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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logue

스 피 드, 욕망의 과부하

일상의 표피에 숨겨진 욕망의 얼룩을 찾아서 스피드는 오늘날 우리 시대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빠질 수 없는 키워드이다. 그것의

혼적은, 아니 그것의 존재는 초고속 인터넷이나 고속전철과 같은 테크놀러지와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 곳곳에서 

발견된다. 그것이 존재하는 형상은 추위를 피해 웅크린 나약한 산짐승의 모습이 아니다. 그것은 너무도 당당하게 모든 일상의 행위들을 통 

제하고 우리의 사고를 지배한匚卜. 그것은 일상의 실존적 개별주체들의 관계 방식과사회의 움직임, 더 나아가 미래를 통제하려 한다.

스피드는두가지 형상을 지닌다. 그 하나가구체적 물질로, 행위로, 현상으로 발현하는 형상이라고한다면, 다른 하나는그 내부를구조화 

하는 무형의 형상이다. 그것은 마치 하나의 그릇이 외형과 내형을 지니는 것과 같다. 우리가 그것의 내형을 이해하려 한다면 우리는 그 내 

형을 지탱하는 힘들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스피드에 대한 열광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들의 상호작용과 멀미하는 몸을 기꺼이 그 경 

주에 맡기는 정신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스피드의 외형은 그 지점과 일정부분 함수 관계를 형성한다. 우리는 풍선과 같은 이미지를 가정한다. 내형과 외 

형이 일치하는 이데아의 형상을 꿈꾸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다면, 어느 지점에서 표피의 뭉쳐진 두께를 발견한다면, 우리는 스 

피드의 표면을 이동하면서 그 두께를 측정하고 일정하지 않은 두께를 만들어내는 욕망들을 읽어내야 할 것이다.

스피드, 그 공간이동의 감수성 스피드의 내형을 구성하는 힘은 무엇인가? 스피드에 대한 광기가 형성되기 이전 상황으로부터 우

리는 그것이 폭력적 태도를 취하는 어떤 것임을 확인하게 된다. 스피드의 씨앗인 기계적인 동력을 사용하기 이전의 마차나 배를 상상해 보 

라. 적어도 그것들의 움직임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가축의 움직임, 물과 바람의 흐름, 그리고 지표의 굴곡 같은 것이었다. 시골길에서 마차 

를 탔던 기억을 갖고 있는 이들이라면 그 마차의 움직임이 항상 소의 움직임과 지표면의 굴곡, 그리고 비와 바람이 만들어내는 환경에 의해 

지배받았음을 알 것이다. 마차는 그 모든 환경을 긍정하고 그 흐름에 몸을 맡기고 그렇게 굴러간다. 길가에 놓여 소를 유혹하는 여물, 봄바 

람을 타고 오는 전원의 향기와 그것을 즐기고자 하는 마부의 한가로움, 그 마부와 이야기를 나누고자 손을 흔드는 이웃의 손짓, 이 모두가 

마차의 움직임과 관계하는 부정할 수 없는 환경이다. 마차는 스스로가 아닌 땅의 형상을, 바람의 형상을 마음의 형상, 그리고 삶의 형상을 

타고 흘러간다.

그렇게 굴러가는 마차는 풍경 속으로 하나의 배경이 되어 배열된다.

그러나 그것이 기계적인 동력에 의해 대체되면서 그 동력은 스스로를 중심에 놓았다. 자동차의 출현은 새로운 운송수단의 출현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의 출현이다. 우리 삶을 구성하는 것들의 형상과 그것들 상호의 지각방식과 교통방식이 새롭게 변형된 것이다. 자동차를 중심 

으로 배경이 바뀌는 풍경을 우리는 그리 길지 않은 기간동안 목격했다.

자동차의 출현은 자동차를 바꾼 것이 아니라 자동차가 다니는 길을 바꾸었匚卜. 솟아오른 지점을 파내고, 패인 부분은 메우고, 휘어진 부분 

은 직선으로 폈다. 그것은 폭력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 스피드는 환경의 장애를 하나의 방해물로 규정하고 끊임없이 삭제해 가 

는 곳에서 실현될 수 있다. 사이에 존재하는 것들을 비존재의 영역으로 보내고자 하는 폭력이 스피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효율에 대한 긍정이 자리한다. 여기서의 효율은 목표 지점을 설정하고 현재와 연결되는 일직선의 동선을 찾으려는 감수성 바로 

그것이다. 우회로는 있을수 없다. 그것은우리 시대가가장증오하는움직임 중의 하나인 냉^이기 때문이다. 우회로를 찾으려는모든움 

직임은 거세되고 효율, 보다 정확히 말한다면 효율의 신화에 중독되어 생활한다. 직선 이외의 움직임을 용납하지 않으려는 그 오만함은 끊 

임없이 최단 거리를 찾아 나서려는 광기로 나타난다. 그리고 새로운 길의 등장은 바로 기존 길들의 폐기를 의미한다.

여기서 움직임은 심지어 거추장스러운 것이다. 세계 내적 존재이기에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이 장애를 모두들 벗어 던지고 싶어한다. 그리 

고는 영화 스타트렉 이 우리에게 보여준 공간이동의 새로운 방식이 현실화되기를 기대한다. 누구도 가는 길을 즐기려하지 않는다. 오로 

지 목적지에 대한관심뿐이다. 우리가과정에서 얻을수 있었던 여유로운웃음과 속삭임, 그리고기다림은목적이 선취된 이미지 뒤로사라 

졌다. 스피드의 감수성은 과정에 대한 무관심과 목적에 대한 집착으로 수렴한다.

keyword special SPEED • f”이og니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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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와 동대학원에서 디자인을 공부했으며 디자인 문화와 실험적 디자인에 대한 화두를 이끌어가고 있다. 저서로 디자인과 키치（토 

마토 1997）' 와 이것은 의자가 아니다（흥디자인 2001），가 있으며 현재 영동대학교 디자인학부에서 디자인을 가르치고 있다.

스피드의 형상, 그리고 파워 밀란 쿤데라가 느림을 이야기할 때 그가 그리워한 것은 느린 흐름 속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이었다. 분

명 그 사이에는 무엇인가가 있다. 그러나 스피드는 그것을 압축시킨다. 그곳에서 우리는 멀미를 경험한다. 멀미는 지극히 현대적인 질병이 

다. 멀미를 한다는 것은 자신이 이미 스피드가 일반화된 현대의 맥락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증명한다. 그러나 멀미는 동시에 스피드에 

대해 몸이 표현하는 하나의 저항이다. 그 저항은 느림을 그리워한다. 그래서 멀미하는 몸은 스피드로 취해진 모든 것들, 짧은 시간동안 압 

축된 것들을 거부하고자 한다. 그 지점에서 우리는 스피드가 인간적인 것과 일정한 거리를 취하는 것임을 직감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멀미를 그리워한다. 정확히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멀미가 가져다주는 환영에 대한 갈구다. 고통이 어느덧 즐거움의 대 

상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는 이 묘한 경험은 그 자체로 멀미나는 풍경이다. 멀미를 통해 몸의 균형을 유지하던 감각기관이 제 기능을 못 

하고 굳어질 때, 그 굳어져옴을 느끼는 또 다른 감각기관이 우리 몸에 내재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그 감각기관은 유전자를 타고 홀러온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입된 것이다. 그 감각기관은 우리로 하여금 스피드를 즐기라고 권유한다. 그것은 강한 유혹이다. 모든 현실적인 

규칙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에 손짓을 보내기 때문이다. 계급도,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슬픔도, 아픔도 모두 속도의 긴장 아래서 해방 

될 수 있음을 끊임없이 말한匚卜. 그 부름에 답함으로써 우리는 라이프니츠가 이야기하는 복수성의 공간을 경험하고 현실에서 벗어나 또 다른 

현실을 경험한匚卜. 폭력의 힘을 빌린 벗어남, 고통이 어느덧 즐거움이 되어버리는 경험, 그것이 바로 스피드의 시대를 사는 삶의 아이러니다. 

그렇게 스피드에게는 힘이 있다. 모든 것을 자신을 중심으로 늘어세우는 힘, 그리고모든것을 자신의 형상으로 도배하는 힘, 그리고 일체의 개 

별적인 판단을 마비시키는 힘이 스피드에게는 있다. 스피드는 마찰력을 조롱하며 흘러간다. 그래서 그것은 '미끈한 이라는 형용사를 가장 가 

까이 한다. 우리 일상을 보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공간은 이미 스피드가 만들어내는 미끈함이 자리한다. 이 미끈함은 단순히 인공물의 외관 

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가정-거리••직장에서의 움직임들 권력의 시선이 지나가는 경로와 욕망이 그의 적을 피해가는 길이 모두가 미끈한 이 

라는 용어에 의해 포섭된다.

현대의 계획도시는 미끈한 동선들에 의해 구조화되어 있다. 건물들의 배열과 도로들은 현대의 움직임에 대한 이상이 물질로 구체화된 형상 

이다. 온갖 욕망이 끊임없이 분출되고 흘러갈 수 있는 공간 또한 바로 그곳이다• 이 속에서 우리는 미끈함이라는 이미지를 경험한다• 미끈한 

도로, 미끈한 건물, 미끈한 시선, 심지어 우리는 사람들에게서도 미끈함을 기대한다. 미끈함은 움직임을 방해하는 어떠한 장애도 용서하지 않 

으려는 감수성이다. 현실을 이상적인 진공의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감수성 , 우리는 이 감수성의 공간에서 마찰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계 

속한다.

