한 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내용의 활동을 

추진중이다. 그리고 우수디자인 

상(Excellent Swedish Design 
Award)과 디자인 관리상(Design 
Management Prize)을 제정, 도입했다.

디자인 교육을 위해서 디자인 

교육위원회가 설치되어 공예, 

실내디자인, 산업디자인 , 건축디자인과 

관련된 교육 내용을 심의 • 계획하며, 

국민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는디자인 

관련 수업에 참여하기도 한다.

3) 싱가폴

다른 나라 보다 늦은 1985년에 

비로소 무역 개발 협의회(Trade 
Development Board) 산하에 싱가폴 

디자인 센터 (Design Center 
Singapore)!- 설치하여 정부 주도형의 

강력한 디자인 진흥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1987년부터 실행되고 있는 'Design 
Venture Program'은 자국의 

제조업체에 대해 제품 및 포장디자인을 

디자인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공동 

개발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여러 

디자인 용역 회사가 설립되었고, 현재는 

20여 개가 넘는 디자인 컨설턴트가 

제품디자인 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며, 

이들에 의한 싱가폴 디자이너 

협회 (Designers Association of 
Singapore)가 창설되었다.

1991 년에는 디자인에 관한 이러한 

전환점을 계기로 기업가, 교육 전문가, 

건축가, 디자인 전문가, 무역협회 

관료가 주축이 되어 싱가폴 디자인 

카운실(Singapore Design Council)0] 
싱가폴 무역 개발 협의회(STDB)에 

의해 설립되어졌고, 이곳에서 국제 

디자인 협회와의 상호 교류를 

지속시키며, 자국의 산업체와 

디자이너를 연결시키는 구심적인 

역할을 하며, 디자인에 관한 모든 

정책과 전략을 조정 • 관리하는 기능을 

갖는다. 또한 난양 공과대학(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과 싱가폴 

무역 개발 협의회가공동 설립한 

싱가폴 디자인 연구소(Singapore 
Design Institute)에서는 디자인 관련 

교육, 훈련 및 리서치를 담당하며 

자국의 디자인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능을 병행한다.

또한 제조업체의 디자인 지원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으로서 디자인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디자인 

크리닉 (Design Clinic)을 발족시켜 

기업체가 요구하는 특별한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 시장을 

대비한 식품 포장 디자인이나 유럽 

시장을 위한 보석 디자인의 자문 등이 

대표적이다.

센터 내에，디자인 갤러리，를 

설치하여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산업디자인, 그래픽디자인 및 

패션디자인의 성공 사례를 상설 

전시하고 있고, 디자인과 관련된 전문 

분야별로 인간공학관, 디자인 공학관, 

디자인 매니지먼트관 등으로 분할하여 

전시장의 전문성을 강조한다.

특히 대외경쟁의 전략적 도구로서의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뿐만 

아니라 디자인 교육, 대중 홍보, 디자인 

관리의 측면에서도 상당한 투자가 

진행參〕다. 이는 곧 디자인 정책에 

있어 그 총체성을 확고히 인식하고 있는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지원이 분명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슨（23디R인 1 25 1992. VOL. 23 59



요소임을 확신하는 신념 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4) 핀란드

1875년부터 출발한 핀란드의 디자인 

진흥정책은 자국 국민을 위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목적을 갖고, 디자인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공예의 진흥까지도 그 내용에 

포함되는 포괄적인 예술문화운동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핀란드 

공예 디자인 협회 (Finish Societies of 
Crafts and Design)가 창설되어 디자인 

진흥을 위한 활동을 130여년간 벌여 

왔다.

디자인 진흥의 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적 측면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이미 

18기 년에 예술 공예 학교(Arts and 
Crafts School)?} 설립되었으며, 그 

결과로 예술과 공예, 산업을 하나로 

묶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핀란드 공예 

디자인 협회가 주도적으로 이끄는 이 

학교는 1975년에 헬싱키 산업 

예술대학(UIAH : University of 
Industrial Arts Helsinki)이라는 국내 

유일의 디자인 종합 대학으로서의 그 

성격을굳히기 시작했다.

1991년에는 핀란드 공예 디자인 

협회를 핀란드 디자인 포럼 (Design 
Forum Fi이and)으로 개칭하여 수공예, 

예술 공예, 산업 예술, 산업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실내 건축에 걸친 

광범위한 진흥활동을 진행중에 있고, 

이들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과거의 

공예가적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며 

소비자와 생산자, 디자이너 사이에서 

발생되는 새로운 요구들 즉, 심미성, 

제품의 질, 경제성, 교육적이고 

환경적인 가치 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데 있다. 디자인 포럼은 정부로부터 

전적으로 예산지원을 받는 비수익 사업 

단체로써 상공부와 교육부 산하의 

기관이다.

디자인 포럼의 활동 중 가장 특이할 

만한 것은 핀란드 상공부와 공동으로 

기업을 위한 디자인 지원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인데 디자인 협조를 요청하는 

기업에 대해 우선 그 기업의 제품 및 

이미지를 분석하여 가장 적절한 디자인 

용역회사를 연결시켜 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 외에 디자인 포럼은 ① 매년 

디자인 세미나 및 강연회를 개최하며 그 

대상 그룹을 각기 세분화해서 그 

전문성을 고취시킨다. ② Pro Finish 
Design Award를 제정하여 제품개발 및 

계획, 마케팅, 디자인 프로세스가 

혁신적이며 성공적인 기업에게 이 상을 

수여한다. ③ Design Management 
Award는 디자인 매니지먼트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에게 

수여한다. ④ 디자인 포럼(Design 
Forum)이라는 디자인 전문잡지를 

자체적으로 발간한다.

핀란드 디자인 진흥의 대표적 특징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발전되어 오면서 

예술, 문화, 산업, 교육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디자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국의 공예적 

전통을 바탕으로 그것의 우수한 특질을 

디자인에 그대로 접목시킴으로써 

제품의 대외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5) 결

디자인 정책의 구성내용들은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걸친 각기의 

특수성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또한 다른 

정책과의 상호연계성이 바탕이 되어야 

하므로 정책연구에 있어서의 깊이와 

범위는 국가적 환경에 맞는 개연성을 

갖는다.

각 나라 디자인 정책에 대한 공통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디자인 정책의 주체는 국가이다.

② 디자인 정책의 수행은 차별적이다.

③ 디자인 정책의 구성은 총체적이다.

④ 디자인 정책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⑤ 기업을 위한 디자인 진흥의 측면에 

있어서, 국가의 디자인 정책을 

주도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디자인 

진흥기관은 비수익성 사업단체로서 

국가가 전적으로 사회에 필요한 

예산을 충당한다. 기업 내에 디자인 

도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개발에 필요한 투자의 위험 

부담을 국가가 대신함으로써 

그 본래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완수한다. 더욱이 디자인 

용역회사의 전문성을 확대시킴과 

아울러 디자인 도입을 원하는 

기업을 위한 창구 역할을 디자인 

진흥기관이 맡는다.

이 외에도 세부전략의 여러 공통점이 

보이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디자인 정책 

및 전략의 형식을 갖추는 일보다는 보다 

궁극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및 전략의 

내용이 절대적으로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에 당연한 귀결이 있어야만 

한다.

21 세기를 대비한 한국 산업디자인 진흥정책의 방향

박 한 유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본부장

정보산업사회에서 분명히 

일어나리라고 예측되는 사항들을 

토대로 기 세기를 대비한 산업디자인 

진흥정책을 이야기해 보겠다.

전반적으로 제일 시급한 것은

• 정부, 진흥기관, 민간교섭단체를 

거점으로 하여 상호보완하고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하여 역할을 

분담하며 민간 주도의 기초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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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해야 한다.

• 산업디자인이나 이와 관련된 

분야와의 관계 등에 관해서 폭 넓고 

신조 있는 조사연구를 행하여 정확한 

실황을 파악하고 기초 자료를 

마련해야 한다.

• 마련된 기초 자료를 통하여 정부는 

장기적 안목의 산업디자인 진흥 중 

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계획은 과거와 같이 단순히 

수출증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제발전은 물론 사회, 문화 

발전이나 국민생활 향상에까지 

중요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것이라야만 한다. 그리고 그 

진흥기관이나 민간단체（교섭단체）의 

역할에 따라 세부 추진계획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 계획은 강력히 

또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그 저변의 확대를 위하여 정부, 

진홍기관은 물론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디자인의 생활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 진흥의 핵심적인 역할을 대행할 

진흥기관은 경직성을 과감히 

청산하고, 서비스 기관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산업디자인과 관련되는 사람, 또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수시로 

출입하며, 항상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 진흥기관의 역할

- 중요한 정책연구와 산업디자인에 

관한 기초연구를 지속적으로 

행하여 정책자료로 제공하거나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용하게 해야 한다.

- 국제간의 또는 단체와 기관, 

개인과 개인 혹은 개인과 기업을 

연결해 주고 조정하는 코디네이션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 각종 정보를수집 •분석가공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고 

산업디자인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 각종 전시나 이벤트를 늘 개최하여 

관심을 집중시켜 구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

一진흥기관이 정부관청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공동의 것으로 

인식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산업디자인 교육은

- 현재와 같이 이론 중심도실기 

중심도 아닌 어중간한 대학교육은 

지양되어야 한다.

- 보다 우리 주위에 산재해 있는 

문제해결에 접근케 하여 구조적인 

해결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산학이 긴밀히 연계되어 현장감 

있는 교육이 행해져야 한다.

- 전문학교 교육을 강화하여 

산업디자인 실무에 필요한 우수 

기능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 기업이 산업디자인 실무교육의 

역할을 대폭적으로 분담해야 한다.

- 기업 실무 디자이너들의 재충전할 

수 있는 교육시설이 필요하다.

- 국민학교 교육부터 중, 고등학교 

교육에 이르기까지 혹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산업디자인의 

일반적인 교육을 행하여 

산업 디자인을 생활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 기업에서는 산업디자인을 단순히 

제품의 외관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기획, 계획, 조형, 

설계, 판매, 전달에 이르기까지 

전부 관여해야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경영자산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를 실현화시키기 위한 많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산업디자인

-새로운 시대상황에 맞게 

산업디자인의 범주나 관념을 

확대해야 한다.

- 단순한 제품개발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도구를 만들고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과 그 환경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가장 

인간적이며 조화로운 인간생활을 

창출할 수 있도록 디자인 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적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우리 상품들 또는 우리 

산업디자인이 충분히 

국제적이면서 우리 고유의 

독자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와 융합 내지 

연결이 필요하다.

- 그리고 앞으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환경과 산업디자인의 

관계를 깊이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상 대략 열거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천가능한 

사항들을 우선 순위를 정하여 

체계적으로 차분히 추진해 나간다면 

우리는 끼 세기의 어떤 상황이든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 산업디자인의 궁극적인 목표는 

경제적, 기술적, 환경의 제요소를 

최적화하여 이를 인간조건과 융합시켜 

가장 질높은 인간생활을 창출하는 것에 

있는 것 같다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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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ID의 장래를 전망하는

「월드 디자인 회의 '92」

아끼코 샤프

월드 디자인 회의 '92」회장 입구
IDEA 전시 풍경

4년에 한 번 개최되는 미국의 

ID 이벤트인「월드 디자인 

회의」에서는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우수상 (Industrial Design Excellence 
Awards ： IDEA)의 발표를 비롯하여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되었다. 세계적인 

불황과 환경문제 등 디자인을 둘러싼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작품이나 강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안이 제시되었다.

지난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미국 

인더스트리얼 디자이너 협회(Industrial 
Designers Society of America : 
IDSA)가 주최하는「월드 디자인 회의 

'92」가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었다. 

여기서는 미국 내외의 인더스트리얼 

디자이너. 건축가, 저널리스트, 

업체들이 한 곳에 모여 현재의 디자인 

산업의 정세나 장래의 자세를 협의했다. 

4년마다 개최되는 이 기간중에는 

다수의 강연회나 패널 토의, 전시회 

등이 개최되었다.

갖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디자인

「월드 디자인 회의」의 메인 이벤트인 

회의에는 갖가지 문제에 대해 의식이 

있고 그것들에 대하여 중요한 제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각국에서 초대되어 

진행되었다.

