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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행을묘정리의궤 （園幸乙卯整理儀軌）〉,

22 x 34cm, 1796,서울대 규장각소장



2003년, 디자인디비 씨를 만나다

먼저 요즘근황에 대해 알고싶다지금한창 12얼 호룰 마감하고있다「동시에 을 한해도안어던 모슬臂보여 
시금하専 1/嚙 호를마百하고있다.옿시에 올한해옿안어떤 모昔흘보여

줄 것인지에 대해 고민중이다.새로운 변신을구상하고있다고나할까• 멀리는몇 년 후의 모습부터,가깝게는 

다음 달일까지 … 고민이 많다.

재작년〈산업디자인에서〈디자인디비〉로 이름을 바꾸고 활동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름을 바꾸게 된 직 

접적인 원인은무엇인가?親 芻 芻 福얿 芻疆너 :阐 芻瑞 껴뀨鼠섀芻 W 

고디자인 개념도바뀌어 감에 따라산업디자인이란 좁은 굴레를 벗어나야하는데 이름이 발목을 잡는다는 것 

이다. 그래서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디비로 이름을 바꾸고 디자인디비닷컴 (www.designdb.com)'이라는 

또다른 얼굴도선보인지 오래다. 앞으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디비가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며 21세기 

한국 디자인 플랫폼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자신에게 있어 db 란어떤 의미인가핣谓 寡彊親弱翔 發芻調흐岩瑞 :調調 

상을 바라보는 도구이기도하다.

너무 추상적 이다. 구체 적으로 말해 달라•사람들으 쉽 게 db( 데 이 터 베 이 스 라 하면 과거지 향적 으로 생 각하기 
사람들은 쉬게 db(데이터베이스)라하면 과거지母적으로 생각하기

마련이다. 과거의 정보들을 찾기 쉽게 정리해놓은 창고비슷한 개념으로 말이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생각 

해본다면 db 는 앞으로생성될 정보들을 취사선택하고 정리할수 있는 틀을 제공하며, 그로부터 의미를 이끌 

어내는도구역할을한다• 예를들어 책상서 랍맨 위칸에 명함을보관하기로마음먹었다면, 앞으로 들어올명 

함을어디에 두어야할지 고민할필요가없어지는것과 같다• 또한가지 편견은 db 는 변하지 않는고정적인 모 

습을 갖고있다는 생각이다• 근사한명함첩이 생기면 당연히 보관장소를 옮기는것과마찬가지로, db의 모습 

은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다• 내가생각하는디자인디비는 미래지향적인 개념이다• 앞으로의 디자인을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틀을 제공하는 하나의 도구이다.

올해 구성이 많이 바뀌었다. 바뀐 점을 설명해달라•가장 눈에 띠는 변화는 내용이 다양해졌다는 것이다. 작 
가상 눈에 띠는 변화는 내용이 다양해졌다는 것이다. 작

년의 원 토픽 (One-topic) 구성에서 특집의 비율을 줄이고 다른 기사들을집어넣었다. 가장눈에 띠는 내용은 

인터뷰 꼭지이다. 이 인터뷰 시리즈는 디자이너가없던 시절에는 누가디자인을 했을까?'란물음에서 시작 

했다. 예전의 공예품을말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에서 정규교육을받은 1세대 디자이너들이 생겨나기 전에도 

현대적 개념의 디자인 제품들이 있었고, 또그것을만들어낸 사람들이 있다• 예를들면 인쇄기술이 들어오고 

타이포그래피에 대한개념조차 정림되지 않았을 시절에도 한글 타이포그래피 작업을 하셨던 분이 있을것이 

다. 그런 분들의 당시 작업 과정이나, 경험을들어보면 현대 한국디자인의 모습이 형성된 과정을추적해볼수 

있지 않을까생각했다•그밖에도각구성이 아직 확실히 자리잡진 않았지만,곧정리될 것이다.

이번 호 특집 내용을 살펴보니〈조선시대 기록문화와 정보디자인〉이란 거창한주제에 걸맞지 않게 소재가 

너무 협소한 것 같다•방대한 조선 시 대 기 록무화의 모드 번위 룰 다 다看 수는 없는 노릇。!다. 잡지의 특성상 주 
电대한조선시대 기록은화의 모든扌위릏다다書수는없는노릇이다. 寿지의 득서상춘

비 기간도짧았다. 중요한것은과거 조선시대 기록문화가과연 현대 정보디자인에 있어 어떤 의미를 던져줄 

수 있는지, 또 현대 정보디자인의 개념으로 이러한옛 텍스트를 재해석하고, 나아가 현재의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의미를 이끌어 낼 수있는지 알아보는 것이었다• 이번 호에서 우리가 텍스트로제시한조선시대 반차도 

에서 그런 행위가가능하다면 다른 텍스트에도가능할 것이 아닌가. 하나의 시도로봐주면 좋겠다.

02\03

마지막으로궁금한것이 한가지 있다. 왜 가격을 1,500원으로올렸나?

미안하다• 더 좋은모습으로 보답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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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행렬이 시작되다

여기 하나의 행렬이 시작한다. 왕의 행차인 듯, 그 행렬은 초입부터 장엄하고 화려하기 그지없다. 때는 1795년 윤2월 9일, 조선 

시대 가장매력적인 캐릭터 중한명인 정조가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모시고 수원성으로 8일간의 여행을 떠나는 중이다.

현대 정보디자이너들에 의하면 정보디자인, 혹은 인포메이션 아키텍처에 대한 오늘날의 논의는 근본적인 면에서 과거에 비해 전 

혀 새로울 것이 없다. 하나의 정보가 있다면 그것을 구성하는 방식이 존재하며, 그 방식이 바로 정보디자인인 것이다. 우리는 이 

8일간의 행차,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 행차의 보고서라할수있는조선시대 의궤에서 과거 정보디자인의 흔적을찾아보려고한다. 

여기에 실려 있는정보는어떤 방식으로구성되어 있으며, 어떤 점이 현재와다른가, 혹은현대 정보디자인의 시각에서 바라본과 

거의 기록문화는 어떤 것일까?

잠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행렬을 따라가보자.

이 그림은서울대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는조선시대 의궤 중 하나인〈원행을묘정리의궤（園幸乙卯無歸）〉내에 실려있는〈반차도（班次圖）〉이다. 

〈원행을묘정리의궤〉와〈반차도〉에 대한자세한설명은26P 옐로우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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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시 대 기 록문화와 정 보디 자인 一 현대의 정보수용자, 인터뷰, 글、박활성기자

사학자 한영우 선생님을 만나다

정조^ 탄좌마庇馬）.
왕의 모습은 일 부러 그리지 않았다.



저희가 이번 특집을 준비하면서 선생님을 처음으로 찾아 뵌 것은〈정 

조의 화성행차, 그 8일〉이란 선생님의 저서를 보고, 선생님이야말로 

저희가소재로삼은〈원행을묘정리의궤〉의 '일차적인 정보수용자 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생님은 여기서 얻어낸 자료를 바탕으로 

정보를 재해석해 현대에 다시 소개했다는 점에서 또다른 정보생산자 

이기도 합니다.

먼저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에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이 있 

습니다. 디자이너들, 혹은 일반인들이 조선시대 기록화에 대해 관심 

을 갖는 것은 단지 그것이 시각적으로 뛰어나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 

각합니다. 그것이 안에 무언 가를품고 있다는 인상을주기 때문이지 

요. 언뜻 봐서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하나가 의미를 가지고그곳에 그 

려져 있다는 인상을준다고생각합니다. 여기서는그 '무엇 을 정보 

라고가정하려고 합니다. 물론 현대의 정보개념과 과거의 정보개념이 

다를테지만요. 그리고 그러한 정보가구성된 방식을 '정보디자인 이 

라고 가정하려고 합니다. 선생님 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약간은 생소하 

겠지만, 어쨌든 그런 가정 하에 인터뷰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책의 서문에서 정조시대 기록문화의 치밀함에 대해 무 

섭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알고 싶은 것은 그 

당시 정보가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또 누구에 의해 생산되었 

으며, 누가그 정보의 수혜자였는지에 대해서입니다쳐"調 꾴흘 

먼저 그려보자면, 당시의 정보에는 문자기록과 그림기록이 있습니다. 

대체로사료라고 하면 이 두 가지 모두를 말하는 것이지요. 조선시 대 기 

록문화를 살펴보면 이 두 가지 정보를 결합하려는 시도를 곳곳에서 발 

견할수 있습니다• 문자기록에 대해서는 이 책의 주제를벗어나는 것일 

테니 생략하기로하고, 그림기록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림에 의한정보의 생산은주로화원 화가들에 의해 이루 

어졌습니다. 이들은 여기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임무를 수행했지요• 초 

상화를 그린다든지, 왕실에 있었던 주요장면들을 그리거나, 또지도를 

제작했지요• 하지만안타깝게도 공무원 신분으로 일한 작품에는 이름이 

들어있지 않습니다•이 때문에 미술사분야에서 이런 것들을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기기도합니다• 하지만제가보기에 그런 그림들, 즉실명이 들 

어가 있는 그림들은 이들이 개인적으로 아르바이트한 작품에 불과합니 

다. 이름이 남아있기에 자료로서 가치가높을따름이지요.

누가 그 정보의 수혜자였냐는 물음에는 왜 조선시대에 기 

록문화가발달하게 되었는지 부터 설명하는게 좋겠군요. 조선시대 기록 

문화는 유교문화, 유교정치가피운꽃이라고 생각할수 밖에 없습니다. 

유교정치는 백성으로부터 믿음을 얻어내는 것이 가장 우선이죠. 또 백 

성의 믿음은정권의 솔직함과 투명성에 의해 획득할수 있습니다• 조선 

시대 기 록문화가 보여 주는 그치밀함은 바로 백성들의 믿음을 얻어내려 

는 시도였다고 생각합니 다.

하지만 그 당시 일반 백성들로서는 그러한 정보에 접근하기조차 힘들 

었을텐데요•黄쿏羽堀㈱爍報報箱 

사회 구성으로 볼 때 어쩔 수 없었다고생각합니다. 사회적인 여건만허 

락했다면 정보의 공유가훨씬 넓게 이루어졌을것입니다. 일례로 18세 

기 , 즉 정 조대에 와서는의궤 를 목판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다그런 

것은아니지만 여기 있는〈정리의궤〉도목판으로인쇄한것이지요. 조 

선 초기 에 필사로 제작된 의궤 는 보통 5〜8부 정도 제작되 었지만 목판 

은대량생산이 가능하지요. 이〈정리의궤〉의 경우는 100권이 넘게 인쇄 

되어 전국에 나누어주었습니다. 기술의 발달에 의해 정보공유의 범위 

가넓어진 것이지요. 접근' 이란측면에서 보자면 이 정보의 1차적인 수 

혜자는 조선왕실 이 되 겠지 만, 그것 은 기 술의 제例 따른 것 이 고, 앞서 

말씀 드렸듯이 왕도정치를 가능하게 한다는넓은의미에선 일반 백성들 

도 그 수혜자에 포함된 다고 볼 수 있겠지요.

제 생각에는 기술이나사회적 여건도 한몫 했겠지만 권력이란속성 자 

체도 정보의 형태나 구성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기록화에서 왕의 모습은그리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알고 있습니다.이 

것을 권력에 의한 정보 통제의 일례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기록화에 
기록화에 

선 왕의 모습이 빠져있지만 왕의 초상화는 그리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왕이라해서 절대 미화하는 법도없죠. 주근깨가 있으면 있는대로, 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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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의궤〉에 나오는도판중 맨 앞에 놓여있는 화성행궁도,이번 행차에서 중요한행사가열렸던 곳을찾아볼수있다.

• 득중정…행차6일 활쏘기가열린곳이다.

• 낙남헌…행차3일 오전에 문무과별시가거행되었으며,6일 오전에는양로연이 열렸다.

e 봉수당…행차5일 이번 행차의 주연인 헤경궁 홍씨의 회갑잔치가 벌어진 곳이다.

。신풍루…행궁의 정문이며. 행차6일 화성 주민들에게 쌀을나누어준곳이다.

see 14p



못생겼으면 못생긴대로 화가들은 있는 고대로 기록했습니다• 기록화에 

도물론왕을고릴 수있었겠죠.하지만보시면 알겠지만3기가斗邪정 

확한묘사가불가능합니다. 왕을 그리려면 정확히 그려야지 부정확하게 

그린다는것은안될 일이죠•왕에 대한위엄,이미지에 손상을입힐 수있 

으니까요. 그런 연유로 그런 관례가생긴 것 같습니다. 그것을 통제라 부 

르고싶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일반인들도잘 알듯이 사관들이 기록하는 

사초（史草）는 왕이라 해도 절대 간섭할 수 없었죠. 말실수를 했으면 한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이런 점을 보시면 알겠지만 권력에 의한 정보의 

통제는 오늘날이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책의 구성으로 들어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하나 

의 사건을 기록하는 데는 시간순서가 가장 적합합니다. 선생님께서도 

집필하실 때 이 방법을 사용하셨구요. 하지만〈정리의궤〉의 구성은 이 

와는 다릅니다. 글도그렇고 그림도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그저 관례 

인지, 아니면 여기에 어떤 다른의미가있는지 알고싶습니다•먼저 우작 
먼저 문자

기록에 대해 말씀드리면 정해진 순서가있습니다. 우선 업무주체에 따 

른범주로자료를분류합니다. 왕의 명령, 축사,왕에게 올린 건의서,관 

청기리의 업무연락등으로요. 그리고 중요도에 따라나열하지요. 물론 

아무래도왕의 명령이나,왕이 신하와나눈。］야기 등이 다른것에 우선 

해서 나열되지요.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이 시대 정보디자인의 원칙 （만 

약그런 말을사용할수 있다면 어］서 중요한것은 요즘 중요시하는 효율 

성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모든사건을 그저 시간 순서대로나열했 

을지도모르지요. 권력, 즉왕에 대한경외가효율에 우선하고, 물리적 

인 현 상보다사상이 중요합니 다. 조선 시 대 정 보디 자인 을지 배 했 던 원 리 

는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정보를 구성해야 좋은지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일단 범주들의 순서가정해지면 그 안에서는 다시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는것을 알수 있을겁니다.

도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순서보다는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배열되어 있지요. 아무래도 이번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어머님의 회 

갑잔치 장면을기록한그림이 먼저오겠고,고연회에서 췄던 춤이 그다음, 

이런 순이지요. 춤기 리는시간순서대로되어있는것을 볼수 있을겁니다. 

그럼 도판의 맨처음은 회갑잔치가아니라화성행궁도인데, 이것이 가 

장중요했다는 말씀이신가요?굴로기롴됫 내聂도 맨 앞에 어명이 오는 
츨로기록된 내용도앤 할에 어훵이 오는

것이 아니라행사 일정표에 해당하는택일（擇日）이 오지 않습니까? 그 

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림은 책의 구성에서 도판에 대한작은 목차로 

보시면 됩니다• 먼저 행사가 이루어진 공간에 대한이해를전제하는 것 

이지요.사람들은 각각의 행사가 이루어진 곳을맨 첫 페이지에서 찾아 

볼수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는 무서울 정도로 자세합니다. 제가 보기엔 너무 

과다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데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 

었을까요?옛、요즘말로하면 건号 짓는 데 미쟁이 이름까지 써있는 격 
예, 요츰鲁로 하연 건흘 짓는 데 미쟁이 이름까지 써있는 격

이죠• 하지만이렇게 치밀하기 때문에 더욱더 투명한자료가되는것입 

니다. 가령 국가적인 행사를하는 데 그저 1억원이 들었다고하는것과 

1,12,562485원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데이터가자세하지 

않을수록진실성은 떨어지게 마련이죠. 그리고설 렁 탕몇 그릇, 만드는 

데 들어간재료, 구입비,그릇단가등을모두적어보십시오• 거짓말을할 

래야 할 수없습니다. 좋은 말만하는 홍보자료가아닌 다음에야 자세하 

게 기록하는것이 흠이 될 수없지요

다시 말하면 조선시대의 기록문화, 특히 그중에서도의궤 제작의 목적 

은하나의 거짓없이 정보를 솔직하게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정당성을확 

보하려는것이었고, 때문에 지금 보기에는과할정도의 치밀함이 나타나 

는것입니다.그것을 효율적인 정보의 전달 이란현대의 기준으로재단 

할수는 없습니다. 그러한치 밀함이 그 정보가가져야할 덕목이었으니까 

요• 그것은자신의 목적에 가장알맞게 디자인되었다고 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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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인문대학 국사학과 교수. 서울대 사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 객원교수.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장. 규장각 관장 둥을 역임하였다.〈조선전기 사학 

사 연구〉.〈다시 찾는 우리 역사〉.〈정조의 화성행차. 그 8일〉둥 많은 저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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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기록문화와 정보디자인 二

반차도（班次圖），시각화된 언어정보
김홍도 사단의 유쾌한 보고서 만들기 글、김형진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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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속오례의서례 （國朝绩玉禮儀序例）〉가례 배반도중〈인정전진연지도（仁政殿進宴之圖〉

1744, 중요한 왕실 행사에 참석할 사람들의 대열과 순서를 문자그림으로 표시해놓았다.



롤랑 바르트 （Roland Barthes） 는 1969년〈회화는 언어 체인가?〉라는 

글을 통해 회화와 언어는 완전히 다른 구조물이라는 것, 때문에 이 둘 

사이를 화해시킬 수 있는 좋은 번역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회화와 

언어, 이 두가지 다른 매체 사이에서 의미는 끊임없이 되돌려 보내지 

고. 항상 이동 한다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이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 

기이다. 그림에 대해 만가지 말을쏟아놓는다해도그 말이 곧그림이 

될 수는 없으며, 말을 아무리 잘 도해 （圖解, illustration）한다고 해도 

그림이 말을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지만 인간의 역사 속에는 이 불가능한 만남을 위한 

수많은 노력들이 존재해왔다. 글을 읽지 못하는 신자들을 위해 만들 

어진 종교화나,〈오륜행실도（五倫行*圖）〉,〈효자도（孝子圖）〉와 같 

은 유교적 감계화（鑑戒畫）들이 그 좋은 예이다. 이들은 모두 특정한 

언어정보 를 '시각정보 로 전환하고자 노력 했던 증거들인 셈이다. 