아파트,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은 그 미끈함이 보다 구체화된 표본이다. 아파트라는 공간에서 거실과 안방, 화장실과 부엌 , 그리고 또 다 

른 방들이 점하고 있는 공간의 크기와 배치를 떠올린다면, 그리고 그것들 사이의 관계를 떠올린다면 우리의 말랑말랑한 가설이 보다 굳어 

지는 것을느낄 수 있다. 미끈한 움직임과 미끈한 시선으로 미끈한 것들이 가득한공간을 우리는살아간다. 미끈한 TV, 미끈한 컴퓨터 , 미 

끈한 책상, 미끈한 자동차, 미끈한 청소기 , 미끈한 냉장고• • •

스피드는 신神, 시간은 악마惡魔 미끈함들은 시간을 정복하려는 충족될 수 없는 욕망을 이야기한다. 시간과의 이 싸움은 싸움

을 위한 싸움이 되었다. 한정된 시간 동안 얼마나 더 많은 양을 성취할 수 있는가라는 이 전쟁은 모든 것의 판단 기준으로 자리잡았匚卜. 

좋고 나쁨의 판단도, 능력이 있고 없음의 판단도, 행복과 불행의 판단도 이 기준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속도7卜 얼마나 빠른가를 묻는 

것은 어떤 것의 질을 묻는 완곡한 표현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동차 매장에서는 물론이고 컴퓨터를 구입하는 장소에서도, 이동통신 단말 

기 판매장 앞에서도, 음식점에서도, 세탁소에서도 우선 속도를 묻는다.

스피드는 신이고 시간은 악마다 라는 히다치（Hita사M） 사의 이 슬로건보다 더 우리 시대의 감수성을 정확히 드러내는 어구는 없을 것이 

다. 우리는 오늘날 스피드라는 신에게 경배를 드린다• 그 경배는 시간이라는 악마를 정복함으로써 가능한 것이匚卜 스피드에 광분하는 모 

든 이들은 스피드는 신이고 시간은 악마다' 라는 주문을 외우면서 생활한다. 그들의 시선은 더 이상 응시를 경험할 수 있을 만큼 여유롭 

지도, 안정되지도 못하匚卜. 그들의 시선은 떨고 있고, 모든 것들을 흘낏 봄으로써 만난다. 초점이 맞지 않은 사진의 이미지를 뒤로하고 

빠르게 더 빠르게 를 실천한다.

그러나 우리는 왜 존 싸카라Jhon Thacka「a）가 이 슬로건에 어리석은（Fat니。니s）' 이라는 점수를 주었는지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스피드를 향한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가 스피드를 낼 때 우리의 사고는 그 역을 사고할 수 있는 가능성에서 더욱 더 멀어진다. 스피드 

는 우리를 해방시키는 신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목표를 향해기는 질주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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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놀러지의 화려한질주

스포츠카

그저 상상으로만 꿈꿔오던 아름답고 빠른 스포츠카. 이들에게 드림카의 이름을 부여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새로운 개념의 스포츠카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메르세데스 벤츠 실버컬러의 비전 SLR 로드스터가 등장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처음에 컨셉 

카로 나와 자동차 컬렉터들에게 충격을 주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평을 받자 전격적으로 

양산된 스포츠카이다. 도전적인 디자인과 혁신적인 테크놀러지는 21세기 자동차 산업을 대 

변해주는 단어이다.

스피드와 디자인을 동시에 메르세데스 벤츠의 비전 SLR 로드스터는 1955년에 나

왔던 SL 모델을 현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재창조한 모델로 많은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이렇게 은유 디자인Metaphor Design) 개념을 적용한 모델은 메르세데스의 

비전 SLR만이 아니다. BMW의 슈퍼카 Z8, 재규어의 F-Type 등도 이러한 계열에 속 

하며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아우디 로즈마이어(Audi Rosemayer)의 경우도 마찬가 

지이匚卜. 메르세데스 비전 SLR의 경우는 5,396cc V8, 557마력에 자동 5단의 뒷바퀴 

굴림 걸윙(G니 Wing：갈매기 날개처럼 열리는 도어디자인) 스타일의 자동차이며 

BMW Z8은 4,941cc에 V8의 400마력, 수동 6단 뒷바퀴굴림의 자동차, 재규어의 F- 

Type은 3,996cc에 V8의 358마력, 뒷바퀴굴림 형식의 자동차이匚卜. 형태는 BMW의 

슈퍼카 Z8의 경우 60년대 BMW의 스포츠카 507의 혈통을 지니고 있으며, 재규어의 

F-Type의 경우도 마찬가지 컨셉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모두 과거의 모델이 지니고 있 

던 명성과 전통에 현대의 세련된 디자인을 접목시킨 디자인으로 대표되는 자동차들이 

다. 스피드와 디자인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는 즐거움이 아닌가?

►

스포츠카 이미지 변신의 기폭제, 아우디 TT 1996년 바르셀로나 모터쇼에서 아우디 

TT 스케일 모델을 보았을 때의 설레임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뛴다. 기하학적인 형 

태를 띤 간결한 선이 다른 자동차회사에서 나왔던 스포츠카 이미지와 다르게 다가왔다. 

아우디「「는 스포츠카라는 분류보다는 로드스터 (Roadster)라 불리는 차종이다. .특히

최첨단꿈의 디자인 

고속열차

꿈의 열차 ICT, ICE 고속열차는 최첨단서비스의 총체적인 양상을보여주는하이테 

크놀러지의 복합체이다. 독일고속열차인 이체(ICE, 이하 ICE)는 1985년 ICE-V의 시 

험차량 개발을 시작으로 1988년 당시 최고속도 406.9km/h를 기록했다. 이 시험차량 

을 기본으로 완성된 ICE1 은 1072량의 객차와 양끝의 동력차로 구성되며 280km/h 

의 속도를 낼 수 있었다. 1997년에는 ICE 2가 개발되었으며 특히 ICTOnterCity- 

Incline-Technology)와 ICE 3(lnterCity Express, third generation)가 선보였을 

때 사람들은 그 유려한 디자인과 기술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

기술 대 디자인(Technology Vs. Design) 1994년 여름, 장거리 유럽열차와 고속

열차 ICE 3의 디자인 컨셉을 결정짓기 위해 모인 프리젠테이션에서 노이마이스터 디자 

인(Neumeister Design)은 열차 측면의 홈과 곡선, 그리고 튜브모양 차체의 길이를 

늘린 다이나믹한 디자인 컨셉을 제시하여 주도권을 거머쥐었다. 하지만 이러한 디자인 

은 공기역학(Aerodynamics)이라는 고속열차에 있어 가장 교과서적인 메커니즘에서 

탈피한 것이었으며 열차 설계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는 디자인이었다. 결국 엔지니 

어들에 의해 이미 개발되어 있던 엔진 앞 부분 공간은 불가피하게 많은 수정이 가해져야 

했다. 노이마이스터는 많은 구성요소들을 열차 내부에서 복도 아래쪽으로 이동하여 승 

객들이 자유롭고 넓은 선실에서 엔진 조종사의 어깨너머로 모든 메커니즘을 볼 수 있도 

록 하였다. 세련된 유리 지붕을 가진 조종실은 기능적이고 깔끔하게 디자인되었으며 조 

종시 눈이 부시는 일이 없도록 설계되었다. 고속열차의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조정석의 

외형 이미지에 의해 많이 좌우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ICE 3가 지닌 첨단 이미지가 열 

차 앞부분의 기하학적 형태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ICE 1이나 ICE 2와는 달리 ICE 3의 조종석은 인간공학적인 측면이 최대한 배려되었 

다. 정면 스크린의 기울기와 운전자 시야의 범위를 고려하여 정밀하게 공간거리를 산출 

하였으며 , 선실난방과 공기정화를 위한 유리지붕은 운전자에게 그늘을 제공해준匚卜. 무 

엇보다 열차의 기하학적 외관 자체가 결정하는 조종석의 위치는 기존 고속열차가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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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디자인 관련사이트

www.cardesignnews.com 전세계 자동차관련 디자인대학의 졸업전시회부터 시작해 자동차 디자인의 모든 것을 알려준다.

www.auto-show.co.kr 국내 자동차 디자인 관련사이트이다.

www.autodesignmagazine.com 세계적인 자동차 디자인 잡지 사이트이다

www.italdesign.it 포니를 비롯해 최근의 마티즈까지 디자인해 우리에게 친숙한 주지아로의 이탈디자인사 사이트이다.

글 김성곤oggetti@hanmail.net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와 영국 Royal College of Art를 졸업하고 현재 명지대학교 객원조교수로 있다. Outstanding Overseas 

Student Prize, External Examiners Prize, SONY International Design Competition 등의 수상경력이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디자인 

관련 여행과 디자인 조형 교육에 관심을 두고 있다.

영화 미션 임파서블에서 포르쉐 911 과 당당히 겨루던 아우디丁「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 

의 머리 속에 강하게 인식되기에 충분했다. 스피드를, 그리고 디자인을 즐길 수 있는 차 

종으로 이보다 더한 차는 없다고 생각된다.