회의는 디자인계에 있어서의 

다양성이나 직면하고 있는 문제, 장래의 

방향성을 인식하여 디자인이 가치관 

있는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가? 디자인은 새로운 시대를 

창조해 낼 수 있을 것인가? 등등의 

여러 가지의 문제 제기로부터 

시작되었다. 회의는 미국의 디자인 

단체인 IDEO의 대표인 빌 모글리지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미국의 건축가인 

프랭크 0• 게리, 독일의 인더스트리얼 

디자이너인 하트무트 에스링거(Frog 
Design), 일본의 사까이 나오끼 등이 

연사로 등장해 갖가지 최근의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그후의 토론회에서는 지구 규모적인 

디자인의 역할이나 현재의 습관 그리고 

생활환경의 차이로부터 나타나는 

이해의 상위(相違) 등을 어떻게 “글로벌 

디자인”의 개념에서 인식할 것인가에 

초점이 모아졌다. 게리는 건축가로서의 

관점에서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시간을 들여 느긋하게 일을 

하고 싶다고 발언한 데 대하여, 

에슬 링거는 자연환경이나 인간생활이 

필요로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창작하고 

있는 디자이너로서 시대의 흐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원점으로 되돌아 간 IDEA

IDEA는 매년 IDSA가 우수한 

디자인의 제품을 선정해서 표창하는 

것으로, 미국판 G마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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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A

설비 부문 금상/

신체장애자용 욕실

디자인 : Kohler사
신체장애자에게 편리한 

문과 의자 설치

은상/점자판

디자인 : Martin Marietta Energy 
Systems

제 조 : Matrix Tool & Mold
이 수공 점자판은 

움푹한 첨필과 비즈로 

그들이 읽는 것과 같은 . 

방향으로 점자를 만들어 

낸다. 시각장애자가 1분당 

75〜100자 정도를 읽을 수 

있다.

금년에는 753점의 작품이 응모하여 

금상 24점, 은상 44점, 동상 42점이 

발표되었고,「월드 디자인 회의」의 

하이라이트 이벤트로서 회의 첫날 

수상식과 수상작품의 전시회가 

개최되었다.

올해로 두번째 후원을 한 비즈니스 

경제지인「Business Week」지의 

쉐퍼드는 “미국의 비즈니스에서는 제일 

좋은 디자인이 경쟁세계 속에서 

살아남는 중요한 열쇠가 되었다”고 

말했으며, 불황 속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디자인의 역할에 대하여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올해는 디자인과 사회와의 상호 

영향을 고려한 의료용 침대 등의 

의료기구와 환경문제를 고려한 

제품 • 시설 등이 많이 출품되었다. 또 

금년의 IDEA 수상자의 대부분은 

「Product Mapping」이라는 경영방침을 

도입하고 있다. 미국의 산업계는 

80년대에 일본이나 유럽에 대항하기 

위해 제품의 단기시장화를 목표로 

생산량의 증가, 매상의 향상을 꾀했다. 

그러나 그 결과 소비자의 니즈로부터 

벗어난 제품이나 사용법을 알 수 없는 

디자인이 시장에 나돌게 되었다.

「Product Mapping」이란 소비자의 
요구를 고려하。『소비자의 입장에 선 

제품개발을 목표로 하는 디자인 

방향성에서의 궤도 조정이다. 이번에 

금상을 수상한「파워 북」등도 

매킨토시 포터블의 개발이래 축적된 

것이다. 장시간의 면밀한 시장조사나 

디자인 연구의 성과가 인정된 것이다

에콜러지 디자인 지원

월드 디자인 회의의 둘쨋날에는 

「GE 플라스틱스 상」의 수상식이 

거행되었다. 이것은 GE
플라스틱스사가 주최하는 것으로 심사 

기준은 제품 디자인의 창작성, 독창성, 

리사이클의 용이성 등으로 이번 

회의에는 컨셉트 작품을 포함하여 여섯 

작품이 수상했다. GE 플라스틱스사는 

제품의 내구성이나 다양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사용 후 재활용을 

고려한 디자인 개발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토템으로 사상을 표현

지금 디자이너는 무엇을 느끼고 

창작이라 하는 것을 어떻게 포착하고 

있는가? 또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나 

인간생활, 지구환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높이 68 인礼 가로 30인치, 

세로 30인치의 공간에 표현한 

오브제（본래 예술과는 무관한 물체 

등으로 구성된 예술작품）가「월드 

토템전」으로서 월드 디자인 회의장에서 

일반에게 공개되었다. 작품은 전문 

디자이너나 학생 등으로부터 널리 

모집되어 도너츠로 받쳐진 돌의 

토템이나 메커니컬한 자켓 등이 

전시되었다. 각 디자이너들의 발상의 

흥미로움과 창작의 교묘함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모았다• 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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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구 부문 금상/

외과수술 환자용 침대

*Qinitron Elexis*
디자인 : Huck & Studer Design

비주얼 인터페이스 부문 

금상/Fit Visual Interface 

디자인 : Spectra logic 
제 조 ： Medtronic

심장수술시 어느

페 이 스메 이커 (Pacemaker) 

가 최적인가를 알려주는 

소프트 웨어로 정확하고 

빠르고 신뢰도가 높다.

은상/Clean works Janitors

Workstation

디자인 ： Bally Design
제 조 : Scott/Sani-Fresh

International
이것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55갤런드럼을 위한 

것으로 압축된 6개의 병을 

끼워 넣고 자동적으로 

정확한 물의 양을 넣어 

전달한다. 조작에 전문 

훈련이나 언어는 필요없다. 

컴퓨터 부문 금상 / 

애플 파워북

디자인 : Apple In-House 
Team/ Lunar Design/ 
In Design

제 조 : Apple Computer
휴대할 수 있는 다른 

소형 컴퓨터에 비해 우위를 

가지는 특징은 

오른손잡이나 왼손잡이

사용자 모두에 게 편리한 

중심부의 트랙볼

(Track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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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용품 부문 금상/

Airflex 야구공

디자인 : Design Continuum 
제 조 : Spalding Sports

Worldwide

가정용품 부문 금상/ 

부엌용품용 그립 

디자인 : Smart Design 
제 조 : Oxo International 완구 • 어린이용품 부문 금상/

*Beeperkid'

디자인 : Kennedy Design

학생 부문 금상/Airbass

기타

디자인 : Paolo Lan na（아트센터 

컬리지 오브 아트）

학생부문금상/휠체어

디자인 : Douglas Clarkson
（아트센터 컬리지 오브 

匚I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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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부문 금상/“Frcxn

White to Oeen"

디자인 : Apple Computer 
재생지의 촉감을 살린 패키지

소비재 부문 금상/

uHaidkerchief TV"

디자인 : Emilio Ambasz Design 
Group

제 조 : Brion Vega

은상/메트로폴리탄 토스터

디자인 : Smart Design/ Black
& Decker in-House 
Team

제 조 : Black & Decker
이 토스터는 지난 해의 

미국 부엌의 화려한 형태로 

회귀한 것으로, 

폴리프로필렌으로 된 

몸체가 경쟁 제품보다 훨씬 

더 간단한 조립으로 되어 

있다.

인더스트리얼 컨셉트 부문 

금상/전기자동차 충전 

시스템 

디자인 : Ideo

컨셉트차 부문 금상/

Ultralite Car
디자인 : General Motors Design 
공기 저항 등의 밸런스를 

연구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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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 Plastics
워터 메이트(Water Mate) 

디자인 : 워터 메이트 테크놀로지 

물의 양을 조절하는 장치

컴팩트한 접는 바퀴 의자

디자인 : 잭 토센 프로덕트

모유 짜는 기구

디자인 : 팔로 알토 디자인 그룹

World Totem

「월드 토템전」의 전시회장 풍경

테마와 소재는 자유. 디자이너들은 환경이나 미디어 문제 등에 대하여 디자인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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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

하노버 국제 디자인 프로젝트전，92
- 버스 정류장一

，■기다림'을 어떻게 형상화할 수 

/1 있을까? 여기서 기다림이란 

베케트의，고도를 기다리며，에서의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로겐의 방문에 대한 

기다림, 혹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기다림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지극히 일상적인 것으로 버스나 기차를 

기다리는 것이다. 뭐니뭐니 해도 두 

사람은 때때로 늦기는 했어도 고도와는 

반대로 적어도 도착은 했으니……•

차가 도착하고 출발하는 시간 사이에 

또는 승하차나 차를 갈아 탈 때에 

승객들에게 보호나 자리, 길에 대한 

정보 이상의 것을 정류장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노버에서는 

5개국에서 모인 9명의 디자이너들이 

「버스 정류장」을 주제로 근거리 

대중교통에 대한 지표를 설정하였다. 

이들의 설험적이 정류장 설계안은 

-마침 Ustra(t)berlandwerke und 

Stra/9enbahn AT Hannover；하노버 

원거리 발전소 및 전차 주식회사) 탄생 

100주년에 맞추어 -1992년도 국제 

디자이전 출품작으로서 또한, 니더작센 

재단《개년 기획안인 

「공공 장소에서의 예술」의 

제 3부로서는 아주 적합한 것이었다.

버스 정류장에 앞서 이루어진 

주제로는 1990년도에는 

「이제까지」/'독일•외장용 플라스틱을 

돌이켜 봄，과 1991년에는「도시의 

소음」/'젊은 예술가들의 설치물'이었다.

근거리 대중 교통이 도심 교통난을 

완화하려면 소문이 날만큼 매력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에서 

철도로 갈아타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확실히 버스와 철도의 환승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 외에도 할 일이 

많다. 무엇 때문에 버스나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자가용 

운전자들에게는 가능한 자신의 개성을 

포기해야만 하는가?

「버스 정류장」-니더작센 후원하에 

하노버 스프렝겔(Sprengel) 미술관과 

케스트너 (Keslner) 미술관 및 Ustra 
협찬으로 열린 이 전시회는 정류장을 더 

이상 그냥 표시된 지성으로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감성적인 특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스케치와프로젝트에 참여한 

디자이너들은 안드리아스 브란 돌리니 

(Andreas Brandolini), 프랭크 0. 게리 

(Frank 0. Gehry), 마시모 로사 기니 

(Massimo Losa Ghini), 볼프강 

로베르시머 (Wolfgang Laubersheimer), 
알렉산드로 멘디니 (Alessandoro 
Mendini), 하이케 뮬하우스(Heike 
Miihlhaus), 제스퍼 모리슨(Jasper 
Morrison), 에또르 소트사스(EHore 
Sottsass), 오스카 투스켓스(Oscar 
Tusquets) 등이 있다.

하노버의 케스트너 미술관에서는 

1992년 9월 20일까지, 성공한 9명 

디자이너들의 여러 가지 다른 형상을 

표현한 작품들을 스케치에서 정밀한 

모형에 이르기까지 모두 전시했다. 작품 

원본들은 내년 봄부터 하노버의 도심에 

활기를 주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현재 

캐스트너 미술관에 전시된 정류장의 

설계안이 대학에서부터 케스트너 

미술관 자리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니더작센 메트로폴의 도시 개성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1976년 베네치아에서 열린 37회 

비엔날레에 출품한 요세프 베이어(Josef 
Beuys) 작품「전차 정류장」은 '괴로운 

여행'을 예술적으로 변환시킨 것으로 

「버스 정류장」에 동인(動因)이 되었다. 

오늘날 디자이너들에 있어서의 과제 

설정은 예술의 이러한 측면이었다. 

정류장 계획을 과제로 설정하자 곧 다른 

문제가 제기되었다. 즉, 버스 정류장을 

설계하느니 비행장을 짓는 게 낫겠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건축가 및 설치와 

정보 디자이너를 동원한 복잡한 비행장 

건물의 총설계에는 '평범한' 버스나 

전차 정류장 설계와는 다른 의미영역이 

있었다. 임무를 부여받은 9명의 

디자이너들은 가급적이면 최대한으로 

도시환경과 인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자기의' 미래의 정류장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졌다. 그 결과 

「버스 정류장」구상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주위 환경에 적합한 

정류장을 설계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출발시점과 실행과정에서의 차이점, 

건축상의 필요에 의한 원래 설계안의 

변경 따위는 주최측에 의해 

조정되었다.

하노버시 지역 내에 이미 존재하는 

버스나 전차 정류장이 이 도시 

시스템의 코포레이트 아이덴티티로 

인식된다면 이는 디자이너 허버트 

린딩거(Herbert Lindinger)에게 감사할 

일이다. 또한「버스 정류장」은 더

68 N입CJN인 1 25 1992. VOL. 23



나아가 단순히 차가 멈추고 비를 

피하는 장七｝ 아닌 그 이상의 곳, 

교통흥수로 대화가 배제되어 텅 빈 

공간이 아닌 그 이상의 곳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인간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무엇이 총체적인가만을 

논할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것에 

파격을 가해 최소한 일상적인 것을 

사람들이 다시금 찾고 싶어하는 결과가 

되게끔 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로사 

로메인은 말한다.