1795년 을묘년에 있었던 정조의 화성 행차를 기록한〈반차도〉도 이 

러한 범주에 속하는그림이다. 왕이 직접 수원까지 행차한국가적인 

행사를 세세하게 기록한 책인〈원행을묘정리의궤〉에 포함되어 있는 

이 그림은, 조선 왕조 문화의 르네상스기라 일컬어지는 영 •정조 시기 

에 언어로 기록된 정보를 시각화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동원되었는지 

를 잘보여준다.

이 그림이 '시각화된 언어정보 라는사실은 여러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몇몇 기록에 따르면, 왕실 행사를 기록한 언어는 

너무 장황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알기 쉽게 그림으로 도해할 필요 

가 있다고 적고 있다. 더욱이, 영 •정조대에는 왕실 기록화를 왕이 직 

접 친견（親見）하는 관습이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린다면,〈반차도〉는 

정조에게 화성 행차의 결과를 프레젠테이션하기 위한 시각 보조자료 

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반차도〉는〈배반도。融圖）〉혹 

은〈문반차도里班次圖）〉라는 이름의 문자도로 만들어지기도 했다는 

사실도 중요하다.〈배반도〉란 행렬의 모습을문자로표시한 것을 말하 

는데. 이는〈반차도〉가순수한 회화의 성격을 띠기보다는 정보전달을 

위한 시각자료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그렇다면〈반차도〉를 제작한 화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언어정보 

를 어떤 방식으로 시각화하고 있을까? 이를 본격적으로 살피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다. 바로〈반차도〉자체는 지루하기 짝이 

없는 회화 형식이라는 점이다. 그저 기다란 두루마리에 수백, 수천의 

행렬을끊임없이 늘어놓아야하는 것이〈반차도〉인 것이다. 정조의 화 

성 행차라는 동일한 사건을 병풍 그림으로 재현한〈환어 행렬도（還御 

行列圖）〉와 비교하면〈반차도〉가 얼마나 하품 나는 회화 형식인지가 

단박에 드러난다. 구불구불한산길을 따라 이어지는 행렬의 장관, 이 

를 구경하는 백성들의 해학 넘치는 표정들이 돋보이는〈환어 행렬도〉 

에 비하면〈반차도〉는아무런 스펙타클도, 잔재미도가미되지 않은오 

락성 제로의 작품인 것이다.〈반차도〉가공무원용 보고서라면,〈환어 

행렬도〉는장대한서사시에 가깝다.

그러나결과적으로 1795년작〈반차도〉는보는 이에게 담 

담하면서도쏠쏠한재미를 제공하고 있다. 유쾌한공무원 보고서 만들 

기.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는 이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 화원들은 어떤 

필살기를 동원한 것일까? 일단 이 작업에 참여한 화원들의 면면을 살 

펴보자.〈원행을묘정리의궤〉의 '상전（賞典）' 을 살펴보면 최득현, 김 

득신, 이명규. 장한종, 윤석근, 허식, 이인문등 당대 최고의 자비대령 

화원（差備待令畫員） 들이 이 작업에 참여했음을 알수 있다. 또한 조 

선 후기 회화의 슈퍼스타 단원 김홍도가 비공식으로 이 기록화의 총감 

독을 맡고 있었다. 김득신, 이인문, 장한종 또한 김홍도 화파의 대표적 

인물들이었다. 그렇다면 조금 희망이 보인다. 김홍도가 누구인가. 당 

대의 시정 풍경을 가장 날카로운 눈으로 관찰하고 이를 감동스러울 정 

도의 해학을 가지고 묘사해낸 자가 아닌가.

이들이 착수한 첫 번째 작업은〈반차도〉의 기본형으로 이어져 오던 인 

물 배치 방식을 바꾸는 것이었다. 18세기 후반에 제작된 또 다른 반차 

도인〈예궐반차도（詣闕班次圖）〉와 비교해보면 이 작품에 나타난 방식 

이 얼마나 혁신적이었나를알수 있다. 왕이나 왕비를중심으로좌우대 

칭으로 배치되었던 인물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다시 배열하고 있는 것 

이다.〈예궐반차도〉와 같은 전통적 방식에서 왕과그 이외의 인물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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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부터

〈대사례도권〉제 1장면〈어사도〉.〈기사계첩〉제4면〈봉배귀사도〉.〈정리의궤〉〈반차도〉중일부

각인물들을살펴보면〈반차도〉의 인물 표정이 얼마나뛰어난지 알수있다.



같은 공간 속에 놓일 수 없었다. 그들사이에는 계급 혹은 신분이라는 

장벽이 가로놓여져 있었고, 왕은중심 공간에, 나머지는주변공간에 위 

치시킴으로써 이러한 차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지금 다 

루고 있는〈반차功에서 정조대왕이나혜경궁은 나머지 인물들과 동일 

한공간을 점하고 있다. 비록신분적 차이는 엄연히 존재하지만그림 상 

에서 만큼은수평적 위치를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변화 

는 18세기 전반영조대에 제작된〈기사계첩（耆社契帖）〉과김홍도자신 

이 1786년 반차도 형식을 차용해 제작한 안릉신영도器蠲迎圖）〉에 

서 이미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 두 그림에서는 왕이나 왕비 같 

은 절대 권력자가둥장하지 않는다• 다른회화에 비해 지독히 보수적인 

왕실 회화의 성격을 생각한다면 이들의 시도는 놀라운 것이었다.

두 번째로지적할 것은 인물 표현의 해학성이다. 사실. 좁 

은 화면에 천 칠백 여명이나 되는 인물을 표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더군다나 그 작은 인물들의 표정에 생명을 불어넣 

는 일은 웬만한 노력으로는 이루기 힘든 작업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김홍도 사단의 드림팀은 이 어려운 작업을 하나하나 꼼꼼히 해나갔 

다. 앞서 언급한〈기사계첩어】서조차 중요인물들을 제외한나머지 사 

람들의 얼굴은 마치 봉제인형처럼 아무런 표정 없이 처리되어 있다. 

역시 영조대에 제작되었던〈대사례도권（大射禮圖卷）〉에는 아예 눈 

코입 없는몽달귀신 같은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에 비해〈반차 

도〉의 인물들은 활기가 넘친다. 김홍도의 풍속화에 등장하는 인물까 

지는 미치지 못하지만 각각의 얼굴 묘사는 개인의 개별성을 가능한 살 

려주고 있는 것이다. 한낱 병졸 하나의 얼굴도 예사로이 처리하지 않 

는 이 노력으로 이 그림은 왕실 기록화이자 한 폭의 커다란 풍속화와 

같은모습을띠게 된 것이다.

마지 막으로, 인물과 말 둥의 다양한 자세를 빼놓을 수 없 

다. 언뜻 모두 같아 보이는 인물과 말들의 자세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들이 조금씩 다르게 묘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다양한포즈는 당시의 정해진 몇몇 패턴의 조합으로 이루어낸 

것이긴 하나, 이러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자칫 지루하기 짝이 없었을 

〈반차도〉는 생기 넘치고. 유쾌한 작품으로 살아나고 있다. 18세기 후 

반의 회화세계를 주름잡았던 김홍도와 그의 영향아래에 있던 화원들 

은 딱딱하고 공식적인 왕실의 언어를 한없이 정감 넘치는 화면으로 다 

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1788년, 44세를 맞은 김홍도가 문사들의 모임에 참석한 

뒤, 그모임의 장면을그린〈은암아집도（隱巖雅集圖）〉에는다음과같 

은 찬문이 붙어 있다. “• • •만약 그 자취를 그림으로 그려 뒷사람들에 

게 전하지 않는다면 그 누가 이 모임의 훌륭함이 옛날 당시와 같았을 

것이며 . 우리가 다행히 태평한 시절에 태어나서 태평한 기상을 아름답 

게 장식 했던 것을 알수 있겠습니까?”〈반차도〉에 대해서도 같은 이야 

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김홍도를 위시한 화원들의 노력이 아니었다 

면 우리는 1795년에 있었던 장대한 행렬의 모습을 그저 머리 속으로 

상상만 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혹은 이전의〈반차도〉에 나오 

는모습처럼 딱딱하고 생기 없는 행렬로 기억하게 되었을지도모를 일 

이다. 그림은 분명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최선의 매체는아니다. 그러 

나. 그림은 언어가 전달하지 못하는 어떤 공백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림이 위치하는 곳은 바로 언어의 공백, 바로 그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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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실 기록화를 왕이 직접 친견（親見）하는 관습은 18세기 이전에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그만큼 이 시기 왕실 기록화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되었을 것이다. 물론 이것이 주된 용 

도는아니었다.〈반차도｝롤 포함한 의궤의 첫번째 목적은 왕실행사를 세세히 기록함으로써 이후 

에 있을 행사의 모델로서 기눙하는 것이었다.

자비대령화원이란 1783년 정조가 창덕궁 규장각에 설치한궁중화원 식제를 말 

한다. 이들은 도화서의 일반 화원들과 달리 국왕 주변에서 도화활동을 담당하며 특별 대우를 받 

았다. 김흥도, 이인문. 김득신. 이한철 둥 조선후기와 말기를 대표하는 화원 화가들은 모두 자비 

대령화원으로 활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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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시 대 기 록문화와 정 보디자인 三 당시의 정보디자이너, 인터뷰, 글、박활성기자

화원 화가 김득신을만나다

〈정리의궤〉〈반차도〉에 나오는다양한포즈의 말들.
이들의 다양한자세는 각각의 기본적인 모양의 조합에서 나온다.



먼저 모르는사람이 많을 테니 자기소개를부탁드립니다.이튤웅3둘 

이 TP df
신 본관은 개성이다. 자는 현보（賢輔）이며, 호는 긍재 （兢齋）이다. 우리 

집 안은 유명 한 화가를 많이 배 출한 화원 집 안으로 잘 알려져 있다. 나도 

화원에 들어가초도첨절제사（椒島僉節制使）의 벼슬을지냈다. 주로작 

업한것은화원 내에서 그린 초상화나왕실 기록물들이지만, 후대에는 

오히려 여가시간에 틈틈이 그린 풍속화들이 많이 알려져 있다. 화풍은 

아무래도 단원 선생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내세울만한 작품으로는 

〈파적도（破寂圖）〉，〈귀우도（歸牛圖）〉，〈귀시도（歸市圖）〉，〈오동폐월도 

（梧桐吠月圖）〉,〈신선도〉등이 있다. 참고로 1822년에 죽었다.

현대에도 반차도는 많은사람들에 게 깊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제작 

당시의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샓溫篡翼衆際 群慨窮 

28일）, 어명에 의해 의궤제작을 담당할 의궤청이 설치되었다• 도판을 

그릴 화원으로는나를 포함해, 이인문, 장한종, 이명규등이 임명되었 

다. 고리고직접 언명은 안되어 있지만단원 선생님도 참여하셨다. 당시 

무고한 모함으로 관직을 박탈당한 상태라 공식적인 직책을 맡을수 없 

는상황이었지만이렇게 큰일에 선생님이 참여하시지 않는다는 게 말 

이 되는가. 왕께서 따로 부르셔서 비공식적이나마 총감독을 수행토록 

하셨다. 이 의궤를 위해 따로 활자, 요즘말로 하면 서체를 새로 만들었 

을 만큼 방대한작업이라기간도꽤 오래 걸 렸다. 지금기억으로는 작업 

이 모두끝나기까지 2년 정도걸린 것 같다.

당시 화원 화가들이 기록화를 제작하는 데 있어 지켜야만 했던 원칙이 

있었나요?弱겨뜚凋盤親芻호騎더將훫事指 

정해진 반차에 어긋나서는 안되었고, 직접적인 묘사는 당시 통용되던 

시각적 언어에서 벗어나지만않으면 된다•예를들면,우리 시대에는원 

근법에 입각해 사물을보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거나 꼭필 

요한 경우를 빼놓고는 원근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림의 방향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왜 반차도는 꺼꾸로 뒤 

에서부터 보도록 되어 있나요? 요즘과 달리 당시에는 책을 오른쪽에 

서 왼쪽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데 유독 반차도만 왼쪽이 앞을 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사람들이 보기에는그 덕에 보기 편하게 되어 있 

지만요.보통 반차도는 두루마리로 제작되었는데, 그 관례가 그대로지 
보동 반차도는 두르마리 로 제 작되 었는데, 그 관례가 그대로 지

켜진 것이다. 당시 두루마리 그림은왼쪽부터 펼쳐서 보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왼쪽을행렬의 앞으로두었다.

이 그림에서 가장 감탄스러운 것은 각 인물들의 표정이나 자세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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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생생하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많은 인물을그리면서 지 

루하지 않게 표현하려면 매우 힘들었으리라 생각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염두에 두고 작업에 임하셨나요?꿬셔 輦너 곡相. 옻 

직히 말해, 이 그림에 그려진 사람과 말등의 다양한자세에는 약간의 

속임수가 있다• 아마 눈썰미가 좋은사람이 라면 단번에 눈치챘을 것이 

다. 아무리 실력이 좋고, 또시간이 많더라도이 많은양의 인물, 혹은 

말들의 자세를 모두 제각각그린다는 것은 무리이다. 이런 경우, 우리 

가사용하는 방법은 소위, 시각적 어휘 내에 있는 기본 단어들을 다양 

하게 조합해내는 것이다.

예를들어 말한마리 를 묘사하는데 우리가사용한어휘는 

모두8가지이다. 우선 치켜든머리와조금내려간머리, 이 2가지 종류 

의 머리가 있다. 앞다리 는 모두 4가지 정도의 변화가 있으며 , 뒷다리는 

2가지 양상의 모습이 존재한다. 그리고이 변수들을조합하게 되면, 결 

과적으로 최 대한 중복을 막을수 있게 된다. 옆에 나오는 10마리 의 말을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똑같은 포즈의 말은 거의 없는 것처 럼 보임을 알 

수있을것이다• 이런 시각적 단어들의 조합은많은양의 같은대상을각 

각개성 있게 묘사하는아주경제적인 방식이다• 나를비롯해〈반차도〉 

를 제작하는 화원들은 이런 방법을사용해 비슷하지만 다양한 문장들을 

생산해 내었다• 물론고안에서도얼마만큼 적절한조화, 혹은세부적인 

묘사가가능한지는 화가각각의 역량에 달린 것이다.

세부적인 묘사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질문인데, 각 부분을 자세히 살 

펴보면그림의 완성도에 있어 차이가많이 느껴집니다. 어떤 페이지는 

굉 장히 뛰 어 난가 하면 또 어 떤 부분은 자세도 어 색 하고 말들도 생 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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屬庚面後

面宴門外右左 百外門外右左

幣거＜H右位▲奧|

片四，面鶏

黜澀緡謬片二■午面麻

圖升诉

［三H긘玄，?트츠日

月人■来匕育*

紀;허K

X似片H善■乙右圧

K片五十丁右左후穗

〈정 리의궤〉중 가마제 작도.
각 부분의 위치와모양이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다.



없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분담해서 작업을 하다보니 작품 

의 일관성을 지키기가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밑그림도 밑그림이지 
밑그림도밑그림이지

만 이 그림은 기본적으로 목판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목판을 파는 각 

자（刻者）들의 역 량에 크게 좌우될 수 밖에 없었다. 양이 많다보니 아무 

래도 중요한 부분은 솜씨좋은 각자들이 맡았지만, 조금 떨어지는 부분 

도나올 수 밖에 없었다.

도판의 중간에 실린 가마제작도에 대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의궤를 

보면 무려 열 두 페이지에 걸쳐 가마설계도가 들어간 것을 볼 수 있는 

데. 그만큼가마그림에 커다란비중을둔이유는무엇입니까?실케 행 
실제 행

入同서 가마가큰비중을夕卩］하고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행차에 사 

용된 가마는특별히 새로제작된 것이었다• 현륭원 무덤에 올라가는길 

이 가파르기 때문에 여기에 타고 갈특별한가마가필요했다. 정보란 것 

이 새로운 것 , 가치 있는것 , 기념할 만한것이라면 이 가마와그 다음에 

실려있는 배다리（주교,舟橋）가가장대표적인 정보일 것이다•원래 한 

강을건널 때는직접 배를 타고건너는것이 오랜 관행이지만, 때에 따라 

서는 배다리를 놓는경우도 있다. 특히 이 행사에 사용된 배다리는 왕께 

서 직접 설계에 참여하셨고,우리 시대 최고의 과학기술이 동원된 것이 

라자세히 기록할 만한가치가 있었다.

가마제작도의 구성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해주십시오.먼저 전체적 
먼저 전체적

인 측면도를원근법을 적용해 나타내었고, 뒤에 각면들을 기록하였다. 

또각면의 세부 부분은어디에 해당하는 것인지 표시하여 찾아볼 수있 

도록 하였 다. 이 렇 게 각 부분의 세 부도를 실 은 이 유는 새 겨 지 는 문양이 

정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아마지금 보더라도 가마 

를 재현하는데 큰무리가없을것이다.

이번에는 보다 일반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정보디자 

인에 있어서 정보의 순도는 생략의 정도와 비 례합니다. 즉. 정보를 더 

많이 생략할수록 꼭 필요한 정보만 남게 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정 

보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에 비해 반차도는 실제 행렬 

에 참가한 사람들의 수와 대열은 물론 사람들의 얼굴 표정 하나하나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현대의 관점에서 보자면 명백한 정보의 

과잉이지요.한가지 营어보겠다. 백마이 얼마만큼의 三기이가? 백만 
한가지 물어보겠다. 백만이 얼마句흠의 크기인가? 백만

개의 물건을한번도본적이없는사람은백만이얼마나큰지를이해하 

기 어렵다. 숫자란추상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것과 문자로 제시하는 것에는커다란차이가 있다• 이 행렬에 

몇 명의 사람들이 따라갔다고 기록해봤자 읽는사람은 그 크기를 추측 

만할따름이다.하지만이렇게 긴 행렬을눈으로직접 보여주면 다르 

다. 이〈반차도〉를보면,정말큰 국가행사였다는생각이 절로들것이 

다. 물론 우리도생략해도무방하다고 판단한것은과감히 생략했다. 친 

위부대인 장용위 군사를 그린 부분을 보면 96명의 군사를 10명만그린 

것을 알수 있을것이다.

또한생략되지 않은사실적인 표현이 정보전달에 효과적 

이지 못하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 반차도의 제작 목적은 행 렬을 

있는 그대로기록해 보존하는데 있었다. 물론사람 하나하나를 표현하 

는것이 불필요하게 느껴질지도모르겠지만, 이 그림은아斗런 사전 지 

식이 없는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엇을 표현한것인지 명확히 알수 있다. 