나는 스포츠카를 좋아한다. 그러나 내가 가지기 힘든 차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匚卜. 즉 대 

중 속에 파고들 수 있는 차를 좋아한다. 아우디丁丁는 스포츠카라는 스피드를 즐기는 물 

건을 디자인을 즐기는 대상으로 바꾸어 준 차가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동그라미 4개가 

겹쳐진 아우디의 엠블럼을 연상시키는 아우디TT의 인테리어 디자인은 차에 통일성 있 

는 이미지를 부여한다. 그리고 더욱 재치를 느끼게 하는 스포츠 버전의 경우는 의인화 

된 야구글러브 형태로 자동차 시트를 표현해 스포티한 멋을 보여주었다.

A
한국 스포츠카의 화려한 질주를 꿈꾸며 현재 자동차 디자인의 흐름은 에지 (Edge) 스 

타일이 주도하고 있다. 포드 디자인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기아(G네A) 디자인의 흐 

름이 전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꼭 그것이 다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 회사마다 독특한 디자인 전통이 존재한다. 일률적으로 각진 성냥갑 형태 

가 아닌 약간의 볼륨과 선 분할의 묘미를 느낄 수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인 

차종으로는 폭스바겐 계열의 스페인 자동차회사 세아트(Seat)의 탱고Tango)를 보면 

알 수 있다. 전체적인 스타일링은 작년 제네바 모터쇼에 소개된 세아트의 컨셉카인 살사 

와 유사하지만 더욱 세련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강하게 휘어 있는 바디사이드의 캐 

릭터라인을 따라 벨트라인이 아래쪽으로 쏠려 문을 통과하고, 사이드글라스 윗선은 뒤 

쪽으로 떨어지며 리어 데크와 합쳐져 인상적인 라인의 조화를 보여주고 있다.

전통과 과거의 모델에서 영감을 얻는 유럽 자동차 디자인과는 달리 한국이나 일본의 경 

우 새로운 코드를 지닌 디자인을 추구하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자동차회사인 현대자 

동차의 경우도 나름대로 새로운 디자인으로 승부를 걸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시작된 HOA1 에서 티뷰론과 투스카니로 연결되는 디자인을 보면 우리 

나라의 자동차 디자인도 한계단 한계단씩 자신만의 노하우를 쌓아가는 것 같아 디자이 

너로서 박수를 보내고 싶다.

글 윤종영 jyyoon @ hanyang .ac. kr

독일 에센국립대와 대학원에서 산업 디자인을 전공했으며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독일삼성자동차연구소 자문위원 , 독일산업 디자인협회 정 

회원(VDID) 및 서울시 광고물심의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독일 NRW디자인센터 한국지국장과 한양대학교 디자인대학 산업디자인 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

고속열차 관련사이트

www.ktx.or.kr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홈페이지로 현재 추진 중인 경부고속전철에 대한 정보를 얻을수 있다.

www.railway-technology.com 철도 기술에 관한 여러 정보를 제공한다.

www.deutschebahn.de 독일 철도(Deutsche Bahn) 홈페이지이다.

www.trainweb.org/tgvpages/tgvindex.html 고속열차의 대명사TGV의홈페이지이다.

www.railwaytechnology.com/projects/shinkansen/ 일본의 고속열차 Shinkansen을 살펴볼 수 있다.

고 있는 전형적인 기능성과 조종석의 표준적인 워크 스테이션을 변형시키는 계기가 되 

었다. 전체적으로 우아한 느낌을 주는 측면 홈 디자인 역시 처음에는 공기역학 전문가 

들에 의해 반대되었匚卜. 그러나 노이마이스터는 이전에 히타치(Hita忙h) 디자이너들과 

함께 작업한 신간센(JR-W 500 Shinkansen) 열차 데이터를 토대로 홈이 많을수록 

소음이 감소된다는 것을 증명, 결국 설계자들을 설득했고 그들은 보다 복합적인 디자인 

솔루션을 받아들여야 했다. 특히 노이마이스터는 열차 3분의 1 지점, 두 개의 열차구간 

사이에 문을 디자인했다. 이것 역시 설계자에게 큰 문제를 안겨주는 대단히 파격적인 

형태였다. 이전에는 결코 시행하지 못했던 열차의 외벽에 구멍을 내야하는 기술적인 문 

제였기 때문이다. 결국 디자인에 의해 발생되는 이러한 정역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승객실은 지지대와 열차 전체를 감싸주는 벨트를 갖추도록 설계되었다.

하이테크놀러지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고속열차의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표준화한 이 

러한 ICE 3와 ICT는 최첨단 테크놀러지가 디자인 컨셉을 뒷받침함으로써 진보적이고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경부고속전철(KTX) 일본, 프랑스, 독일, 스페인에 이어 세계에서 5번째로 고속철 

도를 운영하게 되는 우리 나라의 고속전철 KTX. 1992년 프랑스의 국철 (SNCF) 및 테 

제베(TGV)와 계약을 맺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430.7km에 달하는 경부고속철도 건설 

사업이 추진 중이다. 시속 300km의 스피드로 서울과 부산을 1 시간 58분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한다. 현재 새마을호의 최고 속도가 140km이고, 박찬호 선수가 던지는 직구는 

시속 150km 정도인 것을 감안한다면 그 빠르기는 그야말로 눈 깜짝할 새.

►

테제베(TGV) 프랑스의 GEC 알스톰사가 제작한 고속전철. 불어의 Train a

Grand Vitesse(High SpeedTrain)의 머릿글자를딴말이다. 1990년 5월 미개통노 

선에서 순간시속 515.3km를 기록했으며 시속 300km로 달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속전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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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안의 재빠른 소통 

모바일

00:09:1200:07:50

日7: 日日 핸드폰 알람소리에 잠이 깬다.

07:13 자리에서 일어나 간밤의 증시 등락현황을 확인한후, 

오늘의 증시투자 방향을 결정하고 주문한다.

던군: 日日 출근길, 하루 스케줄을 점검하고, 때마침 전송된 SMS(Short Message Service)로 

오늘의 생화영어 및 나의 관심사에 맞춰 분류된 뉴스를 보며 

회사에들어간다.

12:00 점심시간, 친구와 약속한 프로농구 개막전표를 예매하고 경품추천에도 참여한다.

L드 : 나드 폰뱅킹을 통해 동妄회 회원들의 회비입금 여부를 확인하고 회비내역을 전회원에게 공 

지한 후 동호회 모임장소로 적합한 곳을 알아본다.

18:00 유난히도 막히는 월요일 퇴근길. 강변북로를 택할 것인지 올림픽대로를 택할 것인지, 

모바일로 원하는 지역의 교통정보를 확인하고 좀 더 빠른 경로를 통해 집으로 향한다.

1997년 10월 3개 PCS 무선망 서비스 사업자들이 기존 2개 사업자에게 도전장을 던 

진 후 만 4년이 조금 넘는 기간에 달성한 서비스-새로 제공될 서비스도 아니고, 더 이상 

경이롭지도 않은 평이한 통신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우리의 모습이다. 불과 4년전 음성 

통화로만 주로 사용되던 모바일은 사용자들이 기존 서비스들을 다 꿰차기도 전에 다양 

하고 유익한 사이버 정보통신 매개체로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요즘 모바일 광 

고를 보면 '12줄 컬러 대화면의 감동 , 16화음의 놀라운 벨소리 효과 등 모바일의 멀 

티미디어 바람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匚卜. 이는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유행했던 듀얼폴더니, 초소형 미니사이즈모바일이니하는식의추세를완전히불 

식시키며 모바일 시장의 거센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

►

스피드 시대를 쫓는 모바일 디자인 이런 흐름 속에 마케팅 전략에서 가장 신경 쓰이 

는 부분이 모바일의 전체 디자인이다. 모바일 디자인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질 수 있 

는데, 하우징이라 일컫는 본체(메커니컬) 디자인과 내부 카테고리 구조를 다루는 어플

스피드의 또 다른 형상 

패스트푸드

현대사회의 물신物神, 패스트푸드 패스트푸드(Fast-Food)는 말 그대로 빠른 음식, 

즉 주문하면 바로 먹을 수 있다 는 뜻에서 나온 말로, 점포에서 간단한 조리를 거쳐 제 

공되는 음식을 말한다. 주로 195이년대부터 KFC, 맥도널드를 중심으로 대중적으로 보 

급되기 시작했으며 우리 나라에는 1970년대 말 토종 롯데리아를 중심으로 소개되기 

시작했다. 초창기에는 기존 레스토랑에서 파는 음식을 빨리 제공한다는 단순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나, 점차 왕성한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로 변하면서 패스트푸드는 현대의 

문화적 현상을 대변하는 단어가 되었다. 즉 효율성, 계산가능성, 예측가능성, 그리고 

통제를 기본원리로 하는 현대 산업사회의 전형을 보여주는 하나의 물신物神으로 자리 

잡고 있는것이다.

현대의 패스트푸드점은 단순히 배고픔을 때우기 위한 공간이 아니다. 그 안에서는 음식 

과는 무관하게 만남이 이루어지고 대화가 진행된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의 사 

람들에게 하나의 문화공간을 제공하며 끊임없는 광고와 이벤트로 유혹하는 것이다. 사 

람들은 그 곳에서 음식과 함께 깔끔하고 잘 정돈된 인테리어 , 신나는 음악, 세련된 느낌, 

색다르고 빠른 서비스 등 기존 식당에서 접하지 못했던 분위기를 함께 맛본다.