오고 가는 것, 일상적인 것에 파격을 

가해 풍부한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류장이 아침이고 저녁이고 

더 이상 도피처만이 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권태 대신 장난을 주는 

곳, 지나가는 대화일지라도 이야기가 

있는 곳, 단조로운 일상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거리 

모퉁이의 장소라면 어떨까?

[md. 92. 10에서 발췌〕

케스트너 미술관/시철 ； 쾨니히스보르터 광장

에또르 소트사스(Ettore Sottsass)작/ 밀라노

고대 로마의 주실(主室)과 같이, 고전적 부문을 

채택하여 정류장 앙상블을 만들었다. 이 정류장은 

이용자들에게 압박감을 주지 않으면서 보호의 장이 

되고, 더 나아가 결코 강제적이지 않은 장소로서 

가치를 지닌다.

오페라 극장/게오르그가

마시모 로사 기니(Massimo Losa Ghini) 작/ 

밀라노
Aegl/프린첸가

제스퍼 모리슨(Jasper Morrison)작/ 런던

비대칭형의 배모양 정류장에서 로사 기니는 

동적인 모습을 추구하였다. 상상의 '배'는 비를 

피하게 해주는 한편, 측면의 벽이 투명하여 

승객들이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에 참여할 수

사물의 재발견一제스퍼 모리슨에 의해 형상화된 

요소들은 자동적으로 초점이 맞춰질 것 같다. 

납득할 만한 버스 정류장 설계안에서와 

마찬가지로 주로 강철이 소재로 쓰였으며 

요란하지 않은 형태가 그 기능성을 보여준다.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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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흘

오스카 투스케(Oscar Tusquets) 작/ 바르셀로나

미적인 관점을 추구한 작품이다. 고전적인 

간결함을 위하여 모든 현대적 태도를 단념하였다. 

Tusquets의 부드럽고 매력적인 정류장이 

지중해의 정취를 띠고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일부는 탑이요, 일부는 정자이기도 한 금은선 

세공을 한 구조물은 가로수 길에 배치되어 

건축물과 자연의 합동극을 보여주는 듯하다.

대학교

안드레스 브란돌리니(Andres Brandolini)작/ 베를린

브란돌리니의 작품은 하노버에 있는 버스 • 전차 

정류장을 보고서 허버트 린딩거의「기본미학」을 

더 발전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시멘트로 된 

천장에 꽃과 관목을 심었다. 시각적인 전환으로 

경쾌함과 중후함을 동시에 보여준 점을 높이 살 

만하다.

브라운슈바이크의 자리

프랭크 0. 게리(Frank 0. Gehry) 작/ 산타모니카

순간을 포착하기 위하여 게리는 환상의 환영이 

생기게 하였다.「친근한 요새」로 표기되기도 하는 

이 작품의 하부는 자연에서 채택한 것으로 

열대우림의 대나무 지대를 생각나게 한다.

그렇지만 게리는 단편적인 설계안으로써 

환상적인 이국풍을 쫓기보다는 도시적 분위기 

안에서 일상과는 다른 점을 추구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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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教區)박물관

하이케 뮬하우스(Heike Miihlhaus) 작/ 베를린

착륙하였나 아니면 좌초하였나? 자연스런 

상태에서 벗어난 비행기 날개를 지붕으로 한 이 

작품을 보면 이러한 질문이 제기된다. 유리로 된 

이 건축물에 승객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성문

알렉산드로 멘디니(Alessandro Mendini)작/ 

밀라노

귀족 저택의 정원

볼프강 로버치머(Wolfgang La나)ersheimer)작/ 쾰른

도시의 정류장을 특히 대화의 측면에서 보는 

사람이야말로 로버치머의「강화물一전위물」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칸막이를 많이 

이용함으로써 입체형 구조물들은 의성적으로

하노버의 가장 흉한 모퉁이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멘디니는 아무 것도 교란시키지 않았다. 

4개의 탑이 모퉁이 기둥으로서 2개의 마주 서 

있는 정류소에 문의 특징을 부여한다. 노랑과 

검정색 바둑판 무늬 벽 사이에 있는 상자 모양의 

앉는 자리 뒤는 유리로 되어 있는데 이는 안과 

밖을 하나로 하는 빛나는 보호벽 역할을 한다.도시의 음향을 뚜렷하게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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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yal College of Art 졸업전 '92

운송기관 디자인 능력을 배양하는 최고의 유럽 

교육기관인 영국 RCA 자동차 디자인 코스 Vehicle Design 
Course의 졸업전이 7월 2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되었다. 

개회식에는 세계 각국의 자동차업체 수뇌진들과 많은 

디자이너들이 참석했으며, 7월 8일에는 필립황태자와 

에딘버그공도 참석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미래지향적이면서 현실 가능한 뛰어난 

디자인이 선보였다. 한국의 이근씨가 디자인한 변신 

전기자동차는 픽업트럭에서 세단으로 변용이 가능해 눈길을 

끌었고, 기이한 형태와 허브 모터를 가진 영국의 길레스 

테일러가 디자인한 초경량 텐실 패브릭 자동차도 선보였다•舟

변신 전기자동차(티ectric 
Transformable Vehicle) 
이근(Lee Keun)/ 대한민국, 

후원 : 대우자동차

2 +2인승의 다목적 자동차로 

픽업에서 세단까지 변용이 

가능하다. 평일의 통근차로서의 

기능적 요구를 만족시킬 뿐 

아니라 휴일의 레저용 차가 

되기도 한다. 시트는 치과용 

의자와 비슷하고, 차체 각부를 

모듈화하고 경량화한 디자인이 

그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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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퍼스널 타운카(Personal 
디ectrlc Town Car) 
제레미 랭(Jeremy Leng)/ 영국, 

후원 : Styling International

이 자동차의 미학은 그것의 

전기구동을 반영하고 제시한다. 

운전자 좌석의 높이의 차가 크기 

때문에 운전자의 신장과 

관계없이 일정한 Eye Point를 

갖도록 페달은 없다. 반원형 

핸들이 액셀러레이터, 브레이크 

둥을 포함한 모든 기능을 

구현하며, 항상 손으로 모든 

조작이 가능하다.

극지(極地) 주행용 터보팬

설매 (Turbo Fan Sledge for
Arctic Environment)
신용욱/한국

시베리아, 캐나다 북부, 남극 

등과 같이 장래의 발전을 

예견할 수 있는 설빙원에서 

사용되는 이 운송기구는 

By-Flow Turbo Fan 
엔진으로 구동한다. 이것은 

극한지에서 사용하기에 

이상적인 동력원이다.

이 썰매는 최대 4인승으로, 

패키지는 다목적으로 사용한다. 

이는 수륙양용으로 스타일링의 

출발점은 스키를 타는 사람과 

고래이다.

초경량 장력 패브릭 자동차 

(Ultra-Lightweight Tensile 
Fablic Vehicle)
길레스 테일러(Giles Taylor)/ 영국, 

후원 : Ford UK

레저와 일상용 초경량

2( + 2)인승 자동차로 배터리를 

탑재했으며, 트윈 후륜

허브모터 (Twin Rear Hub 

Motors)로 구동한다.

복합소재섬 유막을 탄소섬유제 

골격에 붙여서 에너지 효율을 

상승시킨 초경량 몸체를 

실현했다.

외피를 쉽게 뗄 수 있고, 

계절따라 변용이 가능하다. 또한 

이는 실용성을 가지면서 

유행성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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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구동차(Human-Powered
Vehicle)
그렌 톰프슨(이en Thompson)/ 
영국

가로 눕는 자세로 패달을 

밟는 자전거로 디자인의 초점을 

타는 위치에 맞추었고, 파워의 

효율적인 전도를 위한 자세와 

중량 배분에 주의를 기울였다.

다음 개발단계의 목적은 

에어로다이나믹 몸체 외관에 

있다: 다이나믹한 움직이는 

스킨(Skin)을 스포일러와 꼬리 

방향타에 사용해 효율적인 

에어로다이나믹한 제어를 

가능케 했으며, 이는 

110km/h 이상 가능하고, 

속도기록 도전에도 적합하다.

전동 오토바이(티ectrlc 
Adaptable Motorbike)
조단 베네트(Jordan Bennett)/ 
영국

후원 : Ford UK

공간과 에너지의 효율성을 

위한 개인 운송기관으로 

1인승에 적합하나 그외의 임시 

승객 수용도 가능하다. 현행의 

모터사이클에서는 통상 보이지 

않는 기술을 결합했으며, 소구력 

있는 외관 디자인을 갖고 있다. 

주행 목적, 타는 이의 체격, 

타는 스타일에 따라 샤시를 

전자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근미래 그랑프리 포믈러 스터디 

(Near-Future Grand Prix 
Formula Study) 
데이비드 우드하우스 

(David Woodhouse)/ 영국 

후원 : Rover Group

Road Car 로의 기술적인 

응용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디자인의 중점은 모터 

스포츠의 보다 시각적으로 

강하게 소구하는 오락성과 속도 

제한에 대한 스펙터클과 관심을 

증가시키는 데 두었다.

이 자동차는 工弥丿 미학을 

표현하며, 경량 소재와 응축된 

패키지가 특색으로 현행 

스포츠카보다 미래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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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영국디자인상

匸］ 자인 카운슬(Design Council)이 
니 수여하는 영국 디자인상의 새로운 

진행 프로그램은 4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된다 ； ①소비재 부문, 

②수송산업제품 부문, ③산업제품 

부문, ④컴퓨터 부문 등.

디자인 카운슬에서 산업 전시 및 

시상 담당 매니저를 하고 있는 Regino 
Ko에 의하면, 이러한 아이디어는 

“경쟁력 확보를 위한 디寿인의 가치는 

물론,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품의 사용 

용이성 및 효용성에 있어서의 디자인의 

중요성을 제조업자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케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한다.

지난 8월 6일, 이 프로그램은 소비재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음으로써 

시작되었는데 이 부문의 모든 

수상작들은 영국디자인상 

갤러리 (British Design Awards 
Gallery)에 전시됐다. 갤러리는 

헤이마켓(Haymarket) 지역에 소재한 

디자인 카운슬 전시장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난 8월 7일부터 전시되어 

오는 93년 1 월에 다음 카테고리에 

속하는 수송산업제품 분야의 수상작이 

발표될 때까지 전시는 계속된다. 이번 

전시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Psion 'Series' 퍼스널 포켓 
컴퓨터

디자인 : Martin Riddiford 
Frazer Designers 
제 조 : Psion

Psion 의 * Series 3'는 

개인 사무를 위한 퍼스널 

포켓 컴퓨터로, 이 

회사는 포켓 크기 기계의 

화면에서 그래픽 처리를 

보여줄 수 있는 하드 

웨어 및 소프트 웨어를 

자체적으로 개발했다. 

Frazer Designers 의 

디자인 디렉터 Martin 

Riddiford씨가 이것을 

'Clam 아구조로 

발전시켰다.

'Infinite' 조명 시스템

디자인 : Terence Woodgate 
제 조 : Concord Lighting

'Infinite'는 양면으로 

되어 있고, 파워 로드 

(Power Rods)와 스폿 

라이트 등을 갖춘 모듈러 

트랙으로 이루어져 있다. 

스폿 라이트는 나사로만 

조여져 있고 기타 다른 

전열 연결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조명 

시스템은 배선공사시 

설치가 간단하고, 교체도 

용이하다.

용도의 다양성을 위해, 

두 면중 한 면이 트랙의 

3개 수평면에 걸릴 수 

있도록 설계했다.

Q0O0O SERIES 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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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운드 스테이션

디자인 : Nick Oakley, Seymour 
Powell/ Conran Oakley 
제 조 : Digital Audio Research

디지털 오디오

리서치(DAR)는 예전에는 자체 

사운드 스테이션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사운드 

스테이션 시스템은 오디오의 

전문성을 위해 디지털 오디오 

제작 시스템에 기초를 둔 멀티 

채널 디스크이다. DAR은 첨단의 

자동 편집 시스템을 오디오에 

첨가하기 위해 Nick Oakley of 

Seymour Powell에 £ 70,000 를 

지불했다.

ST 2000 Tiller Aut이)ilot
디자인 : John Wickham, Bell Wickham 
Associates
제 조 : Nautech
모듈러 자동 조종기기로서 

가족용 항해 요트의 키 손잡이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또한 

Nautech는 SeaTalk기欝* 

결합하여 자동 조종기기와 다른 

전자기구에 데이터가 전달되도록 

하고 있어 기존에 사용자가 

그때의 상황에 따라 일일이 키를 

조절해야 했던 문제점을 해결했다.