그건 불필요한정확성이 아니다. 한시대의 문화가작은물건들의 집합 

이듯이,이 반차도역시 그런 작은표현들이 모여 완성되는것이다.

마지막으로 요즘 사용되고 있는 정보디자인 기법, 예를 들면 막대나 

파이그래프, 각종도표, 혹은지도표현방식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 

시는지 알고 싶습니다확실히 맗으 발전을 한 것이 사실이고 효과적으 
확실히 않은 발전흘한것이 사©이고효과적으

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 하지만기본적으로 언어를 

비 롯한 모든 커 뮤니 케 이션 이 그렇 듯, 그런 장치 들은 학습을 전 제로 하 

고 있으며 200년 후에나 통용되는 방법이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그 

런 그래프나차트를 본다면 이해하기는커녕 어리둥절해 할것이다. 반 

차도에 나타난 그림들이 그사람들한테는 더 이해하기 쉬운 정보의 지 

도인 것이다• 나는 우리가지킨 방식들이 그 당시로서는가장첨단의 방 

식이고 그시대 사람들에게 더 좋은 방식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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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시 대 기 록문화와 정 보디 자인 四 행렬이 끝나다
information map of 1795 s parade

좌사중초군（左司中哨軍）과 초관, 그리고 좌사후초군（左司後哨、軍） 3대가 대미를 장식하며 정조의 화성행차는 끝을 맺는다. 한가지 밝혀둘 것은 반차도에 나와있는사람의 수와 정리 

의궤의 기록에는조금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반차도에 의하면 이 행렬에 참가한 인원은총리대신 채제공올 비롯하여 L779명, 동원된 말은779필이지만, 의궤 내의 기록에는 어가를 

따라간장관. 장교, 군병의 수가 L855명이라고 되어 있다.

한편, 행렬이 아닌 행사자체에 동원된 인원 명단을 살펴보면 무려 6천 여명에 달한다. 즉, 모두 어가를 따라간 것은 아니고, 현지에 먼저 내려가 있거나 혹은 연로에서 

대기하면서 근무한 자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의 점들은 반차도를 근간으로 이번 행렬을 한눈에 들어오는 크기로 축소시킨 것이다. 행렬 위에서 항공 사진을 찍었다고 생각해도 

좋을듯 싶다.

정보 디자인이 란 다른 말로 하면 정보의 조작이다. 그것은 마치 고고학에서 발굴 작업이 항상 유물을 파괴할 가능성을 품고 있는 것과 같다. 그것이 발굴되느냐, 혹은 파괴되느냐는 작 

업과정을 통해서 결정될 뿐이다. 정보 디자인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이 올바른 디자인이 될 것인지 정보의 왜곡이 될 것인지는 그 행위의 의도와과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용자와의 

관계에서 정해지는 것이다. 행렬의 구성을 좀더 잘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서도 약간의 조작을 가했다. 공간의 편의상 말들은표시하지 않았으며, 간격은 균등하게 조정하였다. 마지막 

으로 행렬의 구성을 좀더 효율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된 것들은 범 례로 표시하였다.



조
서
시
대
 기
로

「문
화
와
 정
보
디
자
인
 

四 

“
3  

|
・

3
:8

O

3
3

 

-
3

 

“
8

Z-
Z-- 

二

二

34 

• 

• 

• 

» 
• • • 
•

• 갓발

깃발을 들고 가는 군인은 총 241명이다. 그 중 가 

장중요한깃발이 위치한곳은 （e）부분이다.총5 

명의 병졸들이 왕을 상징하는 엄청난 크기의 용기 

（龍旗）를 들고 어가를 뒤따르고 있다. 이 밖에 사 

용된 깃발로는 주작기（朱雀旗）. 벽봉기（碧膘旗）. 

삼각기（三角旗）. 백택기（白輙） 둥을 비롯하여 

신기（神旗）, 영기（令旗）. 인기（認旗） 둥이 있다.

O 악대

각종 악기를 연주하는 악대는 총 115명으로 기록 

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장용영에서 차출된 인원 

이다. 가장큰악대 행렬은대각（大角）. 북. 징. 피 

리, 점자（点子）, 해금둥 완벽한 취주악대의 구성 

을 하고 용기 바로 뒤를 따르고 있다.

• 나인

얼굴을 베일로 가리고 말을 탄 여자 나인은 총 28 

명이다. 혜경궁과 정조의 두 누이까지 합한다면 

이번 행렬을 따라간 여자는총 31 명이 되는 셈이 

다. 이들 나인은 혜경궁과 두 군주（두 딸）의 시중 

올 위해 데려간 것으로 대부분어보률 실은어보마 

（御寶馬）（b）와 혜경궁의 옷을 싣고 가는 자궁의 

롱마（慈宮衣龍馬）（c）사이에 줄을 지어 가고 있지 

만. 나머지 10명의 나인은 다른 곳에 위치한다. 톡 

히. （。부분에 보이는 2명의 나인은 괘라선전관 

유성규와 함께 나란히 가고 있어 퍽 이채롭다.

□ 가마

위의 그림에서 가마는총4대가둥장한다. 하나는 

정조를 위한 것, 다른 하나는 어머니 혜경궁올 위 

한 것. 그리고나머지 두 개는 정조의 누이인 청연 

군주와 청선군주를 위한 것이다. （g） 부분의 혜경 

궁 홍씨가 탄 가마는 이번 행사를 위해 특별히 만 

든 것으로 무려 29종의 장인 120여 명이 제작에 

참여하였다. 각 가마에는 11명의 사람들이 앞뒤 

에 서서 보필하고 있다.

★왕

행렬에서 왕이 어디 있는지는 한눈에 파악할수 있 

다. 가장 호위가 삼엄하고 사람들이 ■곡히 들어 

찬부분（h） 이 바로정조가지나가는자리이다. 원 

래 정조는이보다훨씬 앞얘 위치한（d）부분어가 

에 타기로 되어 있었지만. 이번 행차에서는어머니 

를 모시고 가는 관계로 일부러 가마를 타지 않고 어 

머니 혜경궁 홍씨가 탄 가마 뒤에 말을 타고 있다.

工샐럎

이 부분은 실제 인원보다 적게 그려진 부분이다. 

예를 들면 （a）부분에 나오는 별기대의 실제 인 

원은 84명이지만. 반차도에는 10명만 표시되어 

있다. 실제 행렬에 참가한인원수는 옆에 숫자로 

표기하였다.

® 총올든사람

행렬에 참가한사람의 대부분이 군병（軍兵）이라 

할 만큼 군인이 수행원의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간단히 살펴보면. 친군위 200명. 별군관 100명. 

금군 MX”. 가전별초 50명. 무예청 총수 80명. 

아병 44명. 장용위 100명 등이 있다. 이들을 모두 

표시하는 것은 힘들어 군병들 중 총을 든 사람만 

표시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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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기록문화와 정보디자인 五 조선은 이미 체계적인 글、김 경 균•정보공학연구소장

정보 네트워크 사회였다

사상적 기반을이思던 음양오행 개념도.（디자인、김경균）
풍수지리에서 의복, 음식에 이르기까지 조선시대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도 안 되는 짧은 시 간동안 농경사회 에서 산업사 

회를 거쳐 정보사회로 급격히 전환되면서 서구화 일변도의 길을 치달아 

왔다. 그래서인지 언제부터인가 정보화 라는 말은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네트워크의 범위로만 한정지어 사용하고 있는 듯하다. 그 

러나 따지고 보면 모든 생명체가 자신의 유전적 정보를 번식하려는 본 

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정보화 는 이미 인류가 생겨나기 전부터 우 

주의 질서로서 존재해왔던 것이다. 단지 인간은 미디어나 테크놀러지 

의 발전과 더불어 정보를 수집하거나, 비슷한종류로분류하거나, 체계 

적으로 기록하는둥의 의식적 정보화 행위 로 발전시켜 왔다는 것이 다 

른생명체들의 무의식（본능）적 정보화행위 와구분된다고할수있다.

그런 의미에서 디자인이란 의식적 정보화 행위 의 결과 

가다른 집단이나 개인에게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코드 

를 부여하는 것이고, 넓은 의미에서는 의식적 정보화 행위 그 자체 

를 디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이런 인간의 의식적 정보화 행위 가최근디지털 

테크놀러지의 급격한발달에 의해 범 우주적 질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향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높다. 특히 유전 

자조작이나복제 둥의 '무의식적 정보화 행위 에까지 인간이 관여하 

는우를 범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선조들의 우주의 질서와어우러 

진 의식적 정보화 행위 가운데에서 조선시대의 것들을 중심으로 다 

시 돌이켜 봄으로써 오늘날 디지털 테크놀러지에 의한 서구적 과다 

정보화 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더불어 그 대안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 

가되었으면 한다.

천지만물의 조화에 순응

조선은 고려의 불교숭배 사상과 노선을 달리하기 위하여 음양（陰陽） 

과 오행（五行）을 바탕으로 한 유교를 국가의 기반사상으로 삼았다. 

이러한 음양오행 사상은 조선이 도읍을 정하는 과정에서부터 나타난 

다. 한양의 지형을 살펴보면 북악산은 도읍의 주산（主山）으로 현무 

（玄武어] 해당되고, 동쪽의 낙산（낙타산）은 청룡（靑龍）이 되며. 서 

쪽의 인왕산은 백호（白虎）가 되고, 남산은 주작（朱雀）이 되어 이 네 

개의 내산（內山）이 자연적 경계를 짓고 있다. 아울러 북한산과 덕양 

산. 관악산. 용마산은도읍의 외산（外山）으로다시 이들을 첩첩이 둘 

러싸고 있다. 또 내수（內水）로서 청계천이. 외수（外水）로서는 한강 

이 흐르고 있어 산과 물이 음양의 조화를 이룬, 그야말로 음양오행을 

두루 머금은 천혜의 명당이다. 여기에 도읍을 드나드는 사대문과 사 

소문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게 배치하고 거기에 숭례문. 흥인지문 등 

의 이름을 붙여 사람이 지켜야할 다섯 가지 도리（五行）인 인의예지 

신（仁義澧智信）을 부여하였다. 또한 왕이 집정하는 자리 바로 뒤편 

에는 일월오봉도（日 月五峯圖）라는 음양과 오행을 상징하는 그림을 

배치시킴으로써 그사상적 지지 기반을분명히 밝히고 있다. 뿐만아 

니라 의복에도 오방색을 적용하여 관직에 따른 차둥을 두었으며 궁 

중의 음식물에 이르기까지 이 오방색과 맛의 조화를 따지게 되었다. 

따라서 조선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이미지 아이덴티티와 함께 컬러 

코딩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정보 디자인 체계를 확립하고 있었다고 

볼수 있는것이다.

정보 디자인을 실현한두 군주의 위대함

이런 조선을 500년 이상지속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세종과 정조라는 

위대한 두 군주가 있었다. 세종은 집현전을 세워 한글창제로 그 씨를 

뿌렸고, 정조는그 싹을 키워 문화의 꽃을 피웠던 것이다. 한글은 중국 

의 한자와는 그 노선을 달리하는 정보전달의 새로운 체계를 독자적으 

로 구축하였다는 점에서도 그 위대한 정보 디자인적 의미는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없을 것이다. 한글의 창제 원리 역시 '□ 一 ]' 천지인 

（天地人）을 기본 골격으로 어두운 소리와 밝은 소리에 해당하는 음양 

을조화시켜 만들어졌다. 한편 정조는 규장각을 통해 정보의 수집, 분 

류, 기록을 체계화（디자인）하였다. 그 대표적인 결과가화성（華城）이 

라는신도시 건설 보고서인〈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齣）〉와어머니 

혜경궁과 함께 8일 간의 화성행차를 기록한〈원행을묘정리의궤（園幸 

乙卯磔Wl）〉이다. 이들 의궤를 정보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가 

장 주목할 점은 그 내용의 정확성과 함께 표현의 일목요연한 체계일 

것이다.〈화성성역의궤〉는 2년 8개월에 걸쳐 화성을 축조한 모든 과 

정에 투여된 비용, 물품, 참여인원 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고 정 

약용의 축성법과 거중기 둥의 제작 방법 및 사용법까지를 문자만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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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임진왜란시 수군에서 사용했던
롱신연（자료제공、민속연 연구소）



니라 그림을 통해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었기에 근자에 들어 그 원형 

복원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또한〈원행을묘정리의궤（園幸乙卯辘 

馳）＞는 L700여 명이 등장하는〈반차도（班次圖）〉만으로도 놀라운 

조선의 기록문화를 느낄 수 있는데 특히 단원（檀園） 김홍도의 뛰어난 

관찰력과 해학적 인물 표현은 신기에 가깝다. 표현을 자세히 들여다보 

면 같은 직급의 인물이라도수염의 모양이나 얼굴의 표정이 전부 다르 

다. 높은 직급의 관리는 잔뜩 몸을 뒤로 젖혀 거만을 떨기도 하고 턱을 

세워 위엄을 자랑하고 있지만 이를 호위하는 포졸은 뒤를 돌아보며 장 

난기 어린 웃음을 흘리기도 한다. 또한 각 소속에 따른 의관의 차이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으며，깃발의 형 태와 그림이나 색깔까지도 정확 

하게 구분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악대의 각악기 배열까지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 2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이 장엄한 행차가 바로 눈앞 

에서 펼쳐지는 듯하다. 이것은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정보 디자인의 근 

간이 되는 정보의 수집, 분류, 기록, 전달이라는모든요소를 만족시켜 

주고 있으며, 조형적인 아름다움 역시 뛰어나다.

지리정보의 효율적 전달

또한 조선시대에는 다양한 지도가 제작되었는데 특히 그 가운데에서 

도 고산자（고산자） 김정호는 당시 발달했던 지도제작 방법을 종합하 

여〈대동여지도〉를 만들었다. 그가 대동여지도 보다 앞서 제작한〈청 

구도〉의 서문에서 “산마루와물줄기가땅의 근골과 혈맥'이라는표현 

을 통해 이 땅에 대한 애정과 자연관을 짐작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전통 

적인 자연관을 대동여지도에 그대로 반영하였던 것이다. 대동여지도 

는 당시 가장큰 전국지도인 동시에 보기 쉽고 가지고 다니기 쉽게 만 

든 지도이다. 김정호는 이를 위해 분첩절첩식 （分帖折疊式）으로 제본 

하였다. 분첩절첩식이란 일반적인 책자 형태에 비해 간략하여 펼쳐보 

거나 휴대하기에 매우 편리하게 제본된 것으로 부분적으로 자세히 볼 

수도 있고, 서로 이어 볼수 있어 분합（分合）이 자유롭다는 것이 그 가 

장 큰 특징이다. 대동여지도는 우리나라를 남북 22층으로 구분하여 

하나의 층을 1첩으로 만들고 22첩의 지도를 상하로 연결하여 전국지 

도가되도록하였다. 즉, 정보의 효율적인 전달과관리를위해 특수한 

제본의 북 디자인을 시도한 것이다.

왜구를물리친 정보디자인의 힘

한국의 연은 신라의 김유신 장군이 사용했다는 기록이〈삼국유사〉에 남 

아있어 그 기원을따져 본다면 이미 1,3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 

다. 우리나라의 연은 원래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그러다가 점 

차 연날리기를 놀이로 삼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형태가 다른 나라의 연 

과 달리 바람과의 관계가 매우 과학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 연을 날리는 

사람의 조종에 따라연이 자유자재로움직일수 있다. 이러한기능적 특 

성을 정보전달을 위한신호체계로 발달된 예를 여기저기에서 찾아볼수 

있는데, 특히 임진왜란에서 삼도수군통제사로 있었던 이순신 장군이 전 

략적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진 신호연올 살펴보면 당시 얼마나 다양 

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정보전달이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를 짐작할수 

있다. 방패연 위에 새, 구름, 해, 달, 바람둥의 천지만물을음양오행의 원 

리에 따라 심플한 조형으로 완성시킨 이 수 십여 종의 신호연은 해상에 

서 다양한 진법을 구성하거나 전진과 후퇴 , 회전 등의 지시사항 둥을 전 

달하는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였다. 현대 해군에서 사용하는수기 

신호보다 훨씬 뛰어난 정보전달 체계를 이미 국축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밖에도 조선은 각 지 역의 봉수대를 통해 불과 몇 시간 안에 전국에 정 

보를 전달할 수 있었고 북이나 종을 이용한 청각적인 정보 전달 및 파발 

등을 이용한 직접적인 정보 전달 체계까지 구축하고 있어 그야말로 멀티 

미디어의 정보 네트워크사회를 이미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이른바 디지털 네트워크에 의한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그 정보의 양은 우리가 소화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난 반면 그 

질적 수준은 천박하기 그지 없는 상태로 곤두박질치 고 있다. 하루 수십 

통의 스펨 메일을 휴지통에 버리면서 짜증을 부리는 우리가 한편으로 

는 디자인이 란 이름으로 또 다른 불필요한 정보를 생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연에 순응하며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적절하게 다루는 법을 

찾아 온고지신（溫故知新）이 필요할 때다.

일본 타마 미술대학에서 정보 디자인을 전공하였으며 현재 정보공학연구소장 

을 역임하고 있다. 역서로〈인포메이션 그래픽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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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 대 기 록문화와정 보디자인六 왕세자입학도첩 （王世子入學圖帖）

조선시대에 그려진 이 화첩은 왕세자가 소학과 주자가례를 배울 수 있는 나이 

에 이르렀을 때 문묘（文廟）에 작헌례（酌獻禮）를 올린 뒤 명륜당에서 입학례를 

치르는 의식을 시간 순서에 맞춰 그린 것으로 아래의 그림은 여섯 폭 중 두번째 

장면에 해당하는 작헌도（酌獻圖）이다.

이 의례의 주인공은문조세자（익종, 1809〜1830）로, 입학례는 1817년（순조 

17） 3월 11일에 거행되었다. 먼저 문묘안을 살펴보면 북벽에 문선왕위가 있고 

동서 벽에는 사성위가. 그 좌우에는 종향신위가 8개씩 흰색 사각형으로 표시되 

어 있다. 가운데 황색 사각형으로 표시된 것은 왕세자가절하는자리이다. 왼쪽 

집사자는 향로를 들고 있고 오른쪽 집사자는 향합을 들고 있는 것이 보인다. 