►

패스트푸드의 시각언어, 패키지 디자인 여기서 패스트푸드 패키지는 사람들에게 판 

매되는 이미지의 일부를 이룬다 패스트푸드 패키지하면 가장 먼저 콜라로 대표되는 음 

료컵이 떠오를 것이다. 음료와 커피, 콘, 샐러드 등을 담는 음료컵 용기는 용량에 따라 

대•중소로 나뉜다. 또 치킨, 프렌치 후라이드, 파이류를 담는트레이(Tray), 그리고 치 

킨 바스켓(Ch匕ken Basket), 바스켓 시트(Basket Sheets) 등도 대표적인 패스트푸

keyword special SPEED mobile + fast-food 8



모바일 관련사이트

www.qualcomm.com 미국 Qualcomm사의 홈페이지로다양한 이동통신 정보를 담고있다.

www.5g-telecom.com 광범위한 통신 정보를 다루고 용어정의 및 정보분류가 잘 되어있다.

WWW. pu Iver.c이n 향후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에 관한 정보를공유하는 곳이다.

cdmaOI .etri.re.kr 국내 ETRI의 CDMA 및 IMT2000관련 정보와기사를볼수있다.

www.sktelecom.com SK 텔레콤의 홈페이지로 최신 이동통신 정보를 신속히 알려준다.

www.ktf.com KTF의 홈페이지로 모바일 사업관련 추이 및 정보를 알수 있다.

리케이션 디자인이 그것이다. 국내의 경우, 상당히 다양하고 진보된 서비스가 제공됨에 

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본체 디자인이 소비자의 선택에 큰 요소루 작용되고 있다.

최근의 모바일 본체 디자인은 모바일 창이 LCD 대화면에 컬러까지 지원함으로써 집적 

기술에 한계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멀티미디어 및 모바일 인터넷을 지원하기 

위한 대화면 컬러 LCD에 맞추어 모바일의 크기조절을 효율적으로 디자인해야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화면의 초슬림화된 두께 커져버린 몸체에 맞는 감각적인 외형 디자인 

을 기본 컨셉으로 하고 있다. 한편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골격은 망사업자로부터 제시되 

는 것이 상례이지만, 모바일 인터넷 접속시 제시되는 어플리케이션 디자인과 효율적인 

구동의 다양성에서 오는 손익은 철저히 모바일 개발업체의 몫으로 돌아온다. 또한 멀티 

미디어 서비스사용자의 불편한점이나 개선 요구사항이 실제 모바일의 문제인지, 망서 

비스의 문제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망 서비스 문제 발생으로 인한 자사의 

모바일 제품의 이미지 관리를 고려하여 개발해야 하는 것도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이 외 

면해서는 안될 부분이다.

글 홍창용 r52908@email.mot.com

대우통신 종합연구소에서 PCS 시스템 S/W와 차세대 대용량 교환기 TDX-100 S/W를 개발했으며 한국통신 프리텔 네트워크 부문 근무 

시에는 IS-95B 데이타 통신을 위한 망 체적화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현재 모토롤라 코리아 디자인센터에 재직 중이다.

모바일, 21세기를 움직이는 새로운 테크놀러지 2001 년 9월, 이미 2,824만 명을 넘

어선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모바일 시장의 비중을 짐작케 한다. 사실 지난 3〜4년간 

의 변화를 지켜보노라면 초고속 대용량 모바일 시대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얼만큼 변화 

할지 그 내용을 추측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모바일은 분명 가입자의 

편의에 따른 서비스의 다양화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적절한 개선을 통해 앞으로 우리 생 

활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데이터의 양이나 품질에 있어서도 현 유선 통신서비스와 

동등한 입장, 또는 우위를 차지할 날도 머지 않아 보인다.

한편 모바일은 여전히 소형이라는 제약 때문에 다채롭고 화려한 멀티미디어와 무선 인 

터넷을 즐기기에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현재 서비스 중인 모바일 기술의 장 

단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유선망의 효율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모바일만의 서비스를 극 

대화해야 할 것이다. 가령 음성 인식 인터페이스의 구성을 통해 중장년층도 다양한 모 

바일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움 

직이는 기술들이 여러 분야에 걸쳐 복합적으로 표현되듯이 모바일도 그 역할과 대상에 

있어 다른 부분과 최적의 조화를 이루며 발전해 나갈 것을 기대해 본다.

드 패키지이다. 테이크아웃(Take■。니t) 박스류 역시 대•중•소로 구분되고, 햄버거 포 

장 종이서부터 케첩을 비롯한 소스 포장도 패키지 디자인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패스트푸드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패키지 종류는 가감된다.

치열한 유통구조 속에서 경쟁사와 함께 진열되어 팔리는 일반 식품의 패키지와는 달리 

패스트푸드 패키지는 해당 패스트푸드점의 전체적인 시각 이미지, 즉 CI의 한 부분으로 

서 존재한다. KFC의 경우, 창업자인 커넬 할랜드 샌더스(Colonel Harland Sanders) 

씨의 모습을 본따 지팡이에 하얀 수염이 달린 할아버지를 기업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활 

용하고 있으며, 맥도널드는 식욕을 돋구는 붉은 바탕에 노란색 'M' 자 브랜드 이미지를 

사용한다. 버거킹 또한 타이포그래피와 형태를 결합한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다. 이들 

이미지는 사인시스템이나 유니폼, 인테리어는 물론 해당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되는 

모든 패키지에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처럼 캐릭터나 브랜드를 일관된 

시각언어로 활용하는 방법은 강한 인상을 심어 줄지는 모르나, 자칫 사람들에게 지루함 

과 단조로움을 줄 수도 있다.

►

현재 패스트푸드점의 패키지는 고객과 제일 가까운 시점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테리어, 사인(Sign) 등 다른 디자인 요소에 비해 소홀히 취급당하고 있匚卜. 전체적인 

시각 이미지가 변형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한 시각요소를 조화롭게 사용하고 패키지 

디자인을 전략적으로 잘 활용한다면 , 고객에게 잔잔하면서도 강하게 인식시킬 수 있는 

강력한 고객흡인요소가 될 것이다 또한 포장에 사용되는 테이크아웃(Take~Oi」t) 패키 

지의 경우 운반상의 기능성은 물론 집에서 포장을 풀 때 편리하도록 형태와 재질, 그리 

고 평면적인 요소가 함께 검토되어져야 한다. 그에 덧붙여 포장을 푸는 재미까지 가미 

된다면 고객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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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으로 전해주는 특별함 

폴라로이드

“…오래 기다리지 않아서 좋다, 한 장 밖에 없어서 좋다, 늘 약간 흐릿해서 좋다, 쉽게 구겨지 

지 않아서 좋다…” 영화 접속 에서 주인공 수현이 보여주던 즉석카메라(일명 폴라로이드)에 

대한 예찬을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빨리빨리 란 초스피드 시대, 현대인의 속성을 가장 많이 

충족시켜주는 물건 가운데 이 폴라로이드 만한 것도 드물 것이다. 셔터를 누른 후 단 1-2분 이 

내에 초고속으로 사진이 현상되어 당신의 손에 쥐어질 때의 그 느낌이란… 이처럼 폴라로이 

드의 빠른 인화방식은 특히 각종 기념일이나 생일파티, 여행지, 그리고 일상의 모습을 즉석에 

서 사진에 담아보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 매니아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제품 또한 

메탈 소재의 기본 카메라형에서부터 동물캐릭터를 형상화시킨 디자인까지 다양화되고 있으 

며 점점 더 가볍고 휴대하기 편리한 디자인이 선호되고 있다.

►

감각적인 컬러와 디자인 폴라로이드사의 아이존(i-Zone)' 시리즈는 스티커사진

전용의 즉석카메라이다. 레드•블루•그린 등 감각적인 원색 컬러와 작고 펑키한 디자인 

이 특징 • 한 손에 꼭 쥐어지는 유선형의 몸체, 눈과 사람을 형상화시킨 아이존의 브랜드 

디자인이 잘 매치되어 출시 초기에는 스티커사진을 선호하는 10대와 20대 젊은 층에 

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기도 했다. 최근에는 실버 •화이트 두 종류의, 기분에 따라 커버를 

바꿀 수 있게 몸체 액센트 컬러를 2개로 디자인한 카멜레온 제품이 선보이고 있다. 실 

버 카메라에는 블루•마젠타 커버가 들어있으며 화이트 카메라에는 오렌지 •그레이 커버 

가 들어 있어 개성적인 카메라 색상을 연출할 수 있다. 만화캐릭터 주인공 트위티의 얼 

굴을 제품에 삽입하거나 이쁜 꽃문양을 몸체 디자인에 적용한 제품도 있다. 아이존 바 

비에는 밑면에 거울과 빗을 내장하여 사진찍기 전에 한번 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지 

고 싶은 사용자의 욕구와 편의성까지 고려했다. 앙증맞은 아기 돌고래(?) 이미지의 유 

선형 디자인이 돋보이는 폴라로이드 조이캠(joycam)' 은 대부분의 즉석카메라가 찍 

고 나면 자동으로 필름이 배출되는 것에 반해 둥근 고리 부분을 직접 당겨서 뽑는 수동 

식 메커니즘이 특징이다.