Busy 버스 베이비 유모차

디자인 : David Crisp, Crisp and 
Wilson

David Crisp는 유모차의 

안전도 및 편이성 향상을 특히 

고려하여 이 제품을 디자인했다.

그가 고안한 부시 버스 베이비 

유모차는 아이를 안고 유모차를 

쉽게 접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한 아이가 유모차에 앉아 있을 

때 접혀지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는 플라스틱 클립을 

장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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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뉴스

국내소식

컴퓨터옹용디자인 동계 교육

디 자인 

동서남북

산업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산업 

디자인 분야에 컴퓨터 그래픽스를 이용한 

디자인 프로세스 제작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부응하여 본 개발원에서는 

산업디자인 전공학생을 위한 컴퓨터응용 

디자인 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

1. 교육 기관

가. 1차: 1월 n 일强）〜

1월 29일（금）, 14：00〜17：00
나. 2차 : 2월 8일（월）〜

2월 26일（금）, 14：00〜17：00

2. 교육 장소

산업디자인포장개 발원 본관

저】3강의실（컴퓨터 교육장）

3. 교육 인원

접수순 10명（1인 1대 시스템 사용）

4. 수료증 수여

교육시간의 90% 이상 수강 및 작품

제출자에게 수여

5. 수강신청방법

가. 참가신청서와 참가료 동시 접수 

（개발원 내방）

나. 은행계좌에 온라인 입금 및 

신청서와 입금증 사본 개발원 우송 

또는 팩스 신청

•국민은행 : 031-25 - 0000 - 533
•상업은행 : 112-01-212081
• 수강료 : 200,000원

6. 문의처

서울 종로구 연건동 128-8
（100 - 460）
산업 디자인포장개 발원 교육연수부

포장교육과

Tel: 742-2562/3
Fax : 745-5519

7. 교육일정

편집실

1 차 2 차
부 제 목 내 용

1/11 2/ 8 20 컴퓨터 개론 컴퓨터 그래픽의 개요, 컴퓨터 그래픽의

1/12 2/ 9 180 필요성 및 향후 동향 매킨토시 시스템 개요, 

시스템 인스톨, 오퍼레이팅

데스크 탑 인테페이스, 입력 및 수정

1/13 2/10 180 면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 특징 및 요구사항, 도구 설명 및 실습

1/14 2/11 180
컴퓨터 그래픽

(Pixel Paint Pro)
패턴의 제작, 형태 변경 둥 제반 메뉴의 활용법

1/15 2/12 180 특수효과 및 이미지 합성

1/18 2/15 180 응용기법 및 작품 해설

1/19 2/16 180 작품제작 응용 해설, 실습

1/20 2/17 180 선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 특징 및 해설, 도구 설명 및 실습

1/21 2/18 180 컴퓨터 그래픽 도구 사용, 패턴디자인, 로고디자인 둥 제반

1/25 2/19 180 (Illustrator 3.0) 이미지 및 화일 합성, 로고디자인 응용,

1/26 2/22 180 응용기법 및 작품 해설, 컬러 합성,

1 1 180 작품 제작, 응용 해설, 실습,

1/29 2/26 180 수료식

조세감면 규제법 제 17조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해 "산업디자인 • 포장진홍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디자인개발원에 위탁한 교육훈련비 切 대해서는 세액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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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 • 포장전문회사 신청 안내

산업디자인• 포장진흥법 제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하여 산업디자인• 포장전 

문회사의 신고 요령이 '92. 11. 11자로 

고시(상공부 고시 92 - 42호)되었다. 이 

에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에서 지원을 받 

고자 하는 전문회사의 신청을 받고 있다. 

1. 전문회사의 요건

산업디자인 및 포장에 관한 연구개발

• 조사 • 분석 • 자문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

1) 상법상 법인으로서 다음에 해당하 

는 전문인력 3인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국가기술격법에 의한 제품디자인 

기술사 또는 포장기술가 자격 소 

지자

。법에 의한 제품디자인 기사1급 

또는 포장기사 1급 자격 소지자 

및 산업디자인 또는 포장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서 해당 분야 3년 이상 근무 경 

력자

。법에 의한 제품디자인 기사 2급 

또는 포장기사 2급 자격 소지자 

및 산업디자인 또는 포장 관련 

분야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로 

서 해당 분야 5년 이상 근무 경 

력자

2) 연간 매출액 1억원 이상

2. 신고 절차

•신고기간 : 연중 수시

• 구비서류 : 전문회사 신고서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에서 교부),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 등본, 대표자 

이력서 및 주민등록 초본, 보유 전문 

인력의 명단 및 인적 사항과 관련 자 

격 • 경력증명서, 회사재산 목록, 사 

업실적에 관한 서류

3. 신고접수 및 문의처

산업디자인포장개 발원 진흥과

Tel: 745-7249
Fax : 745-5519

「한국표준잉쾌憎색표집」

국내 인쇄기술을 통해서 국산 잉크로 

정확한 색의 재현이 가능한「한국표준잉 

크배합색표집」이 KBS 한국색채연구소에 

서 나왔다.

그간 수입에 의존해 왔던 인쇄잉크 컬 

러 차트가 국내에서는 색 재현이 어려울 

뿐 아니라 디자이너와 인쇄업자간의 커뮤 

니케이션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에서, 

KBS 한국색채연구소가 제작한「한국표 

준잉크배합집」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엄격한 공정으로 제작되어 인쇄색 

표준의 국산화 정착이 가능하게 되었다.

4도 인쇄컬러의 경우, 색상별 4원색 배 

합처방이 매 색깔마다 표기되어 재현할 

수 있는 1,350색과 각 원색별로 스케일 

컬러 40색 그리고 국내에서 많이 유통되 

고 있는 46색의 별색과 Process Color 
로 표현하기 어려운 담색 계열의 파스텔 

컬러 66색을 합해 1,502색에 일정한 번 

호를 부여하여 번호만으로도 의사전달이 

가능하도록 했다.

KSI (Korean Standard Printing Ink 
Color Process Chart) 에 수록된 1,502 
색은 디자이너, 색채 관련업계, 인쇄관련 

업체 실무자 선정에 따른 것으로 Musell 
Color, Ostwood Color, Pantons Color, 
DIC Color, VICS Color, NCS 색채계 

를 참고로 하여 계통적으로 1권에서 6권

지능 개발용 교육완구 호황

학부모들의 교육열로 교육용 완구 수요 

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블 

록이나 퍼즐 같은 지능 개발 완구제조업 

에 대한 신규 진출이 잇따르고 있다. 블록 

완구시장의 경우 지난 해 말과 올해 초 

승용완구 업체인 아가피아와 유모차 업체인 

한국아프리카, 한립토이즈 등이 잇따라 

참여하고 있다.

지난 84년 세계적인 블록완구 제조업체 

인 덴마크 레고그룹과 합작 • 설립된 레고 

코리아는 덴마크 본사의 금형을 그대로 

도입해 150여 가지 상품을 만들어 최근 

까지 분류한 것이다.

6권의 별색은 Special Color, Pastel 
Tone Color 와 4 색 배합으로 재현할 수 

없는 색만을 수록하여, 혼색한 잉크로 인 

쇄색을 나타내어 제작하였고, 매 색깔마 

다 12개로 잘라 쓸 수 있도록 재봉선을 

넣어 견본으로 붙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 

다. 또한 컴퓨터를 사용하는 디자이너를 

위해 잉크배합집 데이터를 입력, 디스켓 

으로 만들어 보급함으로써 번호만으로도 

컴퓨터에서 잉크배합집의 색재현을 가능 

하게 했다.

추후 2판에서는 현장에서 요구되는 별 

색 1,000여 색의 색편 등으로 더욱 확대 

발간, 초판의 Process Color 1,350색은 

앞으로도 계속 고유번호만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2,350여색의 인쇄잉 

크표준으로 고품질의 인쇄잉크 가이드가 

선보이게 될 것이다.

한국표준잉크배합색표집

70%로 시장점유율이 높아졌다. 렉고 코 

리아는 이 시장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애 

프터 서비스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이밖에 어린이 교육출판사업에 주력하 

고 있는 대교사가 '89년에 플라토 브랜드 

로 블록완구시장에 뛰어든 데 이어 퍼즐 

완구 시장에도 참여하기 위해 시장조사를 

비롯한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 30억원으로 추산되는 조립용 퍼즐 

완구시장에 동애실업, 영두산업, 동광무 

역, 한서통상 등 6〜7개의 업체가 참여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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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X-마스 실 국제대회서 1위

우리나라의 크리사마스 실이 국제콘테 

스트에서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지난달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결핵 

및 폐질환연맹 연차 총회와 함께 실시된 

크리스마스 실 콘테스트에서 이명헌씨（영 

레이디 미술기자）가 디자인한 작품이 118 
개 회원국의 출품작 중 1위를 차지했다. 

이는 89년 김현씨, 90년 곽계정씨, 91년 

장완두씨에 이어 4년째로 다시 한번 우리 

나라 크리스마스 실의 우수성을 세계에 

확인시켰다.

대상을 받은 이명헌씨의 작품은 '남방 

노랑나비' '산호랑나비' '작은 주홍 부전 

나비' '왕오색나비' 등 한국의 자생 나비 

20종을 소재로 한 것으로 크리스마스 실 

을 통한 모금운동이 평화의 전령인 나비 

처럼 우리나라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으 

리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실이 호평받는 이 

유를 전문가들은 결핵협회가 운영위원회 

를 열어 소재를 결정하고 미술전문가에게 

디자인을 맡기고 조폐공사에서 인쇄를 해 

다른나라 실에 비해 색상과 도안이 뛰어 

나기 때문이라고 풀이한다.

우리나라 실이 국제적으로 미적 우수성 

을 인정받음에 따라 실 수집가도 2만〜3 
만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제29회 조선일보광고대상

제29회 조선일보광고대상에서는 신인 

부 대상에 공공광고 '쓰레기를 줄입시다' 

의 경원대 시각대자인과 이준승（아이디어 

• 카피 • 디자인 • 사진）이 선정되었다. 또 

한 기성인부 대상은 쌍용그룹 기업 PR을 

제작한 일동제약의 조영대（아트디렉터） - 

윤성호（디자인） • 박후배（카피） • 임윤태

신인부 대상/ 

'쓰레기를 줄입시다'

（I • C • D • P 이준승） 

（I-C-D-P 이준승）

（사진）가 차지했다.

응모 현황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 

나 작년에 비해서 공공광고 부문에의 치 

중 현상이 감소되고 부문별로 고루 증가 

된 바람직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기성 

인부 321점, 신인부 545점 둥 총 866점 

의 창작광고가 출품되었다.

기성인부 대상/4쌍용그룹'

（AD 조영대, D 윤성호,

C 박후배, P 임윤재）

（AD 조영대, D 윤성호, 

C 박후배, P 임윤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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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회 한국방송광고 대상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방송광고의 질적 

향상과 광고문화 창달을 위해 시행하는 

제12회 한국방송공사대상의 수상작이 발 

표되 었다.

영예의 대상에는 경동보일러의「효심 2 
편」이, TV 부문 최우수작품상에는 대우 

전자의「대우 공기방울 세탁기」가, 라디 

오 부문 최우수작품상에는 롯데칠성의 

「칠성사이다,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선정되었다.

경동보일러의 「효심 2편」은 대방기획 

에서 제작된 것으로 한국적 정서를 나타 

내면서 순박한 우리 시골 어른들을 등장 

시켜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드리게 

하고 싶은 자식의 효성을 나타내 제품에 

대한 어필 없이도 따뜻한 겨울을 경동보 

일러와 함께 한다는 강한 임펙트를 준 광 

고이다.

대우전자의 「대우 공기방울세탁기」는 

코래드에서 대행한 것으로 드라마 형식의 

광고에서 실제 공기방울 세탁기를 개발한 

과정을 표현한 것이다.

'92 한국광고대상

국내 광고산업의 발전을 위해 한국일보 

사가 제정 ・ 시행하고 있는 '92한국광고대 

상에서 삼성전자의 '함께 사랑을 지어요' 

가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한국일보사 발행 8개 전 매체와 특별광 

고부문으로 나누어, 응모된 총 1,287점을 

대상으로 심사가 이루어졌고 시상식은 10 
월 30일 거행되었다.