동쪽 계단 아래쪽. 붉은 탁자 위에 그릇과 대접이 올려져 있는 것이 관세위이 

며 그 옆쪽에 커다란 황색 사각형이 배위가 된다. 작헌례를 행할 때 왕세자는 

동문으로 들어와 먼저 배위에서 멈춰서 네 번 절한뒤 관세위에서 세수를 한다. 

그런 다음 동쪽 계단으로 올라와 헌작하게 되는데 그 길이 마치 오늘날 정보디 

자인에서 자주 사용하는 동선처 럼 노란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왕세자입학도첩（王世子入學圖帖）〉중 작헌도（酌獻圖），종이에 채색,46.5 x 34.lcm,고려대학교도서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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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행차 타임라인 . Dayl 윤 2월 ”일 Day2 •也2월 10일 ___________ Day3 윤2월 11일 ______ D,、1 奇・2월 12일

言W 嚏 ' 三巴二조割工프쾨

厂 1
am 06：45 창덕궁출발하다.

（총인원 1.779명.말779핑）

오전 노租노들）애서베다리를이용. 한

강을건넌 후,노량진 용양봉저정에 

도착하다.（점심과휴식）

am 11：30 행차롤다시시작하다.

오斗 시홍（始興）행궁에 도착하다.

am 06：45 시홍행궁출발하다.

점심 사근참행궁에서점심을먹다.

비가 내리기 시작. 우구를 갖추고 

다시 출발.

오旁 진목정에서 잠시 휴식올취한호

다시 출발.

저녁 화성 도착하다.

헤경궁은 장락당에서. 정조는유 

여택에서 각각 휴식.

1 1
am 05： 45 향교대성전（大咸殿）에참배하다.

am 07： 00 낙남헌（洛南杆）에서 문무과 별시 

실시하다.

pm 02： 00 오전에 있었던 별시의 결과롤 발 

표하다.

문과5명. 무과56명선발

pm 03：00 봉수당마당에서 회갑잔치의 예 

행연숩을하다.

am 04：45 정조, 혜경궁 현륩원에 전배（展拜）하 

다.

pm 03：06 정조. 서장대（西將憂）에서 군斗훈련울 

실시하다.

（5천여 명의 장용영 외영의 군사참여 .낭기 

（銀搠，조총（鳥銃），신포（信电），삼안총 

（三即晚 등 무기 동원 ）

야간 잠시 낙남헌으로 돌아와휴식을취한耳,

야간군사书련재실시하다.

성 주변.성안의 주민 집문위에 횃불올 

밝힘.

옐 로우데이지.

'의궤 （儀軌）'란? see 05P

의궤는 조선시대. 국가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그 과 

정을 기록과 그림으로 남긴 보고서 형식의 책이다. 행사에 

관련된 내용올 하나의 본보기나 전범으로 만들어놓고 이 

를 따름으로써 예법에 맞게 의식을 행하고자 만든 것이다. 

의궤에 기록된 주요 행사는가례（왕실의 혼인）를비롯하여 

왕과 왕세자의 책봉, 장례, 제사, 잔치에서 국왕의 행차, 사 

신영접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의궤가특히 중요 

한 까닭은 비록 왕실 행사를 기록한 것이지만 행사에 참여 

한하급 장인이나화원, 집기와물품, 의복둥당시의 사회 

상올 보여주는 내용들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 이를 통 

해 당시의 사회상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원행을모정리의궤 （園幸乙卯整理儀軌）〉에 대해 see 05p 

1795년（정조 19년）, 정조가어머니 혜경궁과아버지 사도 

세자의 회갑을 맞이하여 화성과 현륭원에 다녀와서 만든 

8일간의 행차보고서인〈원행을묘정리의궤〉는 우리나라 

기록문화의 백미로 평가된다. 여기에는 정조 시대의 통치 

방향과 문화수준이 한눈에 드러날뿐만아니라, 행차와 관 

련된 모든자료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신분 고 

하를 막론하고 행사에 참여한사람의 명단과 들어간비용, 

예를 들어 무슨 물건이 몇 개고 그 단가는 몇 전이고, 천인 

에 해당했던 막일꾼과 기술자의 이름과 주소, 복무일수, 

실제 한 일, 품 값까지, 또 음식을 먹었으면 음식의 종류와 

그릇 수, 만드는 데 들어간 재료의 종류와 양, 그리고 비용 

도 그릇별로 찾아볼 수 있다. 한 마디로 정조시 대 사회상 

을 알 수 있는 정보의 보고（寶庫）인 셈이다.

〈반차도（班次圖）〉에 대해 see 05p

본래 반차도는 궁중의 각종 행사 장면을 그린 그림을 말한 

다. 반열도（陋IJ圖） 또는 노부도（鹵簿圖） 라고도 한다. '반 

차 는 임무나 둥급에 따라 나뉜 순서나 절차를 뜻하는 말 

로, 의식에서 문무백관이 늘어서는차례를 말한다. 일반적 

으로 채색화로 제작되며, 행사가 있기 전에 미리 작성하여 

그림으로 각자의 역할올 익히고 실제 행사에서 착오가 없 

도록하기 위해 만들어지지만〈원행올묘정리의궤〉에 실린 

〈반차도〉는 목판으로 제작되어 채색이 들어가지 않았으 

며 , 행사가 끝난 뒤에 제작되었다. 이 책에 실린〈반차도〉 

채색본은 한영우 선생님이 1994년 고증을 통해 새로이 채 

색, 제작한 것이다.

화어 행 렬 도（還御行列圖）〉see 11 p

정조가 행사를 모두 마치고, 일곱째 날에 화성을 출발하여 

시홍 행궁에 도달하는 모습을 묘사한 그림이다.

반차도의 직선적인 구도가 아닌, 상하로 긴 

화면에 행렬의 모습을 갈짓자（之）로 잘 배치하여 놓았다. 

세밀한 묘사와 산수표현이 두드러지며, 행렬을 구경하는 

백성들의 모습도 잘 나타나 있다. 현재 전하는 능행도 중 

가장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꼽힌다.

214.5 x 73.5cm, 덕 수궁 궁중유물전 시관 소장.

〈환어행렬도（還御行列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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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 88： 45 회갑연 거행되다. am 65： 00 화성부 거주민에게 쌀.소금.죽을 am 98： 45 군복올 입고 말을 타고 화성올 출 am 86： 45 정조. 백성들의 상언 （上言）과 격 챙 （擊

초대인사 해경궁의 내빈 13명.외빈 69명 배포하다.（호아비 20명, 과부 24 발하다 鋒） 올 듣다.

준비물 해경궁연꽃무늬 방석십장생병 풍 명,고아6명.진민 261명） 점심 진목정교와 미록현을지나 사근평 점심 노량행궁에 도착해점심올들다.

욍一표피방석, 진체병풍 정조신풍루（新豐樓얘 가서 죽을 행궁에 도착하다. 오旁 다시한강베다리를건너창덕궁에도착

옴식-70가지 직접시식하다. 저녁 시홍행궁에도착하다. 하다

상화 （床花）Y2개 am 87： 00 낙남헌에서 양로연올 배플다.（한 배다리（哥橋）는다음날. 즉윤2월 17일

건물-휘장 앙애서 따라온 노인관료 15명과 에 해체됨 .

무녀돌이헌선도. 몽금척. 포구락 화성노인 384명）

학무등의 춤을선보이다. am 11：。。점조, 방화수류정（访花题柳亭）울

방문하다（경치와화성 성제 치하）

pm 03：60 점조.행궁득중정（得中亭예서

황을 쏘다

저녁식사를 마치고. 야간 화쏘기

를 시행한후. 매화포롤 터뜨리다.

26\27

©궐반차도（詣閔班次圖）〉see lip

원래〈반차도〉의 구도는 아래 보이는〈예궐반차도〉의 예 

처럼 가운데 행렬을 중심으로 양쪽의 사람들이 좌우대칭 

으로 배열된 형태가 일반적이다. 이들구도에는 왕과그밖 

의 사람들 사이의 신분 차이가 놓여져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정리의궤〉에 실린〈반차도〉는 모든 인물이 한 가지 

구도로 묘사되어 있어 보다사실적인 면이 느껴진다.

배다리 （주교, 舟橋에 관하여 sec 17p

정조가 직접 설계에 참여하여 기본 구상에 중요한 지침 

올 제공한 배다리는 현대에 보더라도 전혀 손색이 없다. 

이 다리를 만들기 위해 소요된 물자는 교배선 36척, 난간 

이 240척. 홍살문이 3개, 배다리 좌우에 있는 위호선이 

12척이었으며 장소는 지금의 한강대교와 한강철교 중간 

쯤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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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디자인이 제안하는신 라이프스타일W랜드 byINNO'

미국과 한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디자인컨설팅 회사 이노디자인（대표 김영세）이 새로운 라이프 스 

타일을 제안하는 브랜드 byINNO' 를 선보인다. 기술력을 갖춘우수기업 제품에 대한디자인 컨설팅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인 + Design byINNO, 제품의 기획부터 개발, 생산까지 이노디자인의 아이디어가 깃든 

+ Created byINNO,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지만 경쟁력 있는 해외 디자인 제품을 발굴하여 소개하는 

+ Found byINNO,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된 byINNO' 브랜드는 대형 유통과 파트너십을 맺고 출발한 

i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노트형 슬림 다이어 리 byINNO Planner
감각있는 젊은 비즈니스 세대들을 위한 비즈니스 액세서리 .

먼저 이노디자인은대표적인 홈쇼핑 업체인 CJ홈쇼핑과 손잡고 CJ홈쇼핑에 대한디자인 컨설팅을 제공하 

는 한편 최근 CJMALL.com에 이노디자인의 디자이너 브랜드인 byINNO 전용쇼핑몰을 오픈하였다. 또 

한 지난 12월 10일에는 삼성동에 유럽 수입차 전문회사인 Pivot Motors와 공동으로 byINNO Pivot 

Gallery 를 열었으며 올해 상반기 안에 제2호 안테나숍을 청담동에 개장할 예정이다.

tel 02-3445-6481\f ax 02-3447-5465\www. innodesiQn.com

UNO. byINNO의 시계라인을 대표하는 WATCHPEOPLE의 베스트셀러.
하나의 시계 바늘로구성된 디자인이 매우 독특하다.

http://www.designdb.com/news/
innodesiQn.com


CI 전문회사 엑스포디자인연구소（대표:정석원）는 최근 대리석 전문기업 마블히스핸드의 CI작업을 완료 

하였다. 마블히스핸드는 기존 가공기술로는 표현하기 힘든 섬세한 부분까지 표현이 가능하고 대량생산이 

가능한 '부식방법에 의한 천연대리석 조각방법의 기술 을 독점 보유한 대리석 전문기업으로 새로운 CI는 

마블히스핸드의 '차별화된 기술력과 신뢰받는 기업 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하는데 역점을두었다.

MABLE HISHAND의 이니셜인 M과 2개의 H를 음각과 양각으로 조합한 정육면체는 대리 

석의 견고한 아름다움과 섬세한 기술력을 나타내어 최고의 대리석 전문기업으로 도약하는 마블히스핸드 

의 자신감과 미래비젼을 표현하였다. 노란색은 고객만족을, 청색은 차별화된 기술력을, 흰색은 완전무결 

한 아름다움을상징하며, 그레이의 마름모는 고객과의 강한 신뢰를 상징함과 동시에 성장에 대한 마블히스

핸드의 강한 미 래의지를 나타낸다. _」 I
Marble

His Hand
전시. 이벤트.

토심 을 질 주하는 돼지 행 렬 ,〈날아기는 돼 지 문화열 차 Happy Flying Pig Metro〉

함께하는 미술문화, 공공미술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즐겁게해온 （주）인포 

아트코리아가 일곱번째 행사로 지하철을 점령한돼지 행렬을선보인다. 지난2002년 12월 20일부터 오는3 

월 19일까지 3개월에 걸쳐 지하철 5호선에서 운행되는 이번 열차의 외부는 피카소, 마티스등 우리에게 친 

숙한 화가들의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는 애니 메이션 작품, 돼지고기 요리정보를 볼 수 있는 편안; 

한 주방, 날아가는 돼지를 주제로 한 전국 초등학생들의 그림 둥 다양한 테마로 꾸며져 있다.

tel 02-517-2501\f ax 02-517-2503\ sheep@ inf oartkorea.com\www.infoartkorea.com

여성사전시관개관, 기념전시〈위대한유산: 할머니, 우리의 딸들을 깨우다〉

여성들을 위한 복합문화예술공간 여성사전시관이 지난 2002년 12월 9일 개관식을 갖고 기념전시에 들어 

갔다. 첫 테이프를끊은전시는〈위대한유산:할머니, 우리의 딸들을깨우다〉. 개화기 이후현대까지 약 100 

여 년간의 여성사를 복원해보는 자리이다. 조각보 형태로 만든여성들만의 연표에서 시작한 전시는 미래의 

http://www.infoartkorea.com


여성 이미지를 표현한 첨단 멀티모니터 월에 이르기까지 개화기이래 우리나라 여성의 역사와활동, 업적을 

돌이켜보고 근,현대사에 있어 한국 여성의 의미를 되새겨보게 한다.

한편, 여성사전시관은 단순한 전시공간을 넘어 남녀평등의 비전과 새로운 여성상을 제시할 교 

육기능까지 수행할 예정이며 영상물제작, 여성사 강좌 둥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전시명—〈위대한 유산:할머니, 우리의 딸들을 깨우다〉、장소—서울 여성플라자 2충 여성사전시관（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345-1 ）\tel 02-824- 

3085〜67ax 02-824-3087

!2003 소비자가전 전시회 （ICES 2003） 개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2003 소비자가전 전시회（ICES）' 에서 10일 삼성전자 등 국내 업체들이 

'CES 혁신상' 을 대거 수상했다. CES 혁신상은 출품된 제품을 미국산업디자이너학회（IDSA）가심사해 

무선통신기기 이동전자기기, 컴퓨터 등 20개 부문에서 기술과 디자인이 뛰어난 제품에 주는 상이다. 삼 

성전자의 7개 수상 제품 중에는 하드디스크가 내장된 디지털카메라, MP3플레이어 둥 다양한 엔터테인 

먼트 기능을 갖춘 캠코더（모델명 ITCAM-7）와 음질이 뛰어난 홈시어터 시스템（HT-SK6）이 높은 평가 

를 받았다. 이 밖에 LG전자의 미국법인인 제니스는 HDTV와모니터 둥 비디오 부문 6개 제품이 혁신써 

을 받았으며 MP3플레이어 제조업체인 디지탈웨이는 라이터만한크기에 보이스레코더 둥의 기능을 갖싪 

'제품 둥 2개가 상을 받았다.

（www.cesweb.org |

잭채전략 마케 팅괴정워互샵 개최—

21세기 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색채 마케팅 분야에 대한 전문워크샵^ 2003년 2월 18일과 2월 20 

일, 이틀에 걸쳐 열린다. 디자인 업체의 CEO 및 중견관리자, 마케팅 매니저, 기타 색채디자인 관련 실무자를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워크샵^서는 브랜드마케팅 , 감성마케팅 , 색채예측 둥에 대한 전문가들의 강의를 들 

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2003년 2월 7일까지이며, 디씨스넷 홈페이지（http://www.disys.net）를 방문하면 

신청방법 및 참가비 등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2003.2.18 ・ 브랜드마케팅과 색채—박병천 대표이人］•（더브레인 대표이사）

• 색채를 이용한 감성마케팅—김민주 대표이사（리드앤리더 대표/레드마케팅 저자）

2003.2.20 • 색채 마케팅—한영아 이사（한국패션컬러센터 이사）

• 색채예측과 마케팅—이현수 교수 （연세대학교 디자인정보시스템 전공교수）

tel 02-595-9114\www.disysnet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공모전.

〈서울브랜드 캐릭터 공모전〉심사결과 발豆 —

서울이 지닌브랜드가치의 경쟁력을높이기 위한일환으로 실시했던〈서울브랜드 캐릭터 공모전〉의 심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엑스포디자인연구소（대표:정석원）가 주최한 이번 공모전에서는 디자인 전공자는 물 

론 일반시민들에서 초등학생까지 참여하여 서울브랜드 캐릭터에 대한 많은 관심을 나타내었으나 짧은 공 

모기간과 다소 추상적인 주제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적은 160여 점이 출품되어 경합을 벌였다.

심사위원단은소재의 적절성과표현의 참신성, 활용성 모두를 만족시키는 작품이 없다고 판정, 

최우수상은선정하지 않았지만대신 우수작을4점 더 선정하여 수상작은총우수상6점, 가작3점, 입선 10 

점이 최종 선정되었다. 우수상 6작품 중에는 서울의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진 서울을 나무와 새, 빌딩을 소 

http://www.cesweb.org
http://www.disys.net%25ef%25bc%2589%25eb%25a5%25bc
http://www.disysnet


재로 개성 있게 표현한 작품명 '우리 （박순재）와 서울을 상징하는 남산의 사계절을 중심으로 서울의 아름 

다움을 캐릭터로 나타낸 작품명 '세우리 （전경민）가 아이디어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tel 02-549-5048\fax 02-549-5090\www. expodesia n. co.kr

*会：鲁心貝-
좌측부터 권명진、김은영、안영준、신재욱, 이준천, 김옥 

경、전경민、박순재 작

제6회 한국패션악세사리디자인 공모전 （KOFAC） 개최—-

국내 유일의 패션악세사리 디자인 공모전인 KOFAC”] 사이버공모전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로 6회 

째를 맞은 KOFAC은 언론과 학계는 물론 스와롭스키 둥 업 계의 후원 아래 현대악세사리산업 디자인학원 

에서 주최하고 있으며 그동안 진행된 공모전을 통해 유능한 신인 디자이너를 발굴, 육성해왔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세계유명 디자인학계의 후원을 받아 기존의 공모전과 악세사리 및 패션잡 

화를 총망라한 국내외 사이버 공모전을 병해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응모부문 1. 커스텀 쥬얼리부문（목걸이/귀걸이/반지/머리장식/시계 둥신체장신구류）

2. 피혁 및 패션소품（구두/핸드백/지갑/벨트/모자둥 패션소품）

3. 크리스탈 비즈아트부분

일정 ・ 원서교부 및 신청기간—2002년 12월 20일 〜

• ] 차 접수마감—2003년 2월 8일

• 2차 접수마감—2003년 3월 17일

• 시상식 및 전시회—2003년 3월 26일

tel 02-516-7480\fax 02-540-6131\webmaster@kofac.com

티왕페스티벌 캐릭터 공모전 개최

티셔츠 전문업 체 티 러브가 티셔츠 캐릭터를 공모한다. 이름 그대로 티셔츠의 왕, T王을 가리는 자리 이다.