►

스포츠카를 닮은 1200FF 세련된 메탈릭 컬러의 최첨단 스타일을 자랑하는 

'1200FF 는 스포츠카를 닮은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이 돋보인다. 촬영을 위해 뒷면에

100초 안에 해결하는 아침식사 

토스터

아침을 밥 대신 빵과 우유, 혹은 커피로 대신하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식빵을 굽는 토스터 또한 

이제 우리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다. 1분 1초가 아쉬운 아침시간, 초스피드로 

아침을 준비하는 토스터에 관한」t。등 이야기.

개념

토스터는 얇게 자른 식빵의 표면을 굽는 전열기구를 일컫는다.

L. 내용분류

토스터는 크게 일반형과 오븐형으로 나뉜다. - 일반형: 빵이 다 구워지면 튀어 

오르는 팝업(PopTJp)방식으로 쉽게 빵을 구울 수 있다. • 오븐형: 오븐형태를 채택한 것 

으로 조리과정을 확인할 수 있고 간단한 오븐요리도 할 수 있다.

匸.디자인

토스터 디자인은 몸체를 중심으로 자동으로 굽는 시간을 조절해 주는 전자식 타이 

머와 빵을 토스터 속으로 넣어주는 슬라이드 스위치에서 많은 변화를 보여왔다. 초창기 직사각 

형의 각진 몸체에서 유선형의 라운드 디자인이 선호되고 색상 또한 밝고 깨끗한 아이보리 , 화 

이트 계열은 물론 빨강, 핑크 등의 감각적인 컬러도 인기. 타이머는 로터리 방식의 디자인으로 

작동하기 편리하며 빵이 구워지는 시간을 더욱 세분화하여 개인의 기호를 충족시켜주고 있다. 

슬라이드 스위치와 각종 버튼 또한 자체의 차별화된 컬러로 토스터에 포인트를 주었다. 한편 

기능적으로도 먼지덮개와 빵부스러기 받침대까지 갖춘 다양한 제품들이 선보이고 있다.

己. 리스트(온라인 리스트)

• www.philips.co.kr 필립스사의 홈페이지 • www.tymagic.co.k「동양매 

직의 홈페이지 ・ kr.shopping.yahoo.com/electronics/kitchen 147개의 토스터 제품을 

만날 수 있는 야후 쇼핑 • www.moulinex.com 프랑스 물리넥스사의 홈페이지

□.만약에토스터를…

휴렛팩커드사가 만든다면 새로 나온 HP 토스터는 1 분에 빵 6개를 구울 수 있고 

빵이 총 천연색으로 구워진다. 제록스사가 만든다면 빵을 한면, 또는 양면으로 구울 수 있으 

나가끔 두장씩 겹쳐서 구워지고 잼(Jam) 때문에 중간에 걸릴 때도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사 

는 식빵을 넣으면 제과점 이름과 날짜, 버전까지 몰래 알아내 표시한다. 불법복사한 빵을 넣 

으면 비밀번호를 묻고 비밀번호가 없으면 빵을 뱉어낸다(출처 www.click.co.kr/humor). 

너 • 방법(토스터 사용방법)

식빵을 토스터에 넣는다. 타이머를 맞추고 슬라이드를 내린匚卜. 빵이 다 구워지면 

자동적으로 튀어올라 온다.

入.속도

타이머의 위치에 따라 빵이 구워지는 속도가 달라지며 빵이 다 구워지면 자동으 

로 튀어나온다. 미리 구워지는 정도를 생각해서 스프링의 시간을 조절해 놓고 그 시간이 되 

면 빵이 튀어나오는 원리를 이용했다. 타임은 최소 3단계에서 최근에는 6단계이상 10단계 

까지로 세분화되고 있는 추세

keyword special SPEED • Polaroid + toaster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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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및제품협찬 SK귤로벌、주） 즉석카메라 관련사이트

www.sk-polaroid.co.kr SK귤로벌의 플라로이드 전문사이트이다

www.polaroid.co.kr 폴라로이드사의 홈페이지로 다양한 용도의 폴라로이드뿐 아니라 관련장비와 필름 등을 판매한다.

www.Polaroidmall.co.kr 즉석카메라 전문쇼팡사이트. 다양한 재품 및 필름 정보와 활용법을소개핸q 

www.fujifilm.co.kr 인스탁스 제품을 포함한 즉석카메라 및 다양한 카메라 제품을 소개한 후지필름 홈페이지이다.

부착된 카메라 오픈 버튼을 누르면 마치 최첨단 기지국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카메라 몸 

체부분이 세워지도록 디자인 되었다. 특히 셔터버튼이 우측 상단에 위치하여 사용자가 

작동하기 편하다. 이외에도 만화캐릭터 벅스 바니의 적, 타즈마니안 데블의 얼굴 자체 

가하나의 즉석카메라가되는 태즈캠 카메라도 인상적인 제품이다. 태즈가 입을 열면 

어떤 장면이던지 한 번에 먹어치울 듯한 무시무시한 이빨이 드러나는 디자인으로 재미 

있게 구성되었다.

►

즉석카메라에 관한 몇 가지 이야기 찍어서 바로 사진을 볼 수 있는 즉석카메라의 정 

식 명칭은 '폴라로이드 랜드 카메라', 혹은 '1 분 카메라 라고도 한다. 1947년 미국 폴 

라로이드사의 사장 H•랜드 박사가 고안하여 발표하였다. 카메라 내에서 현상과 정착이 

이루어지며 흑백 필름의 구조는 네거필름, 포지인화지와 현상액으로 되어 있다. 촬영 

후 필름을 빼내는 과정에서 1 매마다 첨부된 현상약이 카메라에 장치되어 있는 롤러에 

눌려 터져서 필름에 고르게 발라진匚上 현재는 일반적인 용도 외에 공업용•의학용•상업 

용•보도용 등 사용목적에 따라 많은 기종이 나와 있다.

즉석카메라에는 일반 필름이 아닌 전용필름을 사용해야 한다. 막연히 즉석카 

메라가 비쌀 것이라고 생각한 데는 이 필름이 일반 카메라용 필름에 비해 비싸기 때문이 

다. 보통 10개 내지는 12개가 1 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격은 8천원 대에서부터 다양 

하다. 각 제품마다 그 제품에 맞는 필름을 사용해야 한匚卜. 즉석카메라의 필름 투입구를 

열면 어떤 종류의 필름을 사용하는지 알려주는 라벨이 있으니 참고하도록 한다.

사진은 현상이 진행 중인 필름의 화면 부위를 누르거나 사진을 펄럭이거나 구 

부리거나 흔들지 않도록 한다. 현상 중에 사진을 흔들면 민감한 화학 구조에 손상을 주 

거나 현상용액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올바른 현상 과정이 진행되지 못한다. 흔든다고 사 

진이 빨리 나오지는 않으며 심한 경우 사진이 망가진다. 가장 좋은 현상방법은 현상이

끝날 때까지 평평한 곳에 놓아두는 것이다.

글 김향회편집장

• 60초〜70초（1-2단계）: 살짝 구울 때 - 70초〜90초（3-8단계）: 중간정도로 구울 때 • 

90초〜 100초 이상（9-10단계）: 바짝구울 때

O.일기예보 토스터

영국 브루넬대학 산업 디자인과의 로빈사우스캐스트가 졸업작품으로 제출한 토 

스터는 내부에 모뎀이 장착되어 식빵을 넣으면 자동으로 인터넷 일기예보 사이트에 접속, 날 

씨 데이터를 수집한다. 식빵이 다 구워지기 몇 십초 전에 토스터 내부에 있는 그날의 날씨를 

나타내는 해, 구름, 우산 모양의 철사가 식빵 표면에 접근하여 노릇노릇하게 구워주는 것 이 

원리를 이용하면 빵 위에 문자나 그 날의 중요한 일정체크는 물론, 실시간으로 오기는 문자메 

시지를 주고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다.

7〈•주의함점

빵부스러기를 제거하기 위해 제품을 거꾸로 들고 혼들지 않는다. 버터나 잼을 바 

른 빵은 넣지 않는다 

玄. 처음 사용할 경우

처음 사용하는 토스터는 불쾌한 냄새가 날 수 있으므로 토스터 타이머를 최고 위 

치에 맞춘 후 빵을 넣지 말고 여러 번 반복한다.

亍.키티 토스터

핑크색 귀염둥이 키티 캐릭터를 토스터에서도 만날 수 있다. 토스터 자체도 핑크 

색 키티 컬러 및 캐릭터와 로고가 새겨져 있다. 빵을 구우면 깜찍한 키티 얼굴이 찍혀나온다.

巨.토스터 전자레인지

엘지전자에서 개발한 토스터 전자레인지는 전자레인지와 토스터 기능을 하나로 

결합한 퓨전제품이다. 우리 나라에서 사용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토스터를 일반 전자레인지 

우측에 첨가했다. 정면에서 빵을 꺼낼 수 있게 디자인 되었다.

포. 필립스 土

1891 년 설립된 필립스사는 주방가전 부문에서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그 명성을 

쌓아오고 있다. 특히 디자인을 독립적인 전문분야로 일찍부터 인식해온 필립스사는 감각적이 

고 컬러풀한 필립스-알레시 주방제품을 탄생시켰匚卜. www.design.philips.com를 클릭하 

면 필립스사의 디자인 철학과 디자인 세계 및 관련 프로젝트를 만날 수 있다.