심사위원은 황창규（동국대 교수）, 윤호 

섭（국민대 교수）, 서정우（연세대 교수）, 

임종원（서울대 교수）, 권명광（홍익대 교 

수）, 이대룡（중앙대 교수） 둥이다.

대상/경동보일러「효심 2」 대방기혁

종합일간지 부문 금상/

현대자동차 엑셀 신문광고

土쿠드라마광고「터

시"/〃、

고기바2 이야 丁0 。叁

必내우전자

최우수상 /대우전자「대우 공기방울세탁기」 코래드

스포츠 • 래저 전문지 부문 금상/ 

동서식품 모카골드 신문광고'92 년도 공업발전기금, 저품디자인, 개발부문 지원

정부가 제품디자인 개발을 위해 상품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업발전기금 

지원 대상에 제품디자인 개발부문을 처음 

선정 • 지원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제품디자인을 개발하려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체가 산업디자인 관 

련 기업 부설 연구소, 산업디자인포장진 

흥법에 따라 신고를 필한 전문회사, 대학，

또는 전문대학 및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과 디자인 개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했다. ，

융자조건으로는 융자금리 6.5%, 융자 

기간은 5년 이내（2년 거치기간 포함）, 동 

일인 한도액 3억원, 융자비율은 소요 자 

금의 70%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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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경향광고대상

경향광고대상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의 게재 광고 중 기성광고와 신 

인광고 부문으로 나누어 1차예심과

2차본심에 걸쳐 수상작이 엄정 채점 • 선 

정되었다.

기성광고 부문의 경우, 국내 광고 산업 

의 발전과 신문광고의 새로운 위상 정립 

을 모색하려는 이 광고대상의 참뜻을 살 

릴 만한 탁월한 광고는 없었으나 그런 대 

로 좋은 광고가 많았다. 대체 카피에 비해 

아트의 수준이 낮았고 서비스와 패션광고 

가 빈약했다. 대상은 받는 금성「수퍼 미 

라클 블랙 TVj 광고는 강한 제품소구력 

을 나타냈으며 검은 소와 투우 모자를 쓴 

여자 모델 그리고 빨간 천으로 블랙 TV 
세트 브라운관의 고화질 및 실감영상의 

이미지를 균형있게 미적으로 조화시켰다 

는 평을 받았다.

신인광고 부문에는 좋은 작품이 많았으 

나 사진이 빈약했다. 신인대상 수상작인 

「대우아파트」광고는 제품에 대한 신뢰도 

를 높여준 광고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헤 

드라인이나 사진 설명이 모두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소구임이 아쉬웠다.

현대자동차의 「스쿠프 터보』10대차로 선정

현재자동차의 스쿠프 터보와 미래차인 

HCD—1 이 미국 자동차 전문가인 '모터 

트랜드'에서 각각 10대 수입차와 10대 

미래차로 선정되었다.

모터트랜드는 수입차와 미래차 중에서 

베스트 10을 선정했는데 차의 디자인 • 가 

격 • 연비 • 마력 • 독창성 등 20여 가지의

우수 •레이아웃상/삼성삶는 세탁기 

김서구•유병수•황현주•공병두 

김서구•유병수•황현주•공병두

신인대상/（주）대우

백경민•강혜승•홍순호 

백경민•강혜승•홍순호

기준을 정해 놓고 점수가 높은 모델을 선 

정했다.

스쿠프 터보는 현대가 자체 개발한 알 

파엔진을 탑재한 경스포츠카로 115마력의 

힘에 출발에서 시속 100km에 도달하는 

데 8.1 초밖에 소요되지 않은 차로 평가됐 

다.

가구업체, 인테리어 모델 제공

주요 가구업체들이 마케팅 전략의 일환 

으로 실내공간의 색상과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는 토탈 인테리어 공간을 꾸밀 수 있 

는 소비자 정보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바로크 • 보루네오 • 동서가구 등의 가구 

업체들이 소비자들의 개성적인 실내공간 

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가구 판매와 더 

불어 주거공간에 맞는 인테리어 디자인에 

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했다.

토탈 인테리어는 거실•침실•부엌 등 

으로 구성되는 주거공간이 단일한 분위기 

를 연출할 수 있도록 가구, 벽지, 카펫, 

응접세트 등의 디자인 • 색조 등을 조화롭 

게 꾸미는 것이다.

바로크 가구는 올해 초 논현동 직영전 

시장에「갤러리 사업부」를 만들어 가옥구 

조에 어울리도록 벽지, 카펫, 소파, 조명 

기구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하고 주문가구 

도 제작하는 '홈 인테리어 플랜을 추진하 

고 있다.

보루네오는 전국의 아파트 내부구조에 

대한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해 5백여 종의 

인테리어 모델을 준비해 소비자가 거주하 

고 있는 아파트에 따라 몇 가지 유형의 

인테리어 공간을 제시하여 소비자가 원하 

는 실내공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한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가구를 반제품 

으로 생산, 판매해 구매자가 꾸미려는 실 

내공간의 유형에 부합하도록 한다.

동서가구도 컴퓨터 디자인을 통해 만들 

어 낸 여러 유형의 가구배치도를 담은 카 

탈로그를 제작해 소비자에게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가구를 실용적 

인 측면뿐 아니라 개성적인 실내공간요소 

로 구매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기 때 

문에 제반 실내장식 구성까지 포괄하는 

인테리어 사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스쿠프 터보 HCD-1

T囱디125 1992. VOL. 23 81



해외소식

굿디자인상（G 마크）

이번 굿 디자인상에서는 굿 디자인 대 

상 외에, 62점의 굿디자인 수상작품이 선 

정되어 10월 1일（디자인의 날） 도쿄에 

서 그 수상식이 거행되었다. 신청점수는 

3,126점으로 작년의 3,672점보다는 약간 

적었다.

대상은 린드백 옵틱 디자인사의 안경이 

차지했는데, 이 안경은 쾌적한 착용감을 

위해서 구조를 필요한 최소한으로 단순화 

시켰다. 또한 금속알레러지가 있는 사람 

도 사용할 수 있도록 순 티타늄의 테를 

채택했으며, 나사 땜질이 아닌, 클립으로 

렌즈를 고정시킨 새로운 방법이 그 특징 

이다.

3년 연속 대상에 외국제품이 선정된 데 

대해서, 심사위원장인 구로까와씨는 “일 

본에서는 기업에 의한 디자인 지원이 조 

직화 • 교착화되어 있어서 참신한 디자인 

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강한 어조로 

문제를 제기했다.

대상

안경 /린드백 옵틱 디자인사

인터데이스상

액정 비디오카세트/샤프사

외국상풍상

스피커 시스템 /Bang & 이ufsen 사

복지상품상

복막투척 시스템 /Teriimo 사

레저 • 하비 • 이Y 부문상

일렉트릭 베이스 기타 /星野樂器

중소기업청장관 륵별상

쌍안경/金乗倉光機

키친•식탁•가사부분상 

가위 /오티스 루비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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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자료

신상품 개발 아이디어 Box （IV）

히로노 미노루（広野 穰）

M 신감각파 머천다이징 방법

「신감각파 머천다이징」이란 현대를 

「감성의 시대」라는 관점에서 싱싱한 

감성을 테마로 그 시대에 히트하는 상푸 

본래의 모습을 찾아내려는 것이다.

제 9장. 패션 머천다이징' 

- 미의 컨셉트를 확립한다 -

@ 고도의 과학문명으로 인해서 인간이 잃은 

것

고도의 기계문명을 구사하는 

현대인은 어쩌면 인간으로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른다. 

이것을 단적으로 말한다면 

외부환경으로서의 자연의 파괴요, 

동시에 인간의 내면에 있어서 인간성의 

상실이다.

그러나 어느 시대든지 그 시대에 

사는 인간들은 무언가 지나치다 

싶으면, 완만하면서도 강력한 반대의 

힘을 작용시켜, 새로운 조화를 

창출하는 현명함을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수 없이 많은 중대 

위기에 직면하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균형을 유지하면서 오늘과 같은 문화를 

발전시켜 온 것이다.

우리들의 주변을 살펴보면 고도의 

과학기술로 만들어진 전자기기들이 

넘쳐 흐르고 있다. 이것들은 모두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대단한 

것들이 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위험성을 

내포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인간이 

기계를 이용한다지만, 인간이 기계에서 

이용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까? 어떤 필요에 의해서 TV의 

스위치를 켰을 때, 왜 스위치를 켰는지 

그 필연성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 인간이 7/W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기계에게 이용당하고 있다.

인간이 TV의 스위치를 켜는 것이 

아니라, TV가 인간에게 스위치를 

켜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까? 그렇게 기계가 인간에게 

명령하여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이와 

같은 공상과학소설 같은 상황을 

미국에서는「애꾸눈의 거인」이라 

한다는데, 안방의 TV가 참으로 무서운 

괴물로 여겨지는 것은 비단 나 

혼자만의 환상은 아닐 것이다.

기술문명이 이대로 진행된다면 

인간의 일생은 기계를 조작하는 

일생（조작인간）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신호가 아니겠는가? 인간이 

기계에게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기계를 이용하는. 본래의 

의미로서의「인간과 기계와의 관계」를 

정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자연으로 돌아가라」는 

얄팍한 슬러건을 내걸 수도 없고, 

기계문명에서 벗어나 원시시대로 

되돌아갈 수도 없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인간 본연의 자세」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 이를 위해 가장 강력한 

뒷받침이 되는 것은 인간에게만 부여된 

감성（感性）이니, 이 감성을 최대한으로 

회복시켜야만 할 것이다.

감성의 시대란, 바로 이러한 욕구가 

표면화된 시대일지도 모른다. 시대가 

이러한 감성을 요구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새로운 상품개발로써 대처할 

것인가?

1.「미」의 사상을 확립한다.

「미」를 테마로 한 시장창조력은 

대단하다. 인간의「미」를 향한 욕구나 

에로스（성애） • 나르시시즘（자기애）의 

어느 쪽이든,「미」를 향한 욕망은 

강렬한 것이다. 그러나 그 표현방법은 

변해가고 있다. 따라서 아름다워지는 

방법, 즉 사용하는 상품도 변하기 

마련이다.

D • H 로렌々卜 말한 바와 같이, 

인간은 항상 자기에게 맞는「틀」을 

찾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틀」을 

제공하는 것은「사회」인데, 현대에 

있어서는 기업, 즉 패션 메이커인 

것이다.

그런데 현대「미」의 

시장（패션시장）이 저속한 이유는 

소비자에게「틀」을 제공하는 메이커 

자신의 어떤 패션사상이나 정견（定見） 

그리고 미학（美學） 등이 결여된 탓이라 

여겨진다. 그리하여 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되어가는 이유는 그「틀」이 

냉각되기 때문이고, 소비자가 지향하는 

「미」의 이미지가 흐려지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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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닐까? 따라서「미」의 정의를 

확립해야할것이다. 하나의「틀」로서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미」의 본질 

내지는 현대의 미의 컨셉트를 변천하는 

시대의 미의식에 맞추어 서둘러 

정립해야 할 것이다.

워크 시트에 미의 정의를 기입하라. 

그리하여 이 근본적인 컨셉트에 

입각하여, 앞으로의 신상품 개발의 

향방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보자.

다음과 같은 4개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패션 머천다이징을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⑴「미」란 무엇인가?

⑵ 아름다운 상품이란 어떤 것인가?

(3) 아름다운 소비자란 어떤 상대인가?

(4) 어떠한 상품과 소프트 웨어를

〔Work 아旧俄1〕미의사상을확립한다

상품명 : 미의 사상을 확립한다.

(1)「미」란 무엇인가?一그것을 어떻게 정의(定義)할 것인가?

(2) 아름다운 상품이란 어떤 것인가?一그것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3) 아름다운 소비자란 어떤 대상인가?一그것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Work Sheet 2〕다양한 미를 체계화한다.

상품명 : | 다양한 미를 체계화한다. —

(1) 미의 정의一여러 가지 미의 창작

(2) 미의 이미지一상품으로 표현할 수 있는 미의 세계의 다양화

(3) 미를 표현하는 방법과 절차一상품라인 • 사용절차 • 소프트 웨어의 다양화

(4)「타겟」에 따른 다양화

(5) 계절에 따른 다양화

(6) 장면이나 상황, 즉 TPO에 따른 다양화

(7) 가격이나 품질의 다양화

소비자에게 제공할 것인가?

현대의 패션 머천다이징은 이상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재출발해야 할 

것이다.「미」에 대한 정의를 

확립하지도 않고, 어떻게 그것을 

상품으로서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겠는가?

2. 다양한 미를 어떻게 체계화할 것인가?