2001년부터 온라인을 중심으로 개최해온 이번 전시회는 범위를 넓혀 공모참가자 전원 오프라인 

전시를 개최할 예정이며 특히, 중국쪽 공모전 사무소를 설치하는둥국제티셔츠 페스티벌로도약하기 위해 준 

비가 한창이다. 주제는 티셔츠와자연, 그리고사람을 테마로 한 캐릭터 이며, 접수기간은 2월 1일부터 3월 29 

일까지이다. 자세한응모방법 및 시상내역, 일정은티러브 웹사이트（www.tTove.co.kr）에서 살펴볼수 있다. 

tel 080-02-256-7018,02-324-0821\f ax 02-324-0823\bumper21 @Hove.co.kr\www.tHove.co.kr

2003년 레스페스트 글로벌 투어 작품공모

지난해 아이디어에 불을 붙여라（Ignite your Ideas）* 는 컨셉으로 좋은 호응을 얻었던 레스페스트 페스티 

벌이 올해 행사를 위한 작품 공모에 들어간다. 경계가 없는 전천후 페스티벌답게 극영화, 실험영화, 애니메 

이션, 다큐멘터리 , 뮤직 비디오, 모션 그래픽 둥 모든 장르가 출품 가능하다. 출품 방법은 작품을 담은 테입 

（VHS, BETA, MINI DV）을 공모지원서, 출품비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접수마감 ・ 1차 접수마감—2003년 5월 2일 우편소인까지 / 출품비 20달러 （60분 이상 장편은 1차 마감까 

지출품가능）

• 2차 접수마감—2003년 6월 6일 우편소인까지 / 출품비 25달러

출품할 곳 RESFEST_Attn： Submissions

601 West 26th Street, Suite 1150

New York, NY 10001

www.resfest.com,www.resfest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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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으로

내려온

목기명 장

종교적인 그릇. 지금 새삼스레 이 오래된 물건을 다시 말하는 것은 결코 회고적 취미에서가 아니다. 그릇이라는 쓸모 와검약한불교적 색채가완벽에 가깝게 어우러진 물건. 즉 훌륭숴 

디자인의 한 예로서 발우를주목하고, 되살려낸 작은 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다.

사실. 생각해보면 지난 세기를 휩쓸었던 바우하우스식 디자인이 있기도 훨씬 이전부터 사람들은 군더더기 없는 기능의 핵 

심만을 뽑아 물건을 만들어 왔다. 그러나 지난 한 세기동안, 그러니까 기능성과 단순성이 디자인의 핵심으로 환영받는 동안, 그 이전의 물건들은 그저 '소박한 민속품으로 조용히 무시 

당해 왔다. 또한, 장인들은 디자인 이라는 낱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저 옛날물건을 몇 십년동안 만드는사람들로 취급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현재 사용되는물건을 만드는人｝ 

람들이 아닌, 과거의 기억만을다루는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이다.



戈丽国라든同롬研丽를카잘주핬든것은G가丽뎐西루만흘다루허혼장안하허저토耳耳가지 

정한 대한민국 목기 명장 1호여서도 아니다. 평생 나무와 씨름해온, 말하자면 전통 쟁이 인 그가 젊은 디 

자이너들과함께한 작업이 우리로 하여금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한 것이다. 비움VIUM 의 디자이 

너들과목기 장인이 함께 만들어 낸 발우는 오래되 었으면서도 전혀 새로운 그런 물건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 

들사이에 가로놓여진 시간의 넓이와 경험의 깊이를 그대로 담고 있는 발우. 서태랑은 이 작지만 의미 있는 

혁신의 한가운데 서 있는, 아직 젊은 쟁이인 것이다.

인터뷰•글、김형진 •양효拓、박정 3

서태랑선생님과의 인터뷰는 12월초와 1월초, 두번에 걸쳐 이루어졌다. 한번은고양시 행주외동에 자리 잡 

고 있는 선생님의 작업실에서, 다른 한번은 인사동의 조용한 전통찻집에서였다. 매번 선생님은 “나 같은 못 

난이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나. 내 참, 답답한 사람들이네”라고 말씀하셨지만 막상 인터뷰가 시작 

되면 거침없고 시원시원한 태도로 이야기를 이끌어나가셨다. 그만큼 옆에 쟁여 놓았던 이야기가 많으신 것. 

우리는 녹음기를 채 꺼내 놓기도 전에 선생님 이야기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비움과 의 만 남

，발우 가 비움에서 인기품목이라고하더군요. 어떻게 젊은 디자이너들과공동 작업을 하시게 된 건지 궁금 

합니 匸｝
처음에는 비움'이 뭔지도전혀 몰랐지• 언젠가남이사라하는분이 찾아오셔 가지고뭐라얘기를 하 

고가더니만그 뒤에 은병수 대표하고 같이 오시더라고. （발우의） 설계까지 그려가지고 말이야. 처음에 나는 

그걸 부정적으로생각했어 . 한두 번 하다 말것지 라고생각한거지 .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계기가 있나요?
잘 알다시피 우리 공예인들이 경제적으로참열악하거든. 

내 가 만들어 서 , 내가 홍보하고, 판로 개 척 하고 그만한 여 력 이 없 단 말이 야• 시 장 조사하고, 디 자인 개 발하는 것 

은 말할 것도 없지 • 할 줄도 모르고. 그런 데 얘기 를 들어 보니 비 움에서 는 그걸 다 하고 있더 란 말이 야. 목기 뿐 

아니라전통 공예 전체를 다홉수하려고 하구. 이 회사에 물건 대주면 아니 할 말로공예하는사람들한테는 땅 

짚고 헤엄치는 격이겠다싶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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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작업과정은 어땠나요?서로부딪치는부분도 많았을것 같은데.、，匸、、、匸
이분들이디자인을들고와서 이런 걸 

해 보고싶은데 같이 만들수있겠느냐”하더라고. 그래서 한다고했지• 내가이전부터 발우는쭉 깎아왔었거 

든. 그런데 내가이정도면 좋다고, 잘했다고해서 갖다주면 그사람들이 어느점이 잘못됐다고딱지적을해.! 

전문가들이 보는안목이 거창히 발달한거지 • 그러면 내가그것을 받아들여 다시 만들고… 또 내가디자인 지 

식은 없지만나무는 잘아니까이 런 것은 이렇게 해야나무가힘을 받겠습니다”하면 그사람들이 흔쾌히 받아 

들여 수정을하고.

새파랗게 젊은 디자이너들에게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기분이 상하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 ；
아니, 그걸 맘

상한다고생각안해.내 스昔］었던 이복우선생이 늘하던 얘기가있어요 “일단만들어 놓으면 자기 것이 아 

니야. 남이 가져가.” 내가놓고 볼 것 같으면 뭐 할 말없지마는, 이것은내 것이 아니니까 남의 안목을생각해 

야하거든• 어찌 생각하면 기분 나쁘다하겠지만, 그걸 받아들여야 내 기술도 축적되거든• 오늘하고 내일 그만 

둘망정 말이야.

1
“쓸모에 맞는 디자인이 좋은 디자인”

전통적 인 장인들과 달리 디자인을 강조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 、 、
뭐든지 그렇듯이 남이 보아서 좋 

다고해야되는거지. **에이, 맨날그 타령이네” 하는소리를들으면 끝이야.그러기 위해서는모양,서양식으 

로하면 디자인이 앞서야되겠고. 요즘은 소비층에서 외래문화를 많이 접하기 때문에 미적 감각이 뛰어나요. 

그런 소비층을 만족시켜야 비로소 팔리는 것이거든. 옛날에는 음식을 먹을 때 배로 먹었지만지금은 눈으로 

먹는단 말이야• 음식도디자인하는시대란 말이예요.

현대적인 감각으로 다시 태어난 발우.

이음새를 찾기 힘둘정도로 몸체에 꼭 맞는 뚜껑에, 한세트롤

이류는 그릇 수도 4개에서 7개로 늘어났다.

럼 앞으로도 비움과의 才
안그래도작년에 한 

처럼 전문 디자이너와의 협력을 계속하실 생각이신가요?



이 벗겨지고 갈라지고 해서 못 쓰게 되거든. 적어도 5. 6개월은 응달에서 말려야되는 거야. 햇볕에 말리면 파（破）' 가 생겨서 못써. 수분이 8〜 12% 정도 남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걸 두고 나무를 잠 재운다 라고들 하지. 그 다음은 옻칠이 중요해. 다행히 그동안 완전히 맥이 끊겼던 옻칠을 정수화 선생이 개발해서 제대로 옻칠을 할 수 있게 됐어. 그동안은 일

|본에 원료를 수출하고. 가공된 옻칠을 역수입했었거든. 이 제야 제자리로 돌아 온거지 . 건조와 옻칠, 이 게 목기의 핵심이야.

“목기는 나무를 잘 건조시키는 게 제일 중요해. 나무에 수분이 남아있는 상태로 그릇을 만들고 옻칠을 하면 결국에는 칠



9백만원 들여서 홍대 윤여항교수한테 디자인을의뢰했어요.그때 디자인 다섯 가지를받아냈는데 실용화단 

계에 들어가기 바로전에 작업장에 불이 나가지고…（지난해 8월 누군가버린 담뱃불로선생님의 작업장이 완 

전 소실 돼버렸다.） 그때 받은디자인은주로차통같은통위주였어•받아보니 “아，이게 바로디자인이구나”싶 

었지• 내가생각했던 거랑은달라. 이런 작업을많이 해야돼. 이제 나무값만할게 아니라디자인 값을해야지.

그러면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디자인이란 어떤건가요?、、、、八.、,一 o 】、、, , I、。
디자인이 라는 게 전동 몸에 다가 현 대 감각을 

입히는건데, 그렇다고무조건 보기 좋게만해서는안돼• 쓸모에 따라모날건 모나고각질 건 긱져이지• 예 

를들어 2릇이라고 하면 뚜껑에 꼭지가있으면 보기는 참 좋잖아. 그렇지만냉장고에 넣기는 불편하단 말 

이야. 꼭지가없어야 넣기도 좋고 그위에 하나더 얹고 할수있거든. 그리고 다른건 몰라도와인잔은 안 깎 

아• 와인은 색을 즐기면서 먹는건데 목기는 무의미하지 • 다시 말하지만 쓸모를 벗어난 디자인은 좋은 디자 

인이라고 할수 없어요.

발우 작업 이전에 선생님께서 하신 작업 중 이건 좀 새롭다 싶으신 물건이 있으시다면
우리나라가 목기 그 

릇을 잘사용하지 않았는데, 10여 년 전부터 물잔이나밥그릇 같은것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최근엔 납골 

함도 만들고 있고. 납골함이 라는 게 말하자면 작은 관이 잖아• 또 몇 년 전 부터는 김치 통을 구상하고 있어 • 한 

번은 밥통이 불량이 나와가지고 버리기는아깝고그래서 우리 안식구 갖다줬더니 김치, 깍두기를 담가놨는 

데 괜찮더라고.

그런 노력으로 '2001년 밀레니엄 디자인 어워드 에서 제작기술인상을 수상하셨는데요. 그때 소감이 어떠 

셨어요。
• 전자, 과학그런 것에 상을 줘야하는데 하찮은 목기에 상을 준다하니까나는조금 부끄럽더라고• 나로 

선 기쁜일이지•우리 집에 다른건 다제쳐놓고그상패만딱세워놨어•그런데 그것이 무서워요.시중에 물건 

을내놨더니 디자인 상받았다하더니 디자인 별거 아니네.” 이런 말들을까싶어 신경이 더 쓰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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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예인들 스스로 무 덤 파 는 일 은 막아야”

선생님의 경우는 장인과 디자인, 체계적인 마케팅 둥이 어울려 이루어낸 모범적 예지만, 또 한편으로 극히

예외적인 예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목기의 전망이 그다지 밝다고는 할수 없을텐데요. 、 
내개

시작한 50년 대 후반） 당시에는 그것도기 술이 라고 많이들 배웠어 . 아마그때에 비 해 80% 정도 줄었다고 보면 

맞을 거 야. 지 금은 목기 의 고장이 라고 하는 남원 에 가드 손으로 깎는사람이 몇 없어 • 우리나라전체 로 봐도 20 

명 전후나되려나. 손으로 직접 깎는사람들 말이야. 더구나요즘엔 중국에서 많이 수입하고하니까….

5개의 그롯이 한 세 트로 이 투어 진 비움의 또 다른 네 품 오합.

）
발우를 기 본 모티 브로 삼았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선 첫째는산업화되고, 플라스틱이 나오는바람에 죽어 버린 거고. 둘째는 우 

리 목공예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렇게 만들었어 • 빨리 만들어 가지 고 빨리 팔아가지 고 빨리 생 활에 좀 쓰려 고 

하다보니까어떻게 되요?사다써보니까칠이 벗겨지고갈라지고못쓰게 되거든. 우리 스스로무덤 파는 격밖 

에 안되는거지.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서 나무 그릇을 사용하는 전통 자체가 약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할

수있지않을까요?지금도나무그릇하면일본을떠올리게되거든요.。 ，、。、、、□、「니 、
음… 그렇지. 우리나라목기는 불교에

서 발전 했다고 봐야 되 요. 발우만 해도 그런 것 이 고. 소반이나 장롱 같은 것 은 나무로 만들었지 만 그릇은 나무 

로 잘안썼다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지금도보통 사람들은 목기하면 제기만연상하게 되는것이고. 하지만 

앞으로 틀림없이 보편화될 수있을거라생각해요•예부터 중국이 '홁문화 였다면,우리는 나무문화 였거든.

그렇게 확신하시는 이유가 있으시다면요?
（앞에 놓인 차받침을보여주시며） 나무를제대로건조시켜서 제대 

로 깎아서 제대로 옻칠만하면 상당히 괜찮아. 솔직히 자기는 뜨거운 거 담아놓으면 뜨겁잖아. 목기는따뜻한 

게 잡기도좋다고. 그리고나무는공기가 통하니까썩지를 않아• 예를들어 요즘에 자기나 돌로납골함만드는 

데,그러면 물이 차서 다썩어버려요.공기가 통하니까소금,설탕처럼 잘굳는거 넣어놔도 절대 안굳고.



이복 우 선생과의

만남

“내 고향이 경남 함양인데, 그근방에 당대 목기를 잘깎으시던 이복우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아버님한테도 친분이 

，있었거든. 내 아버님은옻을 채취하는분이었으니까일종의 공생관계였지. 그런데 목기 깎는게 그렇게 신기해 보이더라고.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더니 안된다는 말씀은 없으시고 “쉬 

■ 금 있다가 해봐라”라고 하셨어• 아마 상처 안주시려고 그랬나 싶어• 내가 14살 때 사고로 한쪽 손올 잃었거든. 그런데, 이복우 선생이 “일단 보내봐라”하셨데. “안되면 스스로 그만뉘 

■ 겠지”라고 하시면서 . 처음에는 잔심부름을 하다 1년 정도 지났올까, 칼 잡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지 .”

나 무

°) 야 기

“지금보면 산에 숲은 엄 청나게 좋지. 그런데 잘보면 그나무 잘라다가숯이나굽고, 그 외의 나무는 다썩어 자빠지고• • • 

나는 나무 하나를 봐도 벌로 안 보는데, 잘만 연구하면 쓸 나무들 많아요. 내가 가장 좋다고 보는 나무는 은행나무인데, 불량률도 적도, 사람이 쓰기에 무게도 적당하고. 무엇보다 칠도 

잘 먹거든. 단풍나무도 참 좋고. 지금은 어느 산에 가도 아카시아나무. 수양버들 이 런 거 엄청나게 많거든. 그것들이 다 나름대로 개발하면 쓸모가 나와요.”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만석꾼이나 쓰는 목기가 되 선 안돼

그러한 목기의 장점과 좋은 디자인만으로 목기가 대중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제품은 보통 작품으로 분 

류돼서 너무비싼것 같은데, 싼가격에대량유통되는일본목기를따라잡을수있을까요? 、、크 口、
그게 제일 큰문제

예요. 지금 목기 가격을보면 돈좀 있는사람들이나접할까서민들은힘이 들거든. 어떤 일이 있었냐하면,저 

기 벽제 장묘사업장에 가보면 유골함파는상점들이 쭉 있거든• 내가 납골함을 만들어가지고 반응좀 보려고 

한상점에 내다봤어요. 좋다고하더라고. 그런데 그다음에 가게에 가보니까가격을 '130만원' 이렇게 써 붙 

여놨더라고. 그러면 안돼요.

3개의 그롯이 한세트로이루어진 삼합.

역시 선생님의 발우롤기본으로 한제품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말했지• “이 물건 오늘회수할 랍니다.” 내가내놓은게 30만원이거든.그래 가 

지 고는가게 장식 품밖에 안돼 . 그랬더니 사장이 어쩔 수 없다고러더 라고. 여 기 저기 조금씩 떼줘야 한데. 그래야 

만 그리 로 온다고. 그래 도 너 무 한거 지. 세 상에 130만원 이 면 만석 꾼이나 그거 사 가지 고 쓸까 누가 쓰냔 말이 야.

유통과정에문제가 많군요• 제작 과정에서는 어떻게가격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제작과

정을 기계화해야되요. 나무 재료도 문제고.

좀 구체 적으로 말씀해 주시 죠.
우선 나무재료를얘기하자면,지천에 깔린 게 나무인데 그거 다버려버리고수 

입 목 갖다 쓰거 든. 얼 마나 아까워. 그래서 10여 년 전 부터 이 나무 저 나무 써보고 있어 • 일 단 초벌 갈이 해 놓고 

보는거지. 어떤 형태가나오고어떤 변화가있느냐 하고. 요즘 눈독들이는건 아카시아나무야. 단단하고무 

늬도 좋아서 그놈하고 한번 친해볼라고 연구 중이야.