亏.한국형 디자인

한국형 디자인이라? 한국형, 또는 전통을 가미한 디자인이라고 하면 막연히 창 

살 등의 전통문양을 도입하거나 몇 개의 수식어로 '〜컨셉에는 한국형 디자인을 도입하여 …' 

정도의 단어 나열식으로 진행된 것이 사실이다. 사실 토스터는 전세계 소비자들이 함께 사용 

하는 일상용품으로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공유하는 이상 제조사를 막론하고 디자인적으로는 

비슷비슷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匚卜. 이러한 시장환경에서 독특하고 차별화된 제품을 선보인다 

는 것 또한 디자이너들이 풀어야 할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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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speed in the world

세계 최고의 스피드—기네스

글 유나영（자유기고가） yOOny@hanmail.net

자연과 의학

• 단거리에서 가장 빠른 육상 포유동물은 치타로, 최고 속도 시속 100km까지 달릴 수 있 

다. 북미 서식의 가지뿔 영양은 장거리를 가장 빨리 달리는 육상 포유동물이다. 이 영양은 

시속 56km의 속도로 6km를 달릴 수 있匚卜 해양 포유동물 중 가장 빠른 것은 범고래이 

匚卜. 1958년 동태평양에서 범고래가 시속 55km의 속도로 헤엄치는 것이 발견되었다.

• 가장 빨리 나는 곤충은 오스트레일리아 잠자리로, 최고 시속 58km를 낸다고 한다.

• 가장 빨랐던 공룡은 백악기 후반에 캐나다에서 서식했던 드로미세이오미무스에뮤를 

닮은 도마뱀）이다. 최고 속도가 시속 65km로, 타조만큼 달릴 수 있었을 것이다.

• 거북이 중에서 가장 빠른 기록은 1977년 영국 거북이 선수권 대회에서 찰리가 작성한 

기록으로, 548m를 43.7초 만에 달렸다. 거북이가 물 속에서 세운 가장 빠른 기록은 시 

속 35km로 태평양 가죽등거북이 세운 것이다.

달팽이들 중 가장 빠른 것은 일반정원 달팽이이다• 육식성 달팽이는 먹이를 구하기 위해 

일반 달팽이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데 3분에 61cm정도 움직인다.

가장 빨리 세포분열을 하는 원생동물은 글라우코마이匚卜. 이것은 3시간마다 이분열의 세 

포분열을 일으켜 하루에 7대까지 자손을 번식시키며, 510대가동시에 생존할수 있다.

가장 짧은 수명의 동물은 하루살이 성충이다. 그 유충은 호수나 강바닥에서 2-3년간을 

보내지만 날개가 있는 성충이 되면 겨우 1 시간 정도 살아남는다.

이색 경주와 이색 경기들

• 해마다 뉴욕에서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1,597계단을 오르는 수직 마라톤 대회가 

열린匚卜. 2000년 2월 23일 호주의 폴 크레익은 9분 53초로우승했다.

• 나무 빨리 타기의 일인자는 미국의 가이 저먼이다. 그는 1989년 높이 30.5m인 나무 꼭

대기까지 올라가는 데 53.35초 걸렸다.

• 세계에서 매듭을 가장 빨리 매는 사람은 미국 오레곤 주의 클린턴 베일리 경이다. 그는 ； 

1977년 4월 로프를 이용한 보이스카웃 매듭법 6가지를 8.1 초 안에 끝냈다.

• 창문 빨리 닦기의 일인자는 영국 엑세스의 테리 버로우즈이다. 그는 1999년 7월 30cm ； 

짜리 고무 롤러를 가지고 가로, 세로 각 1143cm인 사무실 유리창 3장을 11.34초에 닦 :

았다.

1957년 스코틀랜드의 왕실에서 열린 쇼에서 뉴질랜드의 고드프리 보웬은 암컷 체비엇

양털을 46초만에 깎았다.

을 발라 봉투에 붙였다.

1978년 호주 시드니의 웬디 월은 혼자서 28.2초 만에 침대를 만들었匚卜.

• 우표에 침을 발라 봉투에 가장 빨리 붙인 사람은 영국의 존 켄뮈어이다. 그는 1990년 屮聊 !巾 

BBC의 기록을 깨는 사람들 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4분 동안 393장의 우표에 침 丿丿脚肃'

19기 년 해롤드 위콤과 제럴드 하딩은 영국 트로브리지에서 1,050다스의 계란을 7시간 “; *■  “1,1

• 상업용 여객기로서는 1968년 12월 31일에 첫 취항한 Tup이evTu-44가 마하 2.4（시 ： 

속 2,587km）까지 속도를 냈다고 보고되었다. 1969년 3월 2일, 콩코드 여객기는 최고 ：

마하 2.2（시속 2,333km）의 속도로 첫 비행을 시작했다. ；

• 인간이 지금껏 경험한 최고 속도는 시속 3만 9,897km이다. 이것은 1969년 5월 26일 ； 

지구로 귀환 중이던 아폴로 10호 사령선의 승무원들이 세운 기록이다.

• 일반 승용차로 달성된 최고의 속도는 시속 386.7km이다. 1998년 3월 31 일독일볼프 ； 

스 부르크의 폭스바겐 실험장에서 앤드 월러스가 맥라렌 F1 으로 세웠다.

• 세계에서 가장 빠른 오토바이로 불리는 스즈키 하야부사 GSX1300R은 시속 312km ；

15분만에 휘저었다. 두 사람은 맹인이다.

• 뜨개질을 가장 빨리 하는 사람은 미국 콜로라도의 바버라 진 손택이다. 그녀는 1981 七

30분 만에 4,412땀을 코바늘로 뜨개질했다. 분당 147땀인 셈이다.

• 1998년 6월 영국 켄트 주의 데니 로는 1 시간동안 전기 면도기로 1,994명을 면도해

가장 짧은 시간의 기록

• 역사상 가장 짧았던 전쟁은 영국과 잔지바르간에 일어났던 전쟁이다. 1896년 8월 27일 

아침 9시에 시작된 전쟁은 불과 45분 후인 9시 45분만에 끝났다.

• 최연소 골퍼인 영국의 매튜 드레퍼는 5살 때 홀인원을 기록했다.

• 음반으로 나온 가장 짧은 오페라는 사이몬 리스와 피터 레이놀즈의 까】e Sands of 

Time 으로, 총 4분 9초이다. 이 곡은 다시 3분 34초로 편곡되어 런던 BBC 텔레비전 

센터에서 연주되었다.

• 가장 짧은 연극은 아일랜드 극작가 사무엘 베케트의 숨결（Breath）' 이다. 1969년에 

쓰여진 이 작품의 상연시간은 단지 30초에 불과하다고 한다.

, 오토바이, 자동차, 기차, 비행기, 우주선…

• 가장 짧은 뮤직비디오는 1994년 영국 데스메탈 밴드 브루털 트루스（B「u세 Tr니th）가 

발표한 'C에ateral Damage 이다. 이 뮤직 비디오는 20세기 말 미국의 보수주의적 문 

화상을 비판하기 위한 것인데, 번쩍이는 섬광과 함께 시작하며 강렬한 폭발장면과 함께 

2.18 초만에 끝나버린다.

• 가장 짧았던 TV 광고는 1993년 방송된 본 마치 （Bon March）사의 프랑고 사탕 광고이 

다. 이 광고는 단지 4프레임만으로 이루어져 있匚卜. 일반적인 광고는 1초에 30프레임 정

도가 들어간다고 한다.

• 가장 짧은 TV 시트콤은 1998년 미국TV랜드 방송국에서 선보인 가벨톤 가족（The

일반 도로에서 실험한 최고의 가속도는 1994년 5월 25일, 영국 베드포드셔주의 밀부룩 

실험장에서 그레험 헤이스웨이가 냈다. 그는 포드 RS200 레볼루션을 운전하면서 3.07 

초만에 시속 96km의 속도에 도달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슈퍼맨 더 이스케이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롤러코스터이 

다. 사람들은 이 롤러코스터가 126m 높이에서 시속 160km의 속도로 후진해서 떨어질 

때 6.5초 동안 공중에 떠있으면서 무중력의 스릴을 만끽할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승강기는 일본 도쿄에 있는 높이 240m 선샤인 60 빌딩의 고속 승강 

기이다• 이것은 미쓰비시사가 1978년 완공한 것으로 시속 37km의 속도로 가동된다.

까지 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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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무엇이 제일 빠른가 하는 것은 어린 시절 최대의 관심거리였다. 치타와 표범, 가젤 영양을 비롯한 6대륙의 모든 동물들이 한 트랙에서 달리는 그림을 열심히 베끼던 

아이는 조금 큰 뒤에는 벤 존슨과 칼 루이스 중 누가 더 빠른지를 놓고 친구와 다투다가, 좀 더 자라면 전투기와 오토바이 , 그리고 스포츠카에 열광한다. 그러나 이제는 그를 둘러 

싸고 있는 세상의 시계까지도 점점 더 빨리 돌아가기 시작한다. 버거킹에서는 고객이 들어온 지 3분 이내에 음식을 제공하며 , 햄버거는 만든 지 10분 이내에 팔아야 한다. 컴퓨 

터가 등장하면서부터 세계는 본격적으로 스피드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컴퓨터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속도는 이제 무어의 법칙(컴퓨터의 성능은 18개월 마다 2배로 증가한다는 

법칙)을 추월하여 기가헤르츠(GHz)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인터넷의 등장은 전세계를 동시 생활권으로 묶었다. 오늘날 스피드에 대한 집착은 단순히 빠른 것 이상의 의미를 지 

니고 있다. 그것은 측정과 환산이 가능한 것일수록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 시간이 점점 더 완벽하게 통제되며, 경쟁이 보다 치열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 설치류 중에서 가장 번식이 빠른 것은 영국 밭쥐이다. 이 암컷은 생후 25일만에 출산을 

시작해서 1 회에 6-8마리씩 매년 17번을 낳는다.