현대의 패션시장은 다양화 추세에 

있다. 그것도 과잉이라 할 정도의 

다양화가 시장을 혼란케 하고 있다.

원래 획일화와 다양화는 

컨셉트로서는 대립하는 것이요, 공존할 

수 없는 것인데도, 현대의 패션은 

이상하게 아무런 위화감 없이 공존하고 

있다.

다양화란 사실상 상품의 다양화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상품을 다양화하고 

있을까? 이제 그 몇 가지 예를 

들어본다.

(1) 미의 정의 一각양각색의 미의 창조.

⑵ 미의 이미지 一상품에 의해서 

표현할 수 있는 미의 세계의 다양화.

⑶ 미를 표현하는 방법과 절차 - 

상품 라인, 사용 절차, 소프트 

웨어의 다양화

(4)「타겟」에 따른 다양화

• 연령이나 라이프 스테이지

•신체적•생리적 특징

• 결점이나 문제점, 자각증상 등

⑸ 계절에 따른 다양화

(6 ) 장면이나 상황, 즉 TPO에 따른 

다양화

(7 ) 가격이나 품질의 다양화一 

브랜드의 다양화가 통상적이다. 

이상과 같은 기준들은 각각 다른 

기준들과 맞물려서, 미의 다양화가 

무한히 진전되는 것이다. 그래도 

소비자들은 혼란을 느끼지 않는다. 

아니 이 무한한 다양화 속에서 

소비자들은 마이 패션(나의 미의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대로 말한다면 소비자들은 이미 

혼란, 그것도 극도의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것이다.

이 혼란을 회복하려면, 우선 메이커 

자신이 지나치게 확대한 상품 라인을 

하나의 통합체로서 체계화해야 할 

것이다. 근본적인 패션 사상을 

「핵」으로 하여 기존 상품 라인을 

재구성해야만 한다.

3. 「미」의「국적」의 명확화

모방을 하기 위해 열중할 때는 

아무런 의문을 못 느낀다. 그리고 

표면상 외관만은 얼마든지 모방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최신 패션으로 

몸단장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내면적인 

본질까지는 모방할 수 없는 것이다. 즉, 

아무리 패셔너블한 상품으로 몸단장을 

한다 해도 내면의 기본적인 

가치관(미의식)을 행동으로써 표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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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모방하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모방의 한계 -그것은 사이비와 

공허를 스스로 느끼게 하는 것이다.

현대의 패션시장에서 지방의 미와 

도시의 미, 과거의 미와 현대의 미, 

국내의 미와 세계의 미 穹］ 대립하여 

두 갈래, 세 갈래로 갈라지고 있는 

것이다.

향수의 충동으로 고향에 되돌아간다 

해도 이미 마음의 고향은 사라져 

버렸듯이, 전통미로 복귀한다면, 

그것은 시대착오일 熟］다. 그리하여 

현대의 패션시장은「자아상실 + 

고향상실」이라는 두 가지 고뇌를 

지니는「고뇌의 마켓」으로서 존재할 

뿐이다.

그렇다면 소비자의 자아상실과 

고향상실, 즉 무국적화를 초래하지 

않는 패션의 신상품 개발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그 한 가지 

초점은「미」는「국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이다.

「미」란 객관적인 척도인 동시에 

주관적인 척도인 것이다. 다만 

유의해야 할 점은「미」가 객관적인 

척도로서 성립하는 것은,「뛰어난 

미」에 있어서만 그렇고, 그밖의 모든 

것은 극히 주관적인 척도에서 

성립한다는 점이다.

소비자는「뛰어난 미」로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다면 왜 

자아상실을 패션의 신상품 개발의 

테마로서 설정할 수 있는가? 그것은 

주관이란 자아의 확립을 근본조건으로 

하여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패션 신상품 개발의 긴급 과제는 

무엇보다도「미」의 국적의 명확화라 할 

것이다.

4. 미의 키워드를 표준화한다

신감각파의 머천다이징이 겨냥하는 

「감성」이라는 테마는 테마 자체가 

너무나 추상적이다. 이 추상적인 

테마를 컨셉트로 하여 이것을 구체적인 

상품에 반영시켜야 하는데, 그 방법은 

무엇인가? 해결방법은 상품의

［Work Sheet 3J 미의 국적을 명확히 한다

［Work 아冷et 4〕미의 키워드를 표준화한다.

상품명: 미의 키워드를 표준화한다.

(1) 작고, 약하고, 섬세하고, 

미묘하고, 사랑스런 

아름다움

(2) 에로스의 아름다움

⑶ 순수한 아름다움

(4) 완전한 조화의 아름다움

(5) 고귀한 아름다움

(6) 진실의 아름다움

(7) 선량의 아름다움

(8) 지성의 아름다움

［則뼈J ［變믜J L쐐의믜

------- ------- -------

아름다움를 규정하는 키워드를 

개발하여 이것을 표준화하는 것이다.

미의 키워드는 다음과 같이 나눈다.

•제 1수준 : 미의 키워드

이것은 모든 물건이나 현상에 적합한 

미의 본질과 관계되는 근본적인 

키워드이다.

.제 2수준 : 감각 키워드 

이것은「미」의 감각을 5감 

(시각 • 미각 • 청각 • 후각 . 촉각)으로 

나누어 범위를 한정하지만 각 감각에 

있어서 가장 예민하고 적절하게 

적용되는 키워드이다.

• 제 3수준 : 이미지 키워드 

이것은 어떤 특정 대상물이나 현상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키워드로서 

범위는 더욱 한정되지만, 그만큼 

대상이나 현상을 보다 예민하게 

포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어프로치를 

사용해야 이와 같은 미의 키워드를 

설정할 수 있을까? 그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고, 제 1수준(미의 키워드)만을 

설명한다.

(1) 작고 약하고, 섬세하고, 미묘하고, 

사랑스러운 아름다움

⑵ 에로스(성애)의 아름다움

⑶ 순수한 아름다움

(4) 완전한 조화의 아름다움

⑸ 고귀한 아름다움

(6) 진실의 아름다움

⑺ 선량의 아름다움

(8) 지성의 아름다움

우리의 목적은 물품화된 상품인 

H因口N인 125 1992. VOL. 23 85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의 

키워드에 있어서도 그 목적에 부합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키워드를 

개발해야 한다.

(1) 상품이 제공하는 미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규정하는 키워드

(2) 아름다운 소비자란 어떤 

소비자인가를 규정하는 키워드

⑶。停抬内韵란 어떤 

상품인가를 규정하는 키워드

5. 새로운「CMP」의 창조

이러한 미의식의 혼란을 해결하려는 

것이 바로 획일화의 캠페인이다. 

패션시즌에 우선적으로 실현해야 할 

「미」의 이미지를 테마 캠페인으로 

통일하여 컨셉트와 브랜드를 하나로 

묶어, 모든 매스컴을 동원하여 일제히 

시장에 침투하려는 획일화의 패션 

캠페인이 해마다 전개되고 있다.

화려한 캠페인은 그것만으로도

〈그림 1> 화장품 시장의 양극분화

시장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캠페인으로 인해서 시장에는 

뜻하지 않은「양극분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그림 1).
•제 1의 층 : 캠페인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시장

•제2의 층 : 캠페인이 있어도

움직이지 않는 시장

이러한 시장의 양극분화 현상은 

심각할 정도로 중대한 문제가 되고 

있다. 시장을 메이커가 기대한 대로 

움직이려면 집중적인 테마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 그러나 그 캠페인에서 

성과를 거두려면, 상품의 브랜드를 

하나로 묶어야 한다. 그리하여 

캠페인을 벌이면 시장은 확실히 

움직인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상품, 

하나의 브랜드, 하나의 시장에 한정될 

뿐이다. 그렇다면 상품다양화 전략은 

이 모순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상품을 다양화해야만 소비자에게 

선택의 자유를 확대할 수 있는데 

말이다.

또 하나의 시장은 캠페인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시장이다. 이는 극히 

고정적이요, 보수적인 시장이다. 

이 시장에서 소비자는 완고하게 자기가 

찾는 상품만을 고집한다. 물론 

거기에는 안정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메이커가 기대하는 시장확장과는 

거리가 멀어 상품의 다양화 전략은 

벽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캠페인으로써 움직일 수 

있는 시장과 움직일 수 없는 시장으로 

분열되어 있는 양극분화 현상 때문에 

시장이 냉각되어가고 있어, 패션 

신상품 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양극으로 분화된 두 시장 

사이에는 거대한 공백시장이 있다. 이 

거대한 공백시장을 점령할 새로운 

컨셉트 개발이 패션 마케팅 전략의 

유일한 타개책이라 할 것이다.

이제 새로운 한 가지 타개책을 

제안한다. 그것은 소비자 자신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거기에 동일화할 수 

있는 새로운 주체성을 확립하는 

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동시장과 

고정시장을 재검토해 본다면, 

유동시장은 자신이 요구하는 미에 대한 

정견이 없기 때문에 눈 앞에 나타나는 

어떠한 미의 이미지「틀」에도 쉽게 

동화되어 버리는 소비자층이다. 즉, 

주체성의 결여와 허상의 이미지에의 

동화가 심한 시장이다. 이에 비해서 

고정시장은 자신이 찾는 미에 대해서 

확고한 그리고 때로는 보수적인 정견 

때문에 목전에 나타나는 이미지에 쉽게 

동화되지 않는 소비자층이다. 즉, 강한 

주체성과 협소한 이미지로써 심리적인 

틀이 확립된 시장이다.

이와 같이 양극화된 두 시장의 개념 

대립이 명백하다면, 거기에 적응시킬 

컨셉트도 명백해진다.

• 이 새로운 컨셉트를 rCMP(Creatiye 
Marketing Personality)」라 부르기로 

하자. 즉, 주체성과 개성을 기준으로 

하여 자신의 미의 이미지를 선택하는, 

「성숙한 새로운 소비자상」이라는 

뜻이다.

이것이 한낱 이상론이라 해도 좋다. 

어차피 신상품 개발은 이상을 추구하게 

마련이니까.

현대의 패션시장은 고도 선별의 

시대에 직면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이 

유동시장과 고정시장이라는 두 

시장으로 분열될 경우에 고도선별이란 

무엇인가?

패션 마케팅은 자신의 미를 

선택하는 소비자의 입장을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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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미」란 무엇인가라는 패션의 

근본사상을 확립해야 하는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아름다워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우리 회사는 어떠한 컨셉트를 

주장할 것인가?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는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미」에 도달하는 

방법론에 관해서 우리 회사가 지켜야 

할 기준이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우리 회사가 이상으로 삼는 

「아름다운 사람」（CMP）의 정의와 

이미지는 무엇인가?

이러한 근본사상의 확립이 있어야 

비로소 패션 신상품 개발은 그 

정도（正道）를 재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의 미에는 인간의 아름다움이 

결여되어 있다. 패션의 미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아름다움이요, 

상품이나 브랜드의 미가 아닌 것이다.

제10장• 오감의 머천다이징 

-제 2 수준의 감각 키워드의 발상-

® 미는 객관적 사실인가, 주관적 인상인가 ? 

꽃 자체가 아름다운 것일까,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일까? 

이러한 물음은 물음 자체가 아름답다. 

꽃이 아름답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로서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꽃은 만발하여 화려함을 자랑하는 

교만의 아름다움, 의연하게 홀로 피는 

기품의 아름다움, 고요히 숨어 피는 

청초한 아름다움이 있다. 꽃은 다 

아름답고 그 누구도 꽃의 아름다움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꽃이 하나같이 

아름다울 수는 없고, 거기에는 그 어떤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것은 하나의「만남」인 

것이다. 사랑스러운 꽃이 있고, 그 꽃을 

사랑하려는 마음이 만났을 때.

「미」라는 놀라운 감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현대의 신상품 개발에 있어서 싱싱한 

감성이 강력한 테마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대 상품에 있어서 

「싱싱한 감성」이란 무엇인가?

◎ 상품의 미의식의 수준

그것은 한마디로 상품으로서의 

「미의식의 수준」이다. 따라서 상품의 

감성을 높인다는 것은 곧 미의식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된다.

우선 근본적인 문제로서 어떠한 

감각적 차원에서 상품으로서의 감성을 

높일 것인가（미의식을 발휘시킬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영역은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 미각, 후각, 촉각에서도 독자적인 

아름다움을 느끼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상품에 있어서는 특히 어느 

영역에서 아름다움을 발휘시킬 것인가?