기계화로 제품의 질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 、入、、 ，丨 I , , 丨 크
안된다고하면 안돼. 될 수있어. 안해봐서 그렇지. 기계로

할거는기계로 하고 손으로 할거는 손으로 할수있게끔 연구해야지. 현재 공정을나름대로 10번 손 갈 것을 

6, 7번에 할수있게끔많이 축소시켰어요.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의 가격 절감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생각으로는한2,3년 안에 지금가격에서 40 〜50%

정도다운시켰으면 해요. 그래도충분치 않거든.지금밥공기 한세트가보통 12만원 이렇게 받는데,50% 깎 

아서 5〜6만원 한다고 해도부담스럽고비싼건 여전하잖아. 지금이 시기가제일 어려운시기야.
서태랑선생 약력

“ 항 상 변화하는 목기를 위 해 ”

목기를만드신지 어느덧46년이란세월이 흘렀는데, 아쉬운 점도많으실 것 같아요.、匸、「、、、
아무래도 지난번 작업 

장에 불난게 그렇지.46년간애써 모아놓은기록이 랑자료가다소실돼 버렸으니까상당히 막막해요. 이제 일 

을접어야될 나이에 그걸 내놔야되는데 그걸 다없애버렸으니….

1956년、목기장이복우 선생 아래에서 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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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중국길림성 연길 자치구초청 동포2세 목공예 기술전수

1997년、목공예 목기 분야명장선정, 대통령 표창

1997넌、신한국인상수상

20이년、밀레니엄 디자인 어워드 제작기술인상수상

아직 이루지 못하신 꿈이나 바람이 있으시다면
이 꿈이 참소박한꿈이지만되도안될 헛된 꿈이기도한데. 

내 나름대로나무나 목기에 대해 그동안 익힌 것을학교 같은데서 체계적으로 전수하고싶은 마음이 있어요. 

지금껏 살면서 제일 보람이라고하면 93년에 중국에 가서 동포들한테 목기를가르친 것이거든. 그사람들한 

테서 아직까지도편지가와요.그리고마지막으로목기라하면 별 거 없지만,그시대에 이런 게 있었구나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욕심이라면 욕심이지 .

마지막으로 현재 목기를 다루고 있는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남겨주시죠.、
만例 젊은분들이 이 일을 

한다고 해도내가 하는 식으로 하면 안돼요. 항시 변화를 줘야% 음식만봐도 내가 한참 클 때는 돼지고기 토 

막토막 썰어가지고김치, 시래기하고 끓이는게 고작이었지만, 지금은와인 삼겹살이니, 고추장고기니 음식 

을 개 발한다고. 목기 도 고정관념 을 깨 야 돼 . 그리 고 무엇 보다 디 자인 을 알아야지 • 내가 디 자인 을 조금만 알면 

좀나을텐데, 아무것도모르는상태에서 하려니까시간적으로도손해를 많이 봐• 집 지을때 설계가필요한것 

처 럼 . 아무런 생각 없이 깎기 만 한다는 것은 무의미 하거 든.



SYSTEM

이것이 진정한 시스템 가구다

시스템 와셔

System Washer

시스템 180의 모든 구조는 1개의 사선튜브, 4개의 표준튜브. 1개의 연결튜브, 1개의 볼트, 그리고 1개의 시스템 와셔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시스템 와셔는 가구의 구조를 항상수직. 혹은 수평으로 유지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자유로운 모양을 연출하기 위해 연결튜브 중 일부가 빠질 경우, 이릘 

대치하여 연결 부위의 두께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것이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공간의 크기나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수납 공간과 가구 모양을—자유롭게-선택再주 있는지즈템채 

!구는사무실 인테리어의 경우이미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시중에 나와있는시스템 가구들을색 

岡보면 기본적인 유닛 조합에 있어 제약이 많이 따른다는 점을 알수 있을 것이다. 막상 조립해놓고 보면 자;

।신의 입맛에 딱 맞는 공간이 나오기보다는 이미 제시된 몇몇 유형에 맞게 조립되어 획일적인 형태를 띠기!

쉽다. 똑같은 책상모양, 똑같은 파티션. 획일적인 공간에서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기란어려운 법이다.

뉴지만 시스템 180은 다르다. 90mm 단위의 격자 구조물로 이루어진 기본 유닛들은 어떤 형태로든 조립이，

가능하고 어떤 가구보다도 견고하다. 2000년과 2001년, 2년에 걸쳐 세계적인 권위의 IF가선택한 시스시 … …

박활성 기자

：180의 무한한 기하학적 디자인과 안정된 구조를 소개한다.

전시구조물에서 시스템 가구로

1989년 베를린에서 설립된 독일 회사 시스템 180은 원래 전시구조물이나 디스플레이 설비 개발을 전문의 

j로하던 업체이다. 경기장에 설치되는 거대한돔모양의 구조물에서, 무대 위의 조명장치 부착구조물, 전세 

j부스 등에 이르기까지 각 행사에 필요한 구조물들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것이 주된 일이었다. 전시나 디스 

!플레이의 성격상이들은 다양한 형태의 구조물을 빠른 시간 안에 설계. 조립하고또 전시가끝나면 곧바로:

j분해해야만 했다. 이들의 관심사는단 한가지, 어떤 유닛들의 조합이 자신들의 일을쉽게 만들어줄수 있벼; 

지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찾는 것이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던 조립 시스템을 배 

滑어 냈다고 확신하게 되었으며, 곧 이 시스템의 다른가능성을 깨닫게 된다. 그것은 바로 시스템 가구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해온 것을 가구에 접목시킨다면 다른 어떤 시스템 가구보다도 자유로운 형 태의 가구가 태「 

생할 것임을 알게 된 것이다.

시 스 탬 9 0 ? 시스템 1 8 0 ?

시스템 180의 기본 유닛은 대부분 90mm 단위로 구성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이름 뒤에 180이 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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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시스템90은 멋이 안 난다는 이유. 90mm의 기본 단위는 인체공학적인 배려와 각종 사무실 규격을 괴 

려한 결정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360mm는사무실에서 사용하는 파일 홀더가딱 맞게 들어가며 그것의 뉘; 

'배인 720mm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책상의 높이가 된다. 사실 굳이 인체공학이나국제 규격이 아니더라되 

pOmm 간격으로 가구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면 맞추지 못할 공간은 별로 없을 것이다. 또한 시스템 180이; 

卜1■랑하는 것은 견고함. 원래 전시 구조물로사용되던 시스템을 적용한 것이니 만큼 밟고 올라가는 것은 물! 

\이고 왠만한 무게에도 끄떡이 없다. 그동안 진행된 프로젝트 중 계단이나 건물에 적용된 예만 보더라도 

i얼마나 견고한지 잘 알 수 있다.



표준 튜브

G - b a r

표준튜브는 모든 구조의 수직, 수평을 이룬다. 20mm와 28mm 지름 두 종류의 아연도금 스틸튜브로 되어 있으며 연결

부위의 볼록한 부분은 올바른 조립이 아닌 경우 들어맞지 않아 조립시 사용자의 실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만 약 시스템 1 8 0 이 제 시 하 는 기 본 모 델 이 마 음 에 들 지 않는다면 

자신이 직접 디자인에 도전해도 좋다. 간단히 모눈종이에 맞추어 자신이 원하는 모양을 그리면 된다. 모눈 

종이 한 눈금이 90mm가 되는 것이다. 단, 디자인을 할 때는 시스템 180에서 제공하는 유닛들을 잘 알고 있 

어야 한다. 필요한 것은4개의 모듈과 시스템 콤포너트, 그리고 표준조립 방식. 일단 이들의 조합을 이해했 

다면（그리고 만약 특수한 형태가 아니라면） 이것들을 사용해 마치 테트리스 게임에서 블록을 쌓듯 쌓아나 

가면 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정면도와 측면도만 있으면 설계가 가능하다. 상판 또한 스틸에서부터 유리 , 

나무둥 다양한 재질을선택할수 있어 자신이 원하는분위기를 만들수 있다. 제품이 박스에 담겨 배달되면 

조립도를 보고 하나하나 연결해 나가면 된다.

한국 형 시스템 1 8 0

시스템 180이 국내에 소개된 것은 작년 9월, 이들의 가능성을 눈여겨본 （주）넷파이크（대표: 최성진）가 본격 

적으로 시장에 제품을 내놓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환율 차이 때문에 유럽에서만큼의 가격경쟁력을 가지진 

못하지만 인테리어 디자이너나 건축사무소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지금은 시장의 반응을 살피며 데이터를 

수집 중이다. 현재 들어오고 있는 시스템180의 모델들은 유럽 시장을 겨냥해 디자인된 것이기 때문에 거주 

공간이나 라이프 스타일이 다른 우리나라에 적합한 모델을 개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 

기에 시스템180을 시장에 내놓은 일본도 상황은 비슷하다. 넷파이크 측의 설명에 의하면 일단 데이터만 축 

적된다면 자유로운 유닛 조합에 따라 얼마든지 한국 소비자들에 게 알맞은 상품을 내놓을 수 있다고 한다. 

기본적인 모델 외에 소비자가 직접 형태를 결정하는 맞춤형 제품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다. 유럽의 

경우는 유통망이 잘 형성되어 주문 후 약 15일 이내에 완성된 제품을 받을 수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 

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스틸 가구의 세련된 느낌을 간직한 비정형 디자인에 조립하는 재미까 

지. 또한 나중에 분해하거나 구조를 확장시키기에도 더없이 좋은 시스템. 시스템 180은 진정한 시스템 가 

구가 어떤 것이지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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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c 이 or 

pa ette 정확한. 색채정보. 전달을. 위한. 인프라, 

디지 털 색채 팔레트.

정보 디자인의 궁극적인 목적이 정보의 정확한 전달이라고 한다면 0과 1, 두가지 숫자로 표현되는 디지털은 적절이만사 

용한다면 정보전달 과정에서의 왜곡을 최소화해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다음에 소개하는 디지털색채팔레트는 산업자원 

부가 디자인기반 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색이름 디지털 검색체계의 실용팔레트 개발〉프로젝트의 결과물로 

서 우리가평소에 보고 느끼는 색의 정보전달에 디지털이 어떤 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훌륭한사례를 제공한다.

색채 팔레트란。 
디지털

사람의 눈은 10만 색 이상의 색채식별 능력을 갖고 

있으며, 측색기 등에 의한 광학적 분류로는 수백만 

색 이상의 분류가 가능하다.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 

면서 이러한 색정보를 전달하고 기록할 필요성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전문 인적자원 

의 활용 측면에서 본다면 디자인과 색채는 현대 기 

술특화 산업 및 고부가가치 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색채관련 연구 개발은 상당한 성 

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수많은 색을정확하게 나 

타나는 데는 이용목적에 따른 전달방법이 필수적이 

며 무엇보다도 힘들게 연구 개발된 색채가 산업현 

장에 사용되는 데 있어서 최고의 효과를 얻기 위해 

서는 최적화된 전달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전달체계중가장 대중화된 방법이 색이름 체 

계이다. 색이름은 색채를 전달하는 데 있어 색채의 

이름과 색 자체를 나타내는 기본적인 기능을 담당한 

다. 또한 색이름이 중요한 이유는 이를 통해 구체적 

인 정보뿐만 아니라 사람의 감성이 함께 전달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색이름은 개인의 감성과 연상, 그 

리고 주관적인 이미지가 포함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고 많은 오류를 낳는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실제 제품의 제작과 제품색의 

표현은 관용색이름이나 먼셀 색채표기로 전달되는 

데, 정확한수치로된 좌표가없었기 때문에 처음기 

획자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 색으로 제작되어 제품의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또한 색채는 다양한 색좌표로 전달되어 

야 하며 색표계간의 색채차이는 정확히 규명되어야 

하지만, 교과서나 색채전반에 걸쳐 기초적 상식으 

로 사용되는 먼셀 중심으로 설계된 내용이나, 혼색 

계 색표계인 Yxy, XYZ, L*a*b* 둥의 표기崑 저七의 

교육을 받지 않고는사용하기 어렵다.

한 예로, 산자부의 색채수요 조사결과에서 보여지듯 

동일한분홍색에 대하여 8개의 좌표가사용된다. 물 

론 이들중 정확하게 색채좌표를 지적한 경우는 5% 

에 불과하며, 특히 색이름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본색 이름이 아닌 경우 오차는 더욱 심하게 나타 

나고 있다. 색이름의 경우 감성과 느낌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정확하며 감성을 전달하는 데 있어 

우수한 체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확성에 있어 

서 취약성을보이는 이유는 정확하게 규정된 색채좌 

표를 표현할 수 있는 도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사용하는 한국산업규격 (KS- 

A001D은 153색을 관용색이름으로, 미국 색채협 

의회(ISCC-NBS)는 일반색명 267색, 외국어원어 

색명 30,000색을 검색어로 정의하고 있는데 시간 

이 갈수록 영어원어명의 색이름이 더욱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상대적으로 한국고유 색이름의 중 

요성은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우선적으로 

보급의 단절과 표기의 해석이 어렵기 때문이지만, 

제일 중요한 컴퓨터 중심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디지털색채팔레트는 이러한 현대사회의 요구를 충 

족시킴과 동시에 우리나라 색이름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되었다. 색이름의 디지털화는 색 

채의 기준을정할 뿐 아니라언어에 의한정확한감 

성을 익히게 하는 2중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분야이 

다. 즉, 디지털색채 분야는 기초적인 다양한 인프라 

를 필요로 하며 색채 인프라는 디지털분야의 중요 

한 기본 컨텐츠가 될 수 있다.

뫂젚및번윈

이러한 배경 아래,〈색이름 디지털 검색체계의 실용 

팔레트 개발〉이 추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 색이름의 수집

• 자료의 객관화를 위한산업규격 활용

• 국제적인 호환성을 갖춘 데이터 가공

• 산업체에 활용되는모든 색채 좌표표기

• 검색의효율화를 위한온라인 검색시스템 도입 I 

•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공유, 사용 

효율화

designdb.com

본연구개발은 기본적으로 색이름을 새롭게 창출해 

는 것이 아닌 기존의 국제적으로 공식화된 색이름 

자료를 수집 가공하여 검색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다. 수집된 10,790개의 색이름은 검색 팔레트에서 

12개의 색이름 분류법의 2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10,790 x 25 = 269,750개의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색채 팔레트에는 국립현대미술 

관에서 연구발표된 우리나라 전통색명, 의상과 환 

경에서 실측된 전통색, 영문관용색명, 일본색명, 

세계 각 나라마다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특이 한 

여러나라 색이름 둥, 총 10,502색이름에 대한 12 

개 항목, 25개의 좌표값이 정해져 있다. 이중 전통 

색명이나 우리나라 고유색의 경우 이를 통해 좌표 

에 의한 색이름소개가 이뤄지지 않아 널리 알려지 

지 않았던 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 

히, 현대에 생긴 서울파랑, 서울빨강, 서울녹색 둥 

제품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색이름도 포함 

시켰다. I

http://www.designdb.com/sgb/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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卜 팔레트화면 먼저 팔레트의 색채좌표 구성은 RGB, L*a*b*, XYZ,

Yxy. L*C*h, CMYK, #16, 한글명, 영문명, 한글계통색명, 영문계통색명, Munsel로 되어 있으며, 색 이 

餐을 입력하면 색채좌표에 25가지 항목이 나타난다. 계통색상에서는 입력된 색의 영역을볼수 있다. 선택 

된 색은 표준 RGB색채로 우측하단에 나타나며, 흑색과 백색 바탕에 있어 2가지 환경에서 보여지는 색을

트

예측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화면구성에서 가장 고려한 점은 검색팔레트에서 여러가^

지 색을 쉽게 찾아사용자에게 정확한 색과수치를 알려줄수 있도록하는 것이었고, 이에 따라어떤 색이든 검 

색조건에서 한 글자혹은 한 단어를 입 력해도 그와 비슷한 색상과 색채좌표가 쉽게 설명될 수 있도록 하였다.

10.790개에 달하는 색정보롤 제공하는 디지털색채 팔레트는 디

자인디비닷컴을 통해 온락인 서비스되고있으며, 이 외에도색채

2. 표기방식

연구자료, 관련동호회 및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색채좌표 내용、총 12개의 데이터 값을 보여줌(사용
(http://www.designdb.com/sgb/color)

자 입력불가)

• 결과 데이터의 표기 및 표현단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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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색방법 검색조건 선택 후 입력란에 검색어를 입력하면 각 해당

검색조건에 따라 검색되어 화면에 나타나며 , 검색내용을 더블클릭하면 색채좌표 칼럼에 COLOR의 데이 

터값, 계통색상에는 ISCC-NBS COLOR CODE값, 오른쪽 하단에 표준 RGB 색채값이 나오게 된다

• 선택조건、계통색명 국문, 계통색명 영문, 한글명, 영

문명, RGB.LW, CMYK, #16, Munsell

값중선택

• 선택조건에 따른 검색결과

1 선택조건 검색조건 리스트결과 형식

계통색명국문 한글자만 같아도 검색 계통색명 영문

계통색명 영문 한글자만 같아도 검색 계통색명 영문

.한글명 한글자만 같아도 검색 한글명

영문명 한글자만 같아도 검색 영문명

RGB 한글자만 같아도 검색 영문명

L*a*b* 한글자만 같아도 검색 영문명

CMYK 한글자만 같아도 검색 영문명

i#16 한글자만 같아도 검색 영문명

Munsell 정확한 값만 검색 영문명

공통사항 검색내용이 스크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란으로 보이는 

것둘은 영문명이 NULL값인 것들이다.

|검색조건에는 아래와 같은 항목들이 있다. 자동으로 코드에 따라 칸수가 조정된다.

• 수치 입 력、RGB 와 L*a*b* 값을 선택

\CMYK 값을 선택

• 글자입력、한글 및 영문선택

http://www.designdb.com/sgb/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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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ing 
a more 

usable world 장벽없는•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

유니버셜 •디자인.

유니 머 셜 디 자인 의 배 겅 ・ 인 구통어］의 장애를 갖게 된 사람들의 수는 860만이 며, 410만
변화

19세기와20세기 초는노령 인구와장애인들에게 그 명의 사람들은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될 처지에 놓

리 살기 좋은시대가아니었다. 평균수명은47세를 이게 되었다.