• 가장 빨리 자라는 식물은 대나무이다. 이 중 몇몇 종은 하루에 최고 91cm, 시속 3cm의 

속도로 자란다.

• 가장 급속도로 퍼진 질병은 에이즈이다. 1998년 12월 유엔 시DS 보고서에 따르면, 그 

해 580만 명이 HIV에 감염되었다고 한다. 1997년 이후 이 바이러스를 지닌 사람들의 

수는 10% 증가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총 3,340만 명에 달한다. • 재채기 중 최고기록은 시속 167km 이다.

• 가장 빨리 나온 아이는 1987년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출생한 제임스 길이다. 그는 예정

램에 출연해 56.1 초 동안 595단어를 말했匚卜 보통 사람들은 1 분에 300단어도 또렷하었다. 이 때 한사람당평균 면도시간은 1.4초이며 불과4번의 상처를 냈을 뿐이다.

• 베트남 난민이었던 민 따이는 1982년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루빅 큐브정육면 

체 색깔 퍼즐) 맞추기 대회에서 22.95초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 1995년 핀란드 펠코세니에미에서 열린 모기 죽이기 대회에서 헨리 펠론파는 5분만에 

21마리를 죽여 최고기록을 세웠다.

• 집 한 채를 맨손으로 가장 빨리부순 사람들은 캐나다의 오로라 가라데 도조 회원들이 

다. 1996년 이들 15명이 방 10개 짜리 집을 부수는 데 3시간 6분 50초가 걸렸다.

• 탭댄스를 가장 빨리 추는 사람은 제임스 데빈이다. 그는 1998년 5월 호주 시드니의 엠 

시엠 레코드 스튜디오에서 탭댄스 음악에 맞추어 1 초에 38번의 탭을 밟았다.

• 영국 켄트 주의 스티브 우드 모어는 1990년 'Motor M。니th' 라는 BBC 라디오 프로그

Gaveltons)' 이다. 이 시트콤에서는 일 회당 60초 만에 모든상황이 끝난다.

• 가장빨리 팔린 앨범은 1963년 케네디 대통령 암살 당일 나온 레코드 존 F. 케네디 추 : 

도 앨범 으로 6일만에 400만장 이상이 팔렸다.

• 가장 빨리 팔린 컴퓨터게임은 1999년 10월 출시된 포켓몬 옐로우 이다• 이 게임은 불 ： 

과 열홀 만에 백만 개가 팔려나갔다.
I

• 1992년 1,000페이지 분량의 윌리엄과 그의 모험 이라는 책은 스크립메이트사에 의해 ： 

12시간 18분만에 만들어졌다. 참고로 우리 나라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집필된 책은 전 ； 

국회부의장 홍사덕씨의 지금, 잠이 옵니까?' 이다. 그는 1996년 6월 10일부터 14일까 ；

스포츠

• 축구 경기에서 가장 빨리 터졌던 득점은 1998년 12월 26일, 우루과이 소리아노에서 열 

린 소리아노와 리오 네그로 간의 경기에서 나왔다. 이 때 니오 네그로의 리카르도 올리베 

라는 경기 시작 직후 1.8초 만에 골을 넣었다. 우리 나라에서 최단 시간에 골을 넣은 기 

록은 1986년 한일은행의 권혁표가 기록한 19초이다.

• 최단 시간에 끝난 당구 경기는 1997년 데이브 피어슨이 세웠다. 그는 캐나다 온타이로 

의 페퍼스 바 앤 그릴에서 15개의 공을 26.5초 만에 포켓에 집어 넣었다.

• 현재 100m 육상경기의 최고 기록은 1999년 아테네에서 미국의 모리스 그린이 세운 

9.79 초이다.

일보다 128일이나 빨리 태어났다. 태어날 당시의 체중은 624g이었다.

• 가장 빨리 치아가 난 기록은 6개월 일찍 조산한 아이가 세웠다. 이 아이가 태어날 당시 

가지고 있던 8개의 치아 중 4개는 어금니였다.

• 인간 신경계에 가해진 자극은 최고 360km/h의 속도로 전달된다.

• 신체를 절단하는 데 가장 빠른 시간이 걸린 것은 마취 수술 이전 시대에 나폴레옹의 주치 

의인 도미니크 래리가 13-15초만에 다리를 절단한 것이다.

게 말하기 힘들다고 한匚卜. 공직자 중에 가장 연설속도가 빠른 사람은 1961 년 한 연설에 

서 1 분에 300단어 이상을 이야기했던 존 F. 케네디였다.

랩을 가장 빨리 부르는 가수는 미국 시카고 출신의 레이블 XD이다. 그는 1992년 일리 

노이주의 Hair Bear 레코딩 스튜디오에서 54.9초만에 674음절을 소화해 냈다.

가장 빨리 드럼을 연주한 사람은 칼 윌리엄스이다. 그는 400개의 드럼을 20.50초만에

연주하였다.

가장 빨리 마술을 공연한 사람은 엘돈 위그톤, 일명 엘두니 박사로 1991 년 2분 동안 

225개의 마술을 공연했다.

지 총 5일간 1,100매 분량의 원고 검필을 완료한 후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만에 2 

번의 교정작업을 마친 후 출간하였다.

세계에서 최단 시간에 최다 서명을 받은 기록은 1991년 11월 11일부터 12월 23일까 

지 42일간 한국농협중앙회가 실시한 쌀수입 개방반대 범국민 서명운동 이었匚卜. 전체 

한국 인구의 30.5%인 1 천 3백 7만 8,935명이 서명했다.

200m와 400m의 최고 기록은 미국의 마이클 존슨이 보유하고 있는 19.32초와 

43.18초이匚卜.

남자 마라톤 최고 기록은 모로코의 칼리드 카노우치가 1999년 10월 시카고 마라톤에서 

세운 2시간 5분 42초이다. 한국 최고 기록은 2000년 이봉주가 도쿄마라톤 대회에서 人II 

운 2시간 7분 20초이다.

수영 자유형50m 최고 기록은 2000년 미국의 안토니 어빈이 세운 21.21초이다. 

100m 기록은 1994년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포포프가 세운 46.74초이다.

工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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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speed

느
의 미학

누구도 술이 빨리 익지 않는다고 뭐라 하지 않는다 二 천천히 익어가는 시간민 

큼 술 속에 깊은 맛이 스며듦을 아는 까닭이다 청춘이 빨리 흘러가지 않

는다고 한탄하는 젊은이도 없다 현재의 순간이 소중함을 알기 때문이다

오늘날 여기저기서 흘러나오는 느림의 찬미는 무조건 빠름을 비난함이 아

니다 二 느림의 목소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빠름의 오류가 흩어놓은 조화로 

운 삶이다 삶이 균형을 잃으면 중심을 잃고 휘청거린다 빠름의 윤리

가 느림의 여유를 갉아먹고 있기 때문이며 빠름의 논리가 모든 삶의 방식을 대

체하는 탓이다 키워드 스페셜 스피드, 이번에는 초고속 디지털 시대를 살

아가 는 우리들에게 마음의 여유를 되찾아 주는 느림에 관한 책 두 권을 소개한다

느
리
게
 산
다
는
 
것
의
 의
미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 d u bon usage d e I a I e n t e u rj

피에르 쌍소 지음 김주경 옮김 231쪽 A6 동문선현대신서 50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고요한 방에 들어앉아 휴식할 줄 모른다는 데서 비롯한다 는

파스칼의 말에 공감한다면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쌍소가 소개하는 느림의 9계명을 실천해보자.

피
에
르
 
쌍
소
 

깅
주
경
 
옮
김

1. 빈둥거릴 것 -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것

2. 들을 것 - 신뢰할 만한 다른 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

3. 권태 - 무의미할 때까지 반복되는 것을 받아들이고 취미를 가질 것

4. 꿈을 꿀 것 - 자기 안에 희미하나마 기민하고 예민한 하나의 의식을 자리잡아 둘 것

5• 기다릴 것 - 가장 넓고 큰 가능성을 열어둘 것

6. 마음의 고향 - 존재의 퇴색한 부분을 간직할 것

東
文
選
現
代
新
書
50

7• 쓸 것 - 마음속의 진실을 형상화할 것

8. 술- 그것은 지혜의 학교

9. 모데라토 칸타빌레 - 절제보다는 절도를가질 것

르몽드가 쓴 서평을 보면

10년에 걸쳐, 그러나 일순간에 그림을 완성한 추앙추란 화가에 대한 우화가 나온다. 

이 우화가 말하는 느림과 속도의 불확실성은 이 소설 자체에도 해당될 것이다.