이는 감성의 확대를 아울러 

생각해야 한다. 꽃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마음이 시냇물 흐르는 소리나 

나무숲을 스쳐가는 바람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정도로 국한되지 않듯이, 

우리의 감각은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개의 채널이 서로 다른 뛰어난 감각에 

자극을 받아 함께 작동하게 마련이니 

이것이 상품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표적인 것이다. 화가가 음악을 즐기고, 

음악가가 미식가라는 등 그 예는 한이 

없다. .

하나의 돌출된 감성을 어필하면서 

그것과 교묘하게 관련지어 다른 여러 

감각을 자극하고 발전시키는-바로 

여기에「감각의 머천다이징」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다.

◎ 오브제

상품에는 고유의 색과 모*]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서（필링）가 깃들여 

있다. 그러면 현재 상품이 지니는 

모양 • 크기 • 빛깔 • 냄새 등은 

언제 •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결정된 

것일까?

그 비근한 예로서, 초콜릿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 초콜릿은 판（板）초콜릿이 

그 대표적인 모양이고, 그에 대한 

이미지는 세련된 본격파（波）이다. 

그러나 초콜릿의 신상품 개발은 

언제까지나 본격파라면 판초코, 

고급품이라면 역시 판초코, 이렇게 

동일한 패턴을 되풀이하고 있다. 원래 

판초코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계 

적성에서 생겨난 형태일 뿐이다. 

결국은 당시의 기계력이「네모진 

모양」을 만들어 낸 것이다. 어린이에게 

판초콜릿을 주고, 다음에는 찰흙을 

주고 초콜릿 모양을 만들라고 하면, 

어린이는 절대로 판초코를 만들지 

않는다. 질척한 덩어리에 괴상한 

이미지를 느끼게 만든다. 어른들은 

이것을 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어린이의 장난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초콜릿의 원래의 모양이 어떤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어른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할까?

어른들은 이론과 상식과 강한 

고정관념에 의해서 모양을 결정한다. 

하지만 어린이는 자신의 전（全）감각에 

의해서 모양을 결정한다. 즉,「촉각의 

시각」이야말로 어린이의「물체 

사고（오브제）」의 본질인 것이다. 

의미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자유의 

세계가 바로 그것이다.

◎ 신감각파의 의미

휘황찬란한 색채가 거리에 넘쳐 

흐른다. 거리마다 화려한 패션이 

범람하여 미니 스커트에서 노출된 

성숙한 여성의 다리가 손에 든 

만화책과 괴이한 불균형을 이룬다. 

화려한 SFX의 색채가 거대한 화면에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색채 

세계에서는 과거의 미의 고정관념과는 

거리가 먼 이질의 미의식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시간과 공간 그리고 

지각의 골짜기까지 흔적도 없이 지워져 

버린다. 마치 소리가 빛를 부르고, 빛이 

촉각을 자극하며 융합된 시간과 공간에 

온몸을 내던지는 듯한 환상의 

세계이다.

현대는 전 감각이 공명（共鳴）하는 

시대라고 한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앞으로의 머천다이징 전략에는 

무엇보다도 감각적인 측면이 

중요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도 단지 

시각이나 미각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청각 • 후각 • 촉각 • 평형감각 등 모든 

감각을 총동원한 감각에서 말이다.

신상품 개발에 있어서의 

「신감각파」는 다음 세 가지의 혁신을 

주장한다.

（1） 이른바 신인류, 즉 전후세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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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시장을「신감각파」라 정의하고, 

여기에 독자적인 감각 혁신을 

요구한다.

⑵ 이 주장을 확대하여 현대는 상품의 

감각적인 효용을 실질적인 효용보다 

훨씬 우선해야 할 시대라면서, 

상품의「형태 혁신」을 요구한다.

⑶ 종전의 상품가치에 있어서의 

기능주의를 부정하고「감각주의」를 

향한 대담한 변혁을 요구한다.

6. 시각의 머천다이징

외계의 물체가 보인다는 것은 모든 

지각의 시발점이다. 그러나 그 외계의 

물체가 지니는 자극의 강도를 시각으로 

느낄 수가 없다. 강렬한 색채나 형태는 

사람들의 시선을 멈추게 한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은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새로운 자극을 찾아 

이동한다. 물품에는 강렬함과는 다른 

그 어떤 자극이 필요한 것이다.

「시각」이란 눈으로 보는 것• 즉, 

빛이 망막에 닿아 시신경을 통하여 

대뇌로 보내지면, 색채 • 명암 • 모양 • 

길이 • 운동등의 감각이 작용하여, 

심리학적인 시각세계가 형성된다.

시각에는 이상한 현상들이 있다. 

예컨대, 밝은 곳에 있다가 갑자기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보이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눈이 어둠에 익숙해져서 차차 

물건이 보이는 현상, 이것을 

「암순응」이라 하고, 반대의 경우를 

「명순응」이라 한다. 또 눈에 빛 이외의 

색다른 자극（약한 전류나 전압）을 

가하여도 광각（光覺）이 생긴다. 이런 

현상을「섬광현상」이라 하는데, 흔히 

말하는 '눈에는 불이 난다'라는 

현상이다. 이 섬광현상은 실제의 빛에 

의한 광각과 합쳐져서,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인한 시각의 혼란이 생길 

때도 있다. 어쨌든 이상과 같은 

기초적인 지식을 토대로 하여 어떠한 

시각의 머천다이징이 가능한 것인지 

생각해 보기로 한다.

◎ 선택적 시야

우리들 주위에는 수 없이 많은 

시각 대상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모든 것을 동시에 볼 수는 없고, 

선택된 일부 대상만을 보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무언가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은 그에 앞서 의식적 • 

무의식적인 탐색이 의지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더구나 무심코 외계를 

바라보고 있을 때에도 이러한 선택은 

무의식중에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시각에는 어떤 특정 

대상만을 탐색하는 의식적 • 무의식적 

활동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상품의 

시각 표현을 모색하는 데 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 시각적 만남의 4상한（象限） 

이러한「시공간」을 생각해 

본다（그림 2）. 세로축은 보이는 

강약이고, 가로축은 명시성과 

암시성으로서 시각의 XY 좌표이다.

〈그림 2> 시각의 4상한

[Work Sheet 6J 시각의 머천다이징

상품명 오감의 머천다이징 시각으로부터의 발상

（1） 심층심리적 컨셉트를 어디에 둘 것인가?:

• 만남의 현훈

• 기호적 인지

• 깊어지는 현훈

• 상징적 인지

（2） 최초에 시선을 끄는 포인트는?:

（3） 다음에 시선은 어디로 이행하는가?

（4） 무엇을 상징하는 형태인가?

（5） 상품 전체를 시각적 인지의 단위로 분할하라.

•

•

•

그리고 좌표공간에는 4개의 영역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제 I상한의「강하고명시적인 

영역」은 유난히 눈에 띄어 알기 쉬운 

영역이므로 사람들의 시선을 강하게 

유인하는 목적에 적합한 디자인 요소가 

배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심리적인 

인상（심상）으로서는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기보다는 밀치는 효력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강렬한 경우에는 

보는 사람에게 일종의 현기증 같은 

것을 느끼게 한다. 그래서 이것을 

「만남의 현훈幅T）」이라 부르기로 

한다.

제 ID 상한（제 I 상한과의 대극）의 

약하고 암시적인 영역은, 상징적인 

표현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을 표현한 

것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쪽이 

감각으로서는 중요하다. 직접적이 아닌 

암시에 의해서 은밀히 표현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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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숨겨진 심층의 본질을 

느낌으로써 포착하게 된다. 게다가 

그것은 합리보다는 비합리, 지성보다는 

감정, 체계보다는 혼란, 명철보다는 

혼돈인 것이다. 이 원시적인 감정이 

사람들로 하여금 본능적인 관능을 향한 

「현훈」을 느끼게 한다. 이것을 

「깊어지는 현훈」이라 한다면, 여기서는 

표현 그 자체가 아니라 심층심리의 

상징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이 두 대극의 사이에는제 ！!상한의 

「약하고 명시적인 영역」과 제 IV 
상한의「강하고 암시적인 영역」이 

있는데, 둘 다 시각의 흐름으로 볼 때 

변환점에 위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처음에 강하고 명시적인 표현이 

시선을 끌어 순각적인 섬광으로 현훈을 

유발시킨다( I )• 다음에는 강도가 

사라지면서 약하고 명시적인 

영역(D)으로 사람들의 의식이 

이행(移行)하지만, 여기에서 암시적인 

부守] 보이기 시작한다(IV). 이 때 그 

암시는 그럴만한 강与를 지녀야 한다. 

왜냐하면,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정신의 

중심(重心)을 이행시키는 데는 강한 

충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표현의 강도와는 반대로 암시성이 

희박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내면의 

상징작용이 일어나 약하고 암시적인 

영역(1D)으로 이행하여「깊어가는 

현훈」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7. 색채의 머천다이징

소비자는 어떤 시각에서 상품의 색채를 

평가할까?

색채계획이란 상품의 색채를 

컨트롤함으로써 상품의 컨셉트나 품질, 

이미지를 보다 매력적으로 유도하려는 

것이다. 색채계획에 있어서 색채 그 

자체나 배색에 의해서 색채의 

감정효과를 얻는 일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포인트이다.

@ 체스킨의 체크리스트

색채의 감정효과를 평가하는

「SD법」은 양극에 반대의 의미를 지닌 

형용사를 나열한 평가척도에 의해서 

상품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그러나우리는이미「미」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 굳이 색채가

CWork Sheet 7] 색채의 머천다이징

문제가 된다면「제 2수준」의 키워드를 

작성하면 될 것이다.

또 마케팅 분야에서의 색채연구의 제 

1 인자인 L • 체스킨은 색채감각의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으니 

이것을 활용해도 좋을 것이다.

(1) 명시도(보기 쉬운가?)

⑵ 기억도(외우기 쉬운가?)

(3) 상징성(연상성)

(4) 기호K좋고 싫음)

⑸ 가독(可讀)도(문자 따위를 읽기 

쉬운가?)

8. 청각의 머천다이징

오래 전에 캐플리스 만년필이 

젊은층에 인기가 있었던 것은 펜촉을 

상품에는 갖가지 색채가 넘쳐 

흐른다. 아름다운 색채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상품의 색채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

일본인이 좋아하는 색은 횐색 • 

하늘색 • 빨강 • 검정 • 베이지 • 감색 • 

초록 • 옥색 . 핑크……의 순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상품에는 당연히 

흰색 • 하늘색 - 빨강색이 범람할 

것이라 본다.

상품에는 갖가지 색채가 있고, 각기 

그 연상효과가 있다. 상품은 여러 가지 

색채에 의해서 평가되고 또 그에 따른 

이미지도 비교되는 것이다. 하지만 .

CWork Sheet 8] 청각의 머천다이징

상품명 오감의 머천다이징 청각으로부터의 발상

(1) 심층심리적 컨셉트를 어디에 둘 것인가?

•압도적인 힘

• 침묵의 떨림

•정신적 약동

•근육의 약동

⑵ 최초에 느끼는 인상적인 음의 매력은?:

(3) 다음 순간의 주의는 어떻게 이행하는가?:

(4) 무엇을 상징하는 소리인가? :

(5) 상품 전체를 청각적 단위로 분할하라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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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울 때 금속성의 소리가 났기 

때문이었다. 그 만년필은 품질보다도 

그 소리가 젊은이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다.

권총의 장전 소리, 포컬플레인의 

셔터 소리, 카세트 테이프의 세팅 소리, 

자동차나 오토바이의 배기음 등, 이 

모두가 동일한 차원의「음의 

상품」계열이다.

상품의 머천다이징에 음의 매력을 

삽입하는 일이 음의 머천다이징이다. 

원래「소리」가 갖는 의미는 고도의 

메커니즘의 확인인 것이다. 그것은 

조작(操作)의 확인인 동시에 

무엇보다도 우선 감각적인 매력인 

것이다.「소리」는 갖가지 연상으로써 

소비자의 마음을 끄는 것이다.

@ 청각이란 무엇인가?

청각이란 귀로 듣는 것이다. 일정 

범위의 공기의 진동이 외이에서 중이를 

거쳐 내이에 도달하면 대뇌에 전달되어 

일어나는 감각이다.

발생학적으로는 청각이 시각보다 

훨씬 먼저 발달한 것이라고 한다. 

청각적인 현상은 극히 복잡하다. 

우리가 듣는 소리는 물리적인 소리뿐이 

아니라 사람의 음성이나 악기로 

연주하는 음악 소리도 있고, 게다가 

시끄러운 소음까지 있기 때문이다.

@ 청공간의 구성

청각의 효과는 두드러진 것이다. 