넘기지 못했으며 특히 척추신경을 다친 사람들의

90%가 사회적인 방치 하에 그대로 죽어가야만 했 
유니 버， 

다. 건강한사람이라고더 나을 것은 없었다. 받흘주 

있는 의료혜택은 제한적이었으며 절대적인 질에 있 

어서도 건강한삶을 보장할수준이 아니었다. 대부분 

의 사람들은 이런 만성적인 악순환속에서 살아가야 

했으며 2차세계대전 끝무렵까지만해도 500중 1명 

정도만이 100세 생일을 맞을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다르다. 현재에는 전 

체 인구의 80% 이상이 65세를 무난히 넘기고 있으 

며, 평균수명은76세까지 연장되었다. 미국의 조사 

기구인 센서스뷰로(censusbureau)는 2010년에 

는 4천만 이상의 사람들이 65세를 넘길 것으로 보고 

있으며 , 더 나아가 2020년에는 700만에서 800만에 

이르는사람들이 85세를, 약 21만 4,000명 가량의 

사람들이 100세를 넘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실 

제로 작년에 미국은 약 400만 명이 85세를 넘겼고 

약 6만 명이 100세에 이르렀다. 이에 대한 주된 원 

인은 물론 백신의 발견과 좀더 좋은 의료혜택, 그리 

고 건강한 생활에서 찾을 수 있올 것이다.

게다가 요 근래에 들어와서는 과거보 

다 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 특히 2 

차 세계대전은 부상당한 많은 퇴역 군인들을 양성 

해내었는데, 그 중 상당수가 의료적 지원으로 사고 

나 질병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었다. 1994년 끝 

무렵 ,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는 5,390 

만 명(인구의 20.6%)을 기록했으며, 그 중 2,600 

만 명(9.9%)은 심각한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사람 

디자인사의 3가지 행동양식

' 이러한 인구통계의 변화는 우리가평상시에 인식하 

는 것보다 더 많은 노인들과 장애인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지금도 이런 흐름이 계속되고 있음을 암시 

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의 권리는 무시되기 일 

쑤이다. 장애인에 대한 고려 없이 디자인되거나 설 

계된 많은 건물, 또 환경으로 인해 장애인들은 많은 

제약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단순히 이러한 인구통 

계상의 변화가 아니더 라도 우리는 보다 많은 주의 

를 이들에게 기울여야 하며 보다 낳은 환경을 만들 

기 위해 노력해야할것이다. 이러한인식 하에 유니 

버셜 디자인사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 

은 3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장애인들의 보행에 관한 권리를 획득하기위 

한입법운동

둘째, 보행에 불편을 주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운동 

셋째, 장애인의 재활을돕는기구와장비의 기술향상

법률

1960년대의 시민운동은 장애인 인권신장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 여파로 1970, 80, 90년대에 이 

르기까지 법률제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러 

한 새로운 법률들이 지향하는 바는 원칙적으로 장 

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폐지하는 것이었으며, 

이에 따라 교육에 대한 평등한 기회부여 , 공공기관 

사원모집과 통신, 교통수단에까지 장애인이 모든 

특히, 1990년에 재정된 미국장애인법(ADA)은 장 

애인 권익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널리 확산시키 

는 역할을 했다. 이 법률은 고용에 있어서나 공공기 

관, 서비스, 프로그램, 대중교통. 통신에 대한 접근 

에 있어 존재했던 모든 차별을 금지하였으며 장애 

인들의 접근을 방해하는 물리적인 장애물들은 그것 

들이 어느 곳에 있던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함을 명 

시하였다. 그 이후 각 시설이나 기관에는 최소한의 

비율이나마 의무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 

게 되었으며 모든 공공기관과 사설 프로그램 및 기 

관의 모든 시설을 완전히 이용할수 있는 단계, 더 나 

아가 각 가정에까지 파급되어 갔다.

장애물 제거 (Banier-Free)

사람들은 장애물 제거 디자인과 건축의 접근성을 개 

선하려는 노력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의 공통적인 요구를충족하는 법적 , 경 

제적, 사회적인 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곧 이어 

건축가들은 이에 대한 표준을 제정하려고 씨름하기 

시작했고, 점차 장애인만이 사용하도록 분리되거나 

고립된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나 필요 

한조치이며,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각적으로 

도좋지 않다는사실이 명백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해 이루어진 많은 환 

경적인 변화들 중 다수가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들 

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고 

려가 보다 넓 게 보편적으로 제공될 수 있으며, 오히 

려 비용도 적게 들고, 불필요한 표식도 필요 없을 뿐 

만 아니라 매력적이면서도 상업성을 띨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바로 이러한 생각들이 

유니버셜 디자인 운동을 펼칠 수 있는 인식적 기초

http://www.designdb.com/designdb/universal/


재활공학 (Rehabilitation Engineering)

재활공학과보조기술은20세기 중반, 2차세계대전 

에서 돌아온 부상병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 속에서 

시작되 었다. 특히 보철술과 각종 보조기를 사용한 

재활기술에 대한 노력이 강화되었으며, 1950년대 

에는 재향군인회나 다른 연방정부 기관의 지원을 

받는 공학연구센타들이 통신, 이동, 교통 둥의 기술 

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건립되었다.

그 이후 재활공학센터들은 70년, 80년 

대를 통해 계속 발전하였다. 재활공학은 이러한 문 

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과학법칙과 기술적방법론 

을 적용한 하나의 응용과학 분야이다. 이 분야는 각 

종 이론들과 기술적인 방법들을 개별적인 문제에 적 

용해서 풀어나가는과정에서 점점 전문성, 특수성을 

띠 게 되었으며 “보조기술(Assitive Technology)” 

이란용어는장애인의 육체적, 감각적, 인식적 능력 

을 향상시키거나 그들의 필요와 잘 맞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혼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만들어진 개인용 도구들을 일컫는 것이 되었다.

이 중에는 옥소인터내셔널 회사의 두꺼운 손잡이가 

달린 부엌관련 제품처럼 처음에는 보조적인 장비로

시 작했다가 나중에는 도리어 주력 제품이 된 것도 있;

다. 또 음성인식 소프트웨어와 같은 몇몇 제품은 재!

활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소규모 시장 

에 대한 새로운 하이테크 장비로 인정받기도 했다.

이러한 분야는 아직 대부분 미개척 상태

이기 때문에 전문가들간의 협력이 이루어질 경우 굉 

장히 전망이 밝다고 할 수 있다. 즉, 전문적인 디자이 

너들은 장애인과 노령화 인구를 위한 인간공학을 잘 

알고 있는 재활기술자들로부터 기술적인 조언을 얻

이 글은 NC State University. 유니버셜디자인센터에서 제공 

을수 있을 것이며 , 반대로 재활기술자들은 디자이너
한 글을 번역. 정리한 것으로 모든저작권은 유니버셜디자인센 

로부터 기능성, 심미성은물론시장에서 경쟁력 있늰

터에 있습니다.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한 국내외 제품개발사례 

제품을 만들어내는 데도움을 받을 수있을 것이다. I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참고문헌 등은 디자인디비닷컴 내의 정

미래

100년 전에 비해 세상은 너무도 많이 변했다. 사람 

들의 수명은 늘어났고 생명유지 기술은 날이 갈수

보자료실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 :〃www.designdb.com/designdb/universal/

Version 2.0 4/1/97 © 저작권 1997 NC State University.
록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나이나 장애로 행위에

제약을 받는 사람들의 디자인에 대한 잠정적 수요!

유나버셜다잔안과보조기彥의만宙 놀라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더 이상 

역사와 방향은 달랐을지라도 유니버셜 디자인과 보 털 중요하거나 그냥 잠자고 있는 소비자가 아니다.

조기술 사이의 목적은 같다. 그것은 장애인과 비장애 

인 사이의 육체적, 정신적 장벽을 허무는 것이었다. 

유니버셜 디자인은 장애인을 일반 사회 속으로 이끌 

려고 노력했고 보조기술은 개인의 필요를 충족시키 

려고 노력했다. 결국 이 두 분야의 흐름은 하나의 교 

차점을맞게된다•사실두분야가만난지점은 유니 

버셜 이나 '보조 에 대한명확한개념이 드러나는지 

점이 아닌, 중간지대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각각 

의 스타일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합쳐지자마자 곧 여 

러 제품들이 성공을 거두기 시작했다.

현 재 가장 큰 시 장을 형 성 하고 있는 그룹은 바로 중 

년, 노년 둥에 접어든(혹은 장애인이 된) 베이비붐 

세대들인 것이다.

이러한고객들모두, 아니 더 나아가모 

든 소비자들은 제품 디자인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시설이나 장비, 

서비스, 프로그램 등은 점차 증가하는 다양한 계층 

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 

어야 한다. 유니버셜 디자인은 더 이상 특수한 분야 

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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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다담디자인 어소시에이트

다담디자인은 상품기획 및 조사에서 디자인개발, 생산, 판매 

에 이르기까지 토탈 디자인 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자원부 공 

인 산업 디자인전문회사이다. 1992년 설립이후 현재까지 국내 

유수의 중소, 대기업의 500여 신상품의 디자인을 개발해 왔으 

며 다담디자인만의 독특한 마스터 전략인 '소프트 이노베이션 

전략을 바탕으로프리미엄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프트 이노베이션이란 퓨전컨셉（f니sion 

concept）, 디지털디자인（digital design）, 콩코드시스템 

（Concord System）의 유기적 결합을 뜻한다. 퓨전컨셉이란 

기능성, 인간과학, 문화,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각각의 장 

점을 조화롭게 융합시켜 최상의 결과물을 창출한다는 개념이 

[고, 디지털디자인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기술을 인간 

p| 손쉽게 사용할 수 我도록 표현한다는 개념으로 사용자 위 

弊의 디자인을 의미한다. 그리고 콩코드시스템이란 상품기획 

에서 디자인개발, 기구설계, 금형, 샘플제작 등 제품개발에 필 

요한 모든 부분을 한 시스템에서 통합 개발하여 시간적 , 경제 

적으로 손실을 최소화하고, 질 높은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효 

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뜻이다.

최근 수행한 프로젝트로는 거원시스템의 MP3 

Playe「모델 시리즈, 청호나이스 김치냉장고, 빌텍 김치냉장고, 

웅진코웨이의 정수기 시리즈, 포스데이터의 DVR（디지털비디 

오레코더） 및 해외로는 중국 내 다수의 핸드폰 개발 등이 있다. 

서울 서초구 양재1 동 109-2 세련빌딩 4층\tel 02-574-6050\fax 

02-574-6070\www.dadam.com

1

MOBILE PHONE 'A8' 와 'A6'，중국 AMQSONIC社, 2002

AV전문업체였던 아모이소닉을 2002년 단일모델로 중국내 모바일폰 

시장 점유율（해외업체 포함） 10위권 이내에 진출하게 한 계기가 된 모 

바일폰 시리즈. A8은 Ce티T 2002 Artwork Design Nominee였으 

며 단말기 하단의 원 모양의 구멍 장식을 제외하고는 모두 직선으로 처 

리하여 강인한 남성적인 느낌과 작고 정교한 여성적인 느낌을 동시에 

갖도록 하였다. 또한 버튼을 다른 핸드폰에 잘 쓰지 않던 가늘고 긴 디 

자인올 사용한 것이 독특하다. 또한 이어서 출시한 A6는 중국의 

Innovative Product Design Award 2002 금상을 수상하였다. A6 

는 폴더폰 이면서도 179mm의 슬림한 디자인 선보였으며, 특히 검온 

색과 은색 칼라의 프론트 커버에 도약하는 한 마리의 용이 장식되어 있 

어 중국의 전통과 인터내셔널한 맛을 함께 표현하였다.

2

MP3플레이어 1AU대。' 시리즈，거원시스템,왼쪽부터 1999,2001,2002 

제트오디오' 소프트웨어로 잘 알려진 語거원시스템을 1VIP3 Player 

전문업체로서도 인정받게 한 iAU디0' 모델 시리즈 CW200모델의 경 

우 NEC의 NEC D큐브 라는 브랜드로 작년 홍콩에서 출시되어 열흘만 

에 무려 3Q00여 대가 판매되기도 했다. 홍콩 MP3플레이어 시장이 월 

4,000〜5,000대 규모정도에 불과한점을 감안하면 기록적인 숫자이다.

베가디자인

Baega design은 제품디자인 및 전시부스, 디스플레이 부스, 

P.O.「등의 개발기회 디자인 컬설팅, 시장조사, 제작 및 양산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산업자원부 공인 디자인전문회사이다. 또 

한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수집된 방대한 데이터를 구 

축하고 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34번지 102호\tel 02-715-3930\fax 

02-716-3927\www.baega.co.kr

3

KAnet（한국통신카드） 부스

（주） 디자인시티커뮤니케이션

제품 브랜드디자인 , 포장디자인 개발 및 시각 커뮤니케이션 디 

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디자인회사.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68-1\tel 02-338-5307\fax 02-338- 

5309\www.designcity.co.kr

4

영진그린식품（주） 드메르허브솔트

브랜드는 은별색과 화이트 톤으로 제품 이미지에 맞추어 깨끗하고 심플 

하게 적용, 제작하였으며 전체적인 컬러는 제품의 원재료 및 허브 등의 

컬러인 올리브그린으로 통일하여 차분하고 중후한 느낌을 준다.

새로 등록된
디자인회사 

이공일공

Cl, BI, 광고, 카탈로그, 패키지 디자인 등을 전문으로 하는 디 

자인회사. 대우자동차 'AD Caps니e' （광고45년사）제작, 

주）이노자인 C.I 제작 등 다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서울 마포구 서교동 400-2,1 이호\tel 02-326-2022\fax 02-326- 

2052

（주） 디자인셉

기업 아이덴티티 프로그램, 광고, 인쇄매체에서 웹사이트 개 

발까지 전략적인 크리에이티브를제공하는 디자인 회사. 포트 

폴리오로부산국제 아트페스티벌（PICAF）, 서주 텔레콤 웹사 

이트 등 다수의 프로젝트가 있다.

서울 강남구대치4동 901-25 유성빌딩3층\tel 02-562-3401\f ax 

02-562-3418\www.designsep.com

Design-IDC

1984년 창립이래삼성전자, 삼성중공업, LG전자, 대우전자, 

VOLVO 등 유수 기업의 디자인 자문 및 개발 참여로 디자인 

부문에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산업 디자인 진흥원장상 등 

다양한 상을 수상한 산업 디자인전문회사.

서울 마포구서교동 373〜393 서교제일 빌딩 102 IDC\tel 02-323- 

2349\fax 02-335-3587\www. idc84.com

（주） 아이디하우스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서 세계화 시대 시장요구에 적합한 최 

적의 디자인 개발을 위해 일본과 이탈리아의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와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6-9\tel 02-3481-0555\fax 02-3481-0554] 

\www. idhaus.com

（주） 아이엠정보통신

웹사이트 기획 및 웹아이덴티티, 웹 어플리케이션, 디지털 카 

탈로그 등을 전문으로 하는 디지털 미디어 에이전시 그룹.

대전 대덕구비嗎 131 〜700132-2 x| 40151\tel 042-628-4237 

\fax 042-62&4236\www.a2m .co. kr

케이엔커뮤니케이션즈

서울 중구 초동 155-1 덕양빌딩 1층 knc\tel 02-2263-4256\fax 

02-2279-4557

다름기획

관광가이드북, 컨벤션 홍보 브로슈어, 리플렛, 축제 관련 홍 

보물 등 문화관광 전문 디자인회사. 21 세기 경쟁력 있는 문화 

컨텐츠를 만들어내기 위한 전문적인 기획과 디자인 능력을 

갖추고 있다.

서울 마포구 서교동 420〜465 464-65\tel 02-325-6260

http://www.designdb.com/page/
db.com
6070/www.dadam.com
http://www.baega.co.kr
http://www.designcity.co.kr
3418/www.designsep.com
idc84.com
idhaus.com
http://www.a2m


베가디자인의

KAnet（한국통신카드） 부스

（주） 디자인시티커뮤니케이션의

（주） 영진그린식품 드메르허브솔트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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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3—

서울강남구 역삼동 832-41 현죽빌딩 9층\tel 02-3282-3462\fax 

02-3282-3469\www.media-3.co.kr

（주） 빅터코리아

국내에선 아직 미개척분야인 스포츠마케팅 전문 디자인 대행 

사. 대한축구협회（KFA） 사업대행사로서 KFA와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의 공식 마스코트, 엠블렘, 로고 등을 개발하 

였으며 이를 이용한 문화상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32현민타워 7층\tel 02-562-3011\fax 

02-562-7798\www. victorkorea .com

（주） 이미지아이

서울 서초구 잠원동 32-8\tel 02-545-9161\fax 02-545-9295

（주） 디자이너스코리아

문화컨텐츠 및 아이덴티티 디자인 전문회사. 상품가치가 있는 

문화예술분야의 컨텐츠를개발하여 문화상품을 기획, 제작하 

고 있으며, 아이덴티티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을 전문으 

"하고 있다.

1 울 종로구 동숭동 1 〜 130번지 1715 샘터빌딩 4층\tel 02-858- 

l2002\fax 02-741 -4565\www.designusk.com

인 터씨아이크리에이티브（주）

Cl, Bl, Corporate Naming, Brand Naming의 아웃소싱 

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모토닉 CI디자인 / LG퍼스탑 티디 

자인 / 정보통신부 신소프트웨어상품대상 AI 디자인 등 20여 

Q 및 포장디자인을 개발하였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42-4 영화빌딩 204\tel 02-511-1887\fax 

02-511-1886\www. interci .com

디자인하우스

제주 제주시 용담2동 2777번지. 우리주유소2층7이 064-742-3730 

Max 064-742-3730

（주） 케이엘디자인

산업디자인 전반, C.I.P, B.I, 편집, 패키지, 제품 등

광주 서구 풍암동 1159-4번지 2충\t이 062-651-7900\fax 062-

651-7997\www.kldesiQn.co.kr

db.com > 동호회

desiqndb 추천
— 동호회

웹디자이너 큽럽

웹디자이너 클럽（줄여서 '웹클 ）은 웹디자인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와 디자이너 상호간의 정보공유를 위해 개설된 동호회 

로 현재 약 3,053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주로 몇몇 소모 

임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웹디자이너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그 

동안 회원들간의 유대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 모임 및 정 

기 모임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운영해왔다. 웹디자이너 클럽 

은 기본적으로 개방된 공유 커뮤니티를 지향하며, 현재는 자; 

신의 팁이나 노하우 등만을 공유하고 있지만, 향후 회원들의 

디자인 소스와 프로세스까지 공유 내용을 확대하는 등 질적으 

로 향상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클럽 스터디를 통한 회원들간 

의 정보공유, 추천사이트, 포토갤러리, Potential Design을 

통한 소모임 등이 있다.