느림의 즐거움을, 그리고 현대의 속도에 대한 안타까움을 한순간에 전해주는

이 소설은 느리게 읽을 수가 없다.

소설 느림 은 추앙추의 그림과 닮은 꼴이다.

50개의 짧은 메타포를 통해 밀란 쿤데라가 선사하는 

느림의 관념 속으로 들어가보자.

「느림 I a I e n te u r j

밀란쿤데라지음 김병욱옮김 182쪽 B6 민음사
밀
란
 쿤
데
라
 장
편
소
설
 
•
김
병
욱
옮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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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logue

슬로우- 슬로우- 퀵.퀵.
글 조성룡 csrmr2@hanmail.net

금강기획 크리에이티브 본부장이며 이사로 재직 중이다. 런던국제광고제, 스 

위스광고제, 뉴욕 광고페스티벌 등에서 광고상을 수상했으며 대한민국산업 

디자인전람회 심사위원, 칸느 국제광고제 심사위원 등을 지냈다.

흔히 한국의 고질병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것 중의 하나가 '빨리빨리 병이다. 이 병은 광고계에서도 불치의 병으로 통하고 있다.

기획단계에서 실행까지 TV광고는 보통 한 달, 신문광고의 경우는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주어진다. 이것은 외국에 비교하면 약 1/2 

에 해당하는 아주 짧은 시간이다. 그런데 이 짧은 한 달도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면 몸은 좀 바쁘더라도 정해진 날까지 무리 없이 끝낼 

수 있는 것을 질질 끌다 막바지에 닥치면 예외 없이 빨리빨리 다그치는 클라이언트들의 오랜 습성이 늘 우리를 슬프게 한다. 그러다 

보니 실행단계에서 항상 시간이 부족해 무리가 따르게 되고, 결과물에 대해서도 우리는 우리대로, 클라이언트는 클라이언트대로 마 

음에 들지 않아 가슴앓이를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광고회사를 포함한 클라이언트 일을 하는 디자인관련 회사에서도 이런 것이 

늘 문제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시행착오가 반복될까?

아직도 우리에겐 시간이 곧 돈이다 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몇년 전 미국에 있는 광고회사에서 약 일년동안 근무한 적이 있었 

다. 거기에서는 매 프로젝트마다 타임 시트(Time Sheet)를 작성한다.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몇 명의 인원이 필요하고 그 인원 

이 소요한 시간은 총 몇 시간인가를 합산해 클라이언트에게 크리에이티브 워크(Creative Work) 비용으로 청구한다. 그리고 클라 

이언트는 비용에 대한 합리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 만일 비용이 과다 청구되면 광고회사의 실력에 문제가 있어 남들보다 

더 시간이 걸린 것인지, 아니면 클라이언트 자체 내에 문제가 있어 시간이 걸린 것인지를 분명하게 가린다. 이러다 보니 광고회사는 

게으름을 피울 여지가 없고, 클라이언트는 클라이언트대로 불필요한 작업이 생기지 않게 신경을 쓴다. 우리 나라처럼 시안을 가져가 

면 담당자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맘에 들지 않으니까 다시 해오라든지, 아니면 매번 갈 때마다 생각이 바뀌어 시안을 다시 하는 경우 

는 많지 않다. 그리고 아주 사소한 것을 계속 수정시키는 일도 흔치 않다. 단, 특별한 경우 클라이언트의 사정상 밤샘작업을 하게 되 

면 반드시 초과비용을 지불한다. 모든 것을 비용으로 계산하다 보니 늑장 피우다가 빨리빨리 하게 되면 결국 그 비용은 클라이언트 

의 부담이 되고 담당자는비용을 낭비하는사람이 되는것이다.

그 다음 이유는사전 계획이 철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고 박대통령 이후부터 우리 사회는 앞뒤 잴 것 없이 일단 행동으로 옮기는 스 

타일이 미덕으로 여겨져 왔다. 광고를 만들 때에도 클라이언트가 이 미덕을 발휘할 때가 많다. 일이 생기면 일단 광고회사부터 불러 

아이디어를 요구한다. 최소한 어떤 목적으로 얼마만큼의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합의를 거치지도 않고 일을 던져준다. 그 

러다 보니 광고회사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아이디어를 가져 갔는데 클라이언트의 결정권자와 생각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치할 때까지 다시 해야 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다. 빨리 시작한다고 반드시 빨리 끝나라는 법은 없다. 그리고 일에는 반드시 순 

서가 있다. 그 순서를 어기면 일은꼬이기 시작한다. 평소에는 이런 이치를 누구나잘 알고 있으면서 막상 일이 생기면 까맣게 잊어버 

리는 것은 몸에 밴 잘못된 관성때문이 아닐까

마지막으로 시간을 쪼개 쓰는 습관에 익숙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을 하다 보면 보통 한 팀에 서너 건의 프로젝트가 함께 물려서 진 

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아이디어 회의도 해야 하고 자료도 찾아야 하고, 게다가 행정업무도 봐야 한다. 이처럼 항상 바브브 

게 돌아가는 시간을 잘 쪼개 써야 업무를 제시간에 마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아이디어 회의를 반나절동안 했다면 그 

시간의 반은 잡담인 경우, 자료를 찾는다고 인터넷을 뒤지면서 소비한 시간의 반은 엉뚱한 사이트에 들러서 놀다 나온 경우 등 이래 

저래 따지면 실제로 제대로 일한 시간은 아마도 몇 시간이 안될 것이다. 특히 밤 늦게까지 근무하는 것이 정례화되어 있어서 그런지 

빨리 끝내고 퇴근하려는 생각보다 아예 느긋하게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 근무했던 외국회사는 일을 느긋하게 하고 싶어도 

구조적으로 그럴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우선 특별한 이유 없이 야근이 인정되지 않는다. 야근 수당도 없을 뿐더러 빈번한 야근은 그 

사람의 능력부족으로 인식되며, 집안에 문제가 있어 집에 빨리 가지 않으려는문제아로 오해 받기 십상이다.

한편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를 반드시 고쳐야 할 한국병으로 알고 있지만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알고 보면 빨리빨리는 나쁜 

것이 아니다. 광고에서도 빠르다 는 컨셉은 매우 효과적이다. 소화제, 진통제, 초고속 인터넷, 패스트푸드, 스포츠카, 영어회화 3개 

월 완성, DHL, 초스피드 대출 등등 빠르다 는 것은 그만큼 만족을 빨리 시켜준다는 것이니 얼마나 좋은가?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 

은 조급증에 의한 빨리빨리 문화 이다. 그것 때문에 내용이 부실해지고 수정에 수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게 되 

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빠른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중국 사람들의 만만디 정신' 이다. 그들은 부모의 원수를 갚 

는 데 100년이란 세월은 결코 긴 세월이 아니라고 말할 정도로 여유를 부린다. 그만큼 중요한 일일수록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철저 

하게 준비해야 실패가 없다는 치밀한 정신을 배울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우리도 빨리빨리 문화가 무조건 나쁘니까 고쳐야 한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빠른 결과에 집착한 나머지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부실을 

초래하는 조급증을 고쳐야 할 것이다. 항상 사전 준비는 여유를 가지고 철저하게, 판단은 신중하게, 그리고 모든 것이 결정 났으면 

행동은 신속하게. 이것이 진정 초스피드 시대에 걸맞는 행동양식이 아닌가 생각한다. 무슨 일이든지 마치 춤추듯 해보자.

슬로우(Slow)-슬로우(Slow)- 퀵(Quick). 퀵(Qu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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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디비(designdb)의 광고페이지는 귀사를 위해 항상 열려 있습니다.

광고문의. 02 743 8065（내선 201）



글 박활성기자•사진 윤행석객원기자

인

인사동 관련사이트

in4dong.co.kr 인사동에 대한광범와한 정보를 살펴볼수 있다.

www.sdi.re.kr/insadong 시정개발연구소사이트 내에 있는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및 각종 인사동 소식을 얻올 수 있다.

www.dosi.or.kr 도시연대에서 마련한 인사동 학교에서 살아있는 체험교육을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올 것이다.

www.archforum.com 새로운 인사동 골목길을 설계한 건축가김진애 씨가운영하는 사이트 인사동의 새모습에 대한 설명을 들어볼 수 있다.

visualcity.co.kr 아기자기한 인사동 지도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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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션가이드一 •섹션가이드二 •섹션가이드三 •문화務지

•일본문화원

•은현궁

•백상기념관
•종로경찰서

안국로터리

•안국빌딩 •관훈주차장

•홍백화방

。토아트

❷북인사관광안내소

풀향기 • ❶ 사진이 있는 마당

수운회관 •

우리나라만세•
•아빠어렸을적에

LG25*
•동덕빌딩

•크라운볘이커리

❷가나이트숍 •시인과화가

•낮에나온반달

•인사동사람돌

제3공간。 

토토의 오래된 믈건

• 토방/유갤러리 . 보릿고개의

•문화지업사•민예사랑

G 탈방

청학동 •

경인마슬관

•사과나무
•천도교중앙대성당 

경운빌딩 •

•민익두 家
세계미슬 •

•동서표구화랑

•경남화랑
•영빈가든

동남화랑 •

•덕화당
•시대갤러리

•옹달샘

아트사이드1: •아원공방

•정원표구

가람화랑 •

•칠갑산

청남갤러리 . 안시。卜트센터@ 

삼정