마비는 시각보다 청각에 가까운 

감각이다. 신체의 떨림은 음의 

진동으로 유발되고 일체화되어 본래의 

기능을 잃는 것이다.

시각과 마찬가지로 청각에 있어서도 

현훈의 과정을 생각할 수 있다. 시각의 

「만남-깊어짐」의 현훈 자리에 

「떨림-약동」의 현훈을 놓자.

그리하여 이것과「굉음-침묵」의 축과 

교차시킨다(그림 3). 인간은 여러 개의 

채널에 의해서 감각적 인지가 

이루어진다. 그것은 시각에 있어서도 

그렇거니와 특히 청각에 있어서는 

뚜렷하다.

고요한 정적을 깨고, 천둥번개가 

치면 사람들은 놀라 움추리고 떤다.

〈그림 3> 청각의 4상한

[Work Sheet 9J 후각의 머천다이징

상품며 오감의 머천다이징 후각으로부터의 발상

(1) 심층심리적 컨셉트를 어디에 둘 것인가?

•소박한 건강적 매력

•세련된 건강적 매력

•세련된 병적 매력

•소박한 병적 매력

(2) 최초에 느끼는 인상적 냄새는?:

(3) 다음에 후각은 어떻게 이행하는가? :

(4) 무엇을 상징하는 냄새인가?

(5) 상품 전체를 후각적 인지의 단위로 분할하라 :

• •

• •

• •

• •

그 순간은 소리만이 공간을 지배한다. 

사람들은 꼼짝도 않고 동작을 

멈춘다( I ). 이윽고 소리는 침묵으로 

향하지만, 사람들의 마음 밑바닥에는 

아직도 그 굉음이 가시지 않는다(n)・ 
그리고 그 굉음이 리듬을 타고, 

마음으로 느끼는 천둥소리가 신체의 

약동과 박자를 맞춘다. 경쾌한 소리에 

근육이 약동한다(W). 이제 소리는 

멈추었다. 침묵의 순간이 다가온 

것이다. 그러나 근육의 약동은 멈추지 

않는다. 지금 약동의 막바지에 있는 

것은 정신이요, 숭고한 정신의 고조에 

따라 신체는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인다(□)• 교향악만이 음악이 

아니다. 빙판 갈라지는 소리나 

위스키에 물을 타는 소리에서도 음악을 

들을 수 있다.

9. 후각의 머천다이징

아무리 몸을 씻고 닦아도 사람은 

각인각양의 냄새를 지니고 있고 또 

그것을 발산한다. 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른 사람의 냄새나 주변의 냄새의 

영향을 받는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 

냄새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다. 

침실 • 거실 • 人무실 • 자동차 안 등 

우리가 살아가는 어느 곳이든 소리도 

없고 보이지도 않으면서 냄새가 나는 

것이다. 때로는 느끼지도 못한다.

「냄새의 말」이 전해져 온다. 

냄새의 메시지를 포착하는 능력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다. 

다른 어떤 감각보다도 제일 먼저 

완전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엄마가 있는 

장소나, 누가 엄마인지를 알 수 있고, 

먹이가 있는 곳도 알 수 있는 등 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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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완벽하게 감지한다.

냄새의 감각은 우리에게 성의 

쾌감 •식욕 • 심리적인 희열을 준다. 이 

냄새의 감각은 잊혀진 기억을 

되살리기도 하고, 이미 사라진 다른 

감각들보다 훨씬 나중까지 남아 있는 

것이다.

후각은 다른 기능이 작용하지 않을 

때에도 작용한다.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하고, 맛을 알기 

위해서는 음식물에 혀를 대야 한다. 

수면중에 청각이나 촉각은 둔해지지만, 

후각은 전혀 쉬지 않는다.

@ 상품은 냄새의 결정체

가까이 있는 상품들의 냄새를 

맡아보라. 냄새의 여왕인 향수가 있고, 

화장품은 물론 비누나 세제도 냄새를 

풍기고, 실내나 차내의 방향제도 

끊임없이 냄새를 발산한다. 최근에는 

향기로운 욕제가 대히트를 치고 있다. 

교토의 노포（대대로 이어 온 점포）에는 

전통의「향기있는 봉지」를 사기 위해 

젊은 여성들이 줄을 지어 서 있다.

왜 이렇게 급속히 냄새의 시대가 

닥쳐 왔을까?

그것도 향기를 주효용으로 하는 

상품만이 아니다. 식품도, 의류도, 

화장실용품도 그리고 가구나 

주방용품에 이르기까지, 바야흐로 

냄새를 파는 시대가 닥쳐온 것이다. 

심지어 자동차에「새차의 향기」가 

풍기게 할 수는 없을까 하고 진지하게 

연구를 시작한 메이커도 있었다.

향기에 대해서 동서양을 비교한다면 

향신료 • 식품 향료 • 화장품 등에 

있어서 긴 역사를 자랑하는 고대 

오리엔트나 유럽쪽이, 일본을 포함한 

동양보다 훨씬 발달한 것이 사실이다.

일찍이 본초가로 알려진 

'가이하라'는 향기롭다 - 구리다 • 

비리다 등 초목이나 식물을 토대로 

하여 냄새의 카테고리를 논한 바가 

있지만, 현대의 향기는 보다 

다양화되었다. 아니 시대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것이다. 자연환경의 

냄새가 아닌 인간이 만들어 낸 

인공물들이 저마다 냄새를 발산하고 

있는 것이다.

[Work Sheet 10J 미각의 머천다이징

상품명: 오감의 머천다이징 미각으로부터의 발상

（1） 심충심리적 컨셉트를 어디에 둘 것인가?

•소박한 건강적 매력

•세련된 건강적 매력

• 세련된 병적 매력

•소박한 병적 매력

（2） 최초에 느끼는 인상적 미각은? :

（3） 다음에 미각은 어떻게 이행하는가? :

（4） 무엇을 상징하는 맛인가?

（5） 상품 전체를 미각직 인지의 단위로 분할하라 :

이제 우리는 냄새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

® 후각공간의 구성

후각은 원시동물의 본능에 가장 

가깝다. 그것은 지성의 채널을 거치지 

않고, 본능적인 정서를 우회하기 

때문이다.

•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

•수컷이냐?-암컷이냐?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기묘한 

컨셉트가 따오른다. 먹을 수 있는 

이성（異性）과 먹을 수 없는 동성 （同性）. 

냄새는 또 심층에 있어서는 

실용적이고, 생（生）과 성（性）과 

직결된다. 여기에서 인간은 현훈을 

느낀다. 그러나 현훈을 유발하는 것은 

대상물이 지니는 냄새뿐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강렬한 욕구이기도 

하다. 이러한 원초적인 본능을 지성이 

억제하려고 할 때 현훈이 발생한다. 

이것은 홍미로운 일이 아니겠는가? 

향도（향을 피우고 그 향기를 즐기는 

도）의 현묘함.

실용성과 무용성이 지성을 

전환점으로 하여 대립하고 있다. 

향기를 실용성을 떠나서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우월한 인간의 자랑이요, 

근원적 지성의 증거이기도 하다. 

후각의 현훈은 하나의 정서요, 강렬한 

욕망이 잠재해 있는 상태이다.

10. 미각의 머천다이징

미각에 탐닉하는 세계에 대해서는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다.

미식（美食）4 예술의 영역에까지 

다다랐다.

미각이란 타액으로 용해된 고체나 

가스체의 화학적 자극에 의해서 

발생하는 감각이다. 맛의 종류에는 

짠맛 • 신맛 • 단맛 • 쓴맛 등 4가지가 

있는데, 이것을「맛의 4면체」라고 

한다. 이 밖에 알카리성 맛을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다.

고대 중국의 예기（禮記）나 노자에는 

단맛 • 쓴맛 • 짠맛 • 신맛 • 매운맛의 

5미가 기록되어 있고, 불교에서는 

담백한 맛을 덧붙여 6미라 한다.

® 미각 공간의 구성

여기에서도 하나의 미각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 좌표축은「소박과 

세련」,「건강과 불건강」의 축을 

교차시킨 것이다•자연산 야채와 고도의 

세련된 브랜디와의 대립. 빛나는 

태양의 건강과 매연과 퇴폐로 가득찬 

밤의 세계와의 대립• 이 두 축을 

교차하여 미각의 4상한을 구성하였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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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호 내용색인〉

연구논단

■ 고유디자인을 기초로 하는 한국의 산업디자인(I)
-사상을 중심으로

우리 고유의 조형성을 새롭게 창출하기 위해서 3차원적 

시각 요소를 토대로 우리 전통 이면에 내재한 정신과 

문화적 속성의 관계를 파악한 내용

디자인 정보

■ '뉴그랜저' 디자인

현대자동차의 뉴그랜저'의 디자인 컨셉트와 디자인 과정 

그리고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디자인의 특징 소개

T입디7V인 1 25 1992 Voi 23 P5〜15

디자인 정보

■ 산업디자인 개발의 새로운 조명

산업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방안에 관한 내용 소개

■ 새로운 욕실디자인 제안

Kiel 대학 학생들의 욕실디자인에 관한 연구 내용과 화보 

소개

■ 베네통의 지구문제에 관한 기업 광고 

베네통의 지구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다룬 기업광고 소개

선1업口KT인 125 1992. Vol. 23. P16-29

디자인 정보

■ 디자인 • 포장 국제경쟁력 및 소비자 상품구매성향 조사 

우리나라 상품의 디자인 • 포장면의 국제경쟁력과 

소비자의 상품구매성향을 조사한 내용

■ 스웨덴의 디자인

스웨덴의 디자인 철학과 역사적 배경 그리고 장애자용품 

디자인에 관한 내용

■ 소음을 줄이자!

소비자의 질적 생활 향상을 위한 저소음 가전제품에 대한 

내용

선'업匚인 125 1992. Vol. 23. p30〜48

지상중계

■ 우수포장 상품선정제 *92
유통되는 상품의 우수포장을 선정 요강과 수상작 소개

■ 한국 산업디자인 포럼 '92
KSID에서 개최한 포럼의 토론회 발표 내용을 요약 力［

■ 월드디자인 회의 *92
IDSA가 주최한 월드 디자인 회의에서 다루어진 내용과 

전시회 소개

서입디시인 125 1992. Vol. 23. p49~67

지상중계

■ 하노버 국제 디자인 프로젝트전 '92
'버스정류장，을 주제로 열린 하노버 디자인전의 출품작

화보와 그 내용 소개

■ Royal College of Art 졸업전 '92
RCA의 자동차 디자인 코스의 졸업생의 졸업작품 소개

■ 영국디자인 상

中］인 카운슬이 선정한 영국디자인상의 수상작 소개

N읕口口KJ인 1 25 1992. Vol. 23. p68〜76

디자인 뉴스

■ 디자인 동서남북

디자인 자료

■ 신상품 개발 아이디어 Box(W)

선'입匚IN인 1 25 1992. Vol. 23. p77~91



산업口자인 • 포장전문회사 신고안 U
산업디자인 - 포장진흥법 제 9조 제 3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디자인 - 포장전문회사의 

신고요령이 '92. 11. 11자로 고시 (상공부고시 92-42호)되었사오니 법에 의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전문회사는 본원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장

신고를 하고자 하는 전문회사의 구비요건 및 신고절차

1- 전문회사의 요건
산업디자인 및 포장에 관한 연구개발 • 조사 • 분석 • 자문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함.

가. 상법상 법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3인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1) 국가기술자격법 (이하 “법 ”이라 한다어】 의한 제품디자인기술사 또는 포장기술사 

자격소지자

(2) 법에 의한 제품디자인기사 1 급 또는 포장기사 1 급 자격소지자 및 산업디자인 

또는 포장 관련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3년 이상 근무경력자

(3) 법에 의한 제품디자인기사 2급 또는 포장기사 2급 자격소지자 및 산업디자인 

또는 포장 관련분야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해당분야 5년 이상 근무경력자 

나. 연간매출액이 1억원 이상일 것

2. 신고절차

가. 신고기간 : 연중 수시

나. 구비서류^출된 서류는 지원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음)

(1) 전문회사신고서 (본원에서 교부)

⑵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

(3) 대표자 이력서 및 주민등록초본

(4) 보유전문인력의 명단 및 인적사항과 관련자격, 경력증명서

(5) 회사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6) 사업실적에 관한 서류(사업실적, 손익계산서 등)

다. 신고접수 및 문의처 : 서울 종로구 연건동 128-8(우편번호 110-460)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진흥과 (TEL 745-7249, FAX 745-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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