새로개설된
- 동호회

pasr2000 애니 영상

애니메이션 및 캐릭터, 각종 애니메이션 배경 자료에 대한 공 

유를 목적으로 하는 동호회 .

동호회〉멀티, 영상디자인、개설일 : 2003.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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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jor

서울산업대학교 조형대학 전공학회인 bmajor의 OB모임.

동호회〉친목、개설일: 2003.01.13

새로 등록된
연구소

밀레 미엄환경 디자인연구소

연세대학교내 대학간 연구소로 다학제적 지식기반에 의한 연 

구 및 개발을 진행하는 연구소.

（120-749） 서울서대문구신촌동연세대학교백양관521 호\tel 02-

3147-1192\millenniumed@empal.com

새로 등록된
교육기관

경성대학교 디지털 디자인 학과

부산 남구 대연3동 경성대학교 디지털디자인대학원\tel 051-620-

4318\fax 051-620-4318\kimjinok@star.ksu.ac.kr

http://www.media-3.co.kr
4565/www.designusk.com
http://www.kldesiQn.co.kr
db.com
mailto:millenniumed@empal.com
mailto:kimjinok@star.ks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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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역삼동 832-41 현죽빌딩 9층7이 02-3282-3462\fax
desiqndb 추천

02-3282-3469\www.media-3.co.kr

주빅터코리아

국내에선 아직 미개척분야인 人푸츠마케팅 전문 디자인 대행 

人卜. 대한축구협회（KFA） 사업대행사로서 KFA와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의 공식 마스코트, 엠블레 로고 등을 개발하 

였으며 이를 이용한 문화상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32현민타워 7층\tel 02-562-3011\fax 

02-562-7798\www.  victorkorea.com

（주） 이미지아이

서울 서초구 잠원동 32-8\tel 02-545-9161\fax 02-545-9295

（주） 디자이너스코리아

문화컨텐츠 및 아이덴티티 디자인 전문회사. 상품가치가 있는 

문화예술 분야의 컨텐츠를 개발하여 문화상품을 기획 , 제작하 

고 있으며, 아이덴티티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을전문으 

로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 동숭동 1 〜 130 번지 1-115 샘터빌딩 4층\tel 02-858- 

2002\fax 02-741 -4565\www.designusk.com

인 터씨아이크리에이티브（주）

Cl, Bl, Corporate Naming, Brand Naming의 아웃소싱 

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모토닉 □ 디자인 / LG퍼스탑 BI 디 

자인 / 정보통신부 신소프트웨어상품대상 시디자인 등 20여 

CI 및 포장디자인을 개발하였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42-4 영화빌딩 2047이 02-511-1887\fax 

02-511-1886\www. interci .com

디자인하우스

제주 제주시 용담2동 2777번지. 우리주유소2층\tel 064-742-3730 

\fax 064-742-3730

（주） 케이엘디자인

산업디자인 전반, C.I.P, B.I, 편집, 패키지, 제품 등

광주 서구 풍암동 1159-4번지 2층\tel 062-651-7900\fax 062-

651-~7997\www.kldesign.co.kr

동호회

웹디자이너 클럽

웹디자이너 클럽（줄여서 '웹클 ）은 웹디자인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와 디자이너 상호간의 정보공유를 위해 개설된 동호회 

로 현재 약 3,053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주로 몇몇 소모 

임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웹디자이너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그 

동안 회원들간의 유대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 모임 및 정 

기 모임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운영해왔다. 웹디자이너 클럽 

은 기본적으로 개방된 공유 커뮤니티를 지향하며, 현재는 자 

신의 팁이나 노하우 등만을 공유하고 있지만, 향후 회원들의 

디자인 소스와 프로세스까지 공유 내용을 확대하는 등 질적으 

로 향상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클럽 스터디를 통한 회원들간 

의 정보공유, 추천사이트, 포토갤러리, Potential Design을 

통한 소모임 등이 있다.

새로개설된
—동호회

pasr2000 애니 영상

애니메이션 및 캐릭터, 각종 애니메이션 배경 자료에 대한 게 

유를 목적으로 하는 동호회 .

동호회〉멀티, 영상디자인、개설일: 2003. 01.09 

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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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등록된
— 연구소

c-major

서울산업대학교 조형대학 전공학회인 c~major의 0B모임.

동호회〉친목、개설일 : 2003. 01.13

밀레미엄환경디자인연구소

연세대학교내 대학간 연구소로 다학제적 지식기반에 의한 연 

구 및 개발을 진행하는 연구소.

（120-749）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학교 백양관 521 호\tel 02-

3147-1192\millenniumed@empal.com

새로 등록된
— 교육기관

경성대학교 디지털 디자인 학과

부산 남구 대연3동 경성대학교 디지털디자인대학원\tel 051-620-

43187 ax 051 -620-43 ] 8\kimjinok@ star. ksu. ac. kr

db.com
http://www.media-3.co.kr
victorkorea.com
4565/www.designusk.com
http://www.kldesign.co.kr
mailto:millenniumed@empal.com


쿡체티차안대崛―

국제디자인대학원 （International Design School for 

Advanced Swdies；IDAS）은 변화를 창조할 혁신적인 디자 

이너를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 대학원이 

다. 또한 통합적인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교육의 주목 

적이기 대문에 디자인 전공자는 물론 예술, 인문과학, 공학 등 

디자인 비전공자의 입학도 적극 장려하고 있다. 해외 연수학생 

으로 선발되는 경우 한 학기동안 해외교류대학에서 연수를 받 

을 수 있으며, 정부지정 제1호 Design Innovation Center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뉴밀레니엄디자인과정 등이 있다.

서울 종로구 연건동 128-8\tel 02-744-7700\fax 02-747-2382 

\info@idas.ac.kr

db.com > 옐로우페이지 > 디자이너

designdb 추천

디자이너 

정의만 manijong@dreamwiz.com

주）아폴로산업 실장이며 캐릭터 전문회사 캐릭터365를 운 

영하고 있다. 중소기업 디자인지 원과 캐릭터 라이센스사업을 

하고있다.

;http：//www.character365.com\1993년 경성대학교 응용미술학 

과졸업、주）하나코비CI개발, 주）클레오CI개발, 캐릭터 레드엘푸, 푸 

코 개발、1991 년 제일기획대학생 공모전 입선, 1992년 부산 디자인 

대전 특선, 1996년 굿디자인선정

5

푸코와 레드엘푸

呈코는 순수한 마음과 개구장이 행동으로 많은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으 

며 운동경기 관람을 좋아하는 씩씩하고 건강한 아기곰이다.

레드엘푸는 빨간숲과 싱그러운 초원에 사는 귀여운 

양의 요정으로 밝고 수줍음이 많으며 숲과 초원을 산책하는 것을 좋아 

하고 꽃가꾸기를 즐긴다.

새로 등록된
디자이너 

김영회 luna@interci.com

CI 디자인. 광주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졸업. 현 인터씨아이 

크리에이티브（주） 이사. （주금강와이드컴, 한밭기획, 인터 

씨아이크리에이티브（주） 근무 

http ：//www. interci .com

최정도 airmax2003@hotmail.com

시각디자인. 현 목언디자인 근무. 이미지 다운 홈페이지 로고 

당선. 나라애견 로고디자인 입선.

윤지선 monodesign@hotmail.com

제품디자인 KTF PDA Phone 외 다수 디자인/기구설계 제 

네바 금상 수상

http://regainder.com

주선옥 elle@interci.com

CI 디자인 현 인터씨아이크리에이티브（주） 근무. 디테일디자 

인, 디자인퓨어 , 인터씨아이크리에이티브 근무 

http ：//www. interci .com

김경태 taeo@designfeed.co.kr

시각디자인. 건국대학교산업디자인학과졸업 . 현 （주）디자인 

피드과장.

http://www.designfeed.co.kr

박자영 cldodo@hotmail.com

시각디자인. 현 （주）디자이너스코리아 디자이너. aTCenter 

브로셔, KDTP CI, （주）지앤비시스템브로셔, 염산교회CI, 

GTM-세계를품는경건의시간GT, 글로벌틴 내지및 표지디 

자인, 포스터, 인터콥-브로셔 등 다수 프로젝트 진행

이진수 zeg1975@korea.com

제품디자인. 서울산업대 공업디자인학과졸업. 유가정보（주） 

키오人크 디자인.

홍효주 hpoktan@hotmail.com

환경 , 건축디자인 . 부산경상대학교 산업 디자인과 졸업

석성균 benedictus7@hotmail.com

일러스트레이션 , 그래픽 디자인 . 웅진홈스쿨, 한국의토종, 한 

국의 명의101, 디자인은 비지니스다 등의 편집담당. ELLE, 

Claude Lema, C-Aujard, CozCoz, Si, 로만손퍼플, DECO, 

예씽, 소다, 키사등의 편집담당. 롯데（낙천대）건설, 현대건설, 

푸른건설, 동아건설 등의 카달로그 제작. CISCO, 동아IV, 대 

투증권, 대한통운, 동아그룹 등의 기업브로셔 제작. 동원증권, 

대신증권, 포스코건설 등의 AR제자 안철수연구소, 제일모직」 

모비스외 50여사의 IR BOOK 제자 삼양사, 조아스 헤임인터 

네셔널, 웅진출판, LG전자 등의 광고（AD,PR）. 그 밖에 자켓 

디자인（한동준, 송병준）, 연하장디자인, 카렌다디자인 등.

박선미 TENTEN@ILLODESIGN.COM

환경, 건축디자인. 동부산대학 실내디자인학과 졸업. 현 （주） 

일로디자인 근무 （주）드림 인테리어（디자인설계/그래픽재 

업）,（주）금강 하우징（디자인/설계/그래픽작업/공무）근무 ।

김연정 hami7@chol.com

시각디자인 . 한림정보산업 대학 컴퓨터응용과 졸업 . 현 엔프 

린팅 근무 이미지랜드, 인쇄천국 근무.

http://user.chollian.net/~hami7

허정숙 onionsuki@hotmail.com

환경, 건축 CG （3D MAX,PHOTOSHOP） 디자인. 연암공 

업대학 제품디자인과 졸업. 롯데, 쌍용, 코오롱 등 대형 건설 

사의 건축 시뮬레이션 및 CG제작

박장회 sie9513@hanafos.com

시각디자인. 영남이공대학졸업. 현 LGIBM IT 웹 & 시각디자 

이너 근무

db.com > 옐로우페이지 > 디자이너 프로파일

design* 추천 
디지아너 프로파앸

Baby yepp YP-20S MP3-PLAYER, 2000

6

디자이너 한용 hzone@hitel.net\20대 초반의 젊은 층을 위한 목걸 

이형 초소형 MP3-PLAYER. 디자인에서 설계까지 작업 진행완료한 

상태.、작업프로그램」차 2D 렌더링（일러스트레이터）, 2차 3D 렌데 

링-PROE （포토숍）, 설계 （PROE, AUTOCad）

새로 등록된
디자이너 프로파웩

엘란 내외장 컬러 디자인

디자이너 박귀동 childpark@kebi.com、기아자동차의 스포츠카 엘 

란의 내외장 컬러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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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qndb 추천
— 웹사이트 

우리시대 정원이야기 www.flower-wolf.com

가든 디자인과 가든 투어를 중심으로 흙을 만지는 정원사가 만 

든풀냄새 풀풀나는사이트. 조경이론, 세계의 정원, 자연과정 

원에 관련된 이미지, 관련사이트로 구성.

환경, 건축디자인〉조경

디자인 케이부엘 www.designK2L.com

제품디자인, 그래픽디자인, 브랜드메이킹, 디자인 컨설팅을수 

행하는 공인산업디자인 전문회사 홈페이지 . 분기 별로 무료 디 

자인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다. 엘지전자 Flash component, 

CD Player, 기업 Cl, 티 등의 포트폴리오를 감상할 수 있다.

제품디자인〉영상기기

Brad Johnson www.SecondStory.com

8

개성있는 그래픽 스타일과 스토리 디자인으로 유명한 Brad 

Johnson의 웹사이트. 미국 오레건주의 포틀랜드에 위치한 

Second Story의 설립자이자 수석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이 

며 2000년 IPPA (Internet Professional Publisher s 

Association)에서 세계 10대 웹디자이너로 선정된 바 있다. 

웹디자인〉우수웹디자인〉우수웹디자인 사이트〉웹디자이너

Daniel Jenett www.jenett.com

9

독일 함부르크 Razorfish 지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AudiTT.com, The Remedi Project 같은 인지도 높은 프로 

젝트들을 작업한 바 있는 Daniel Jenett의 웹사이트. LA에 

있는 Razorfish에서 일하고 있으며, 브로드밴드와 iTV의 크 

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담당하고 있다. 그 역시 200이년 IPPA 

(Internet Professional Publisher's Association)에서 세 

계 10대 웹디자이너로 선정되었다.

웹디자인〉우수웹〉우수 웹디자인〉우수웹디자인

IconMedialab www .icon medialab .co m

스웨덴에서 시작하여 세계적인 규모로 성장한 Icon

Medialab의 웹사이트. 유럽 전역에 온라인 디자인 분야에서 

탁월한 성취를 이루었으며 미국 2개 지사를 포함하여 세계 전 

역에 17개 지사와 1,700여 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다. 2000 

년 IPPA (Internet Professional Publisher s Association) 

에서 세계 20대 디자인스튜디오로 선정되었다. 

디자인전문업체〉

새로 등록된 

사이트

이드엠디자인 www.idmdesign.com

이드엠디자인 홈페이지. 포트폴리오로조선대학교병원, 북광 

주우체국, 영광원전건설소, 세화의류기기 등 각종 병원, 관공 

서, 쇼핑몰, 웨딩업체 등의 웹사이트를 감상할 수 있다. 

디자인전문업체〉시각디자인

어나더컴퍼니 www.anothercompany.net

광고디자인, B.l, C.l, S.I, 그래픽 디자인 전문 집단. www. 

warawara.net, 포호아 Bl, YAH 카다로그, 브로슈어, 대웅 

제약 병원, 현대산업개발, 이철헤어커커 , 엣드림 사이트 등의 

포트폴리오로 구성되어 있다.

시각디자인〉아이덴티티디자인

보보스 www.vovoss.co.kr

웹디자인, CL BI, 브로슈어, 카달로그, 공간인테리어, 아이덴 

티티 등을 전문으로 하는 디자인기획그룹 보보스어소시에이취 

의 웹사이트. 하이트맥주 (Hite.com), 세계일보 Segyeilbo), 

서울우유(Seo니 Milk), 한양증권(Hynet), GE肯리머랜드, 

성우리조트 웹사이트 디자인 외 각종 프루모션 디자인 등의 포 

트폴리오를 감상할 수 있다.

시각디자인〉아이덴티티디자인〉CI

기미토 www.kimito.wo.to

스페인에 거주하는 제품디자이너 김동혁의 웹사이트 제품 포 

트폴리오와 3D 렌더링 방법 소개. 의자, 자동차, ID Card 등 

포트폴리오수록

제품디자인〉가구〉공공

피엠디자인 www.pm-wecan.com

제품디자인을 하는 전문회사 피엠디자인의 웹사이트.

제품디자인〉가전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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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二 . —래시 MX
액션 스크립트

단순히 플래시 MX 액션 스크립트의 기술만을 훔치기에 여념이 없는 독자에게 이 책은 

부적절하다. 이 책은 그저 하나의 기법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법이 쓰여지는 원 

리와 기저를 설명하고 있으며, 플래시 MX 액션 스크립트의 원리를 이해하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쓰여졌다. 특히 저자는 복잡한 플래시 무비 

를 구현할 때 문법이나 기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사고의 변화라고강조한다. 또한, 플래 

시와 관련된 여러 애플리케이션과의 연동 기능에 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플래 

시 애니메이터에서 액션스크립터로 한단계 거듭나기를 원하는 독자에게 이 책을 권한다.

권형우의 플래시 MX 액션 스크립트

권형우 지음\372|3\국배판\28,000원

任토그래피
깍고 • 다＞고 • 자랑하기

애드리언 데이비스 지음、성기원 옮김\128「）\사륙배판\15,000원

시간이 홀러도 변치 않는 사진의 기본적인 원리가 있다. 바로 빛과 구도에 대한 이해 와 

하나의 이미지로부터 이야기를 전개해가는 능력, 이는 과거에도 그랬듯이 현재에도 사 

진에 생명을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 이 책은 여러 사진 작가들의 작품을 예제로 제시하고 

이를 발상 단계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숨겨져 있는 작가들의 노하우를 소개 

함으로써, 단순히 디지털 사진을 처리하는 단편적인 방법론에 그치지 않고 독자들로 하 

여금 이러한 기본 원리에 관한 통찰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디지털 사진이 빠른 

속도로 전통적인 사진을 대체하고 있는 요즈음,〈디지털 포토그래피｝는 전문가들뿐만 아 

니라 초보자들에게도 디지털 이미지의 세계로 안내하는 좋은 입문서가 될 것이다.

찍고, 다듬고, 자랑하기〈디지털 포토그래피〉

t umane 
interface
虱M出谩準 인텨.，이스 :.

j과연 아이콘은 문구보다 가시적인가? 맞춤 설정은 정말로사용자를 위한 기능일까? UI의 

획기적 분기점을 이룬 매킨토시의 개발자 제프 래스킨은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개발자의 

편의대로 규정한 사용자 중심 이 아닌 인간 중심 의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 

한匸卜. 이 책에서 저자는 인간의 공통적인 인지적 특성들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현재의 

j 인터페이스 패러다임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나아가진정한 인간중심 인터페이스 제 

작을 위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오늘날 컴퓨터 인터페이스의 전형을 실제적으로 창조 

한 제프 래스킨이 제시하는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새로운 나침반을 만나볼 수 있다.

휴먼 인터페이스

안”卜屮

제프 래스킨 지음、이건표 옮김、312p\사륙배판、15,000웬

안그라3스 www.agbook.co.kr tel 02-734-8541 （편집） 02-763-2320（마케팅）

http://www.agbook.co.kr


www.ckx）sungpaper.co.kr

[28g/m2. 157g/mJ 203g/m?

1091 X788mm （ 丫목 ） 545x788mm （ T목 ）

939x636mm （ 丫목 ） 470x636mm （ T목 ）

사용한 종이는 두성종이의 하이젠틀 203g/m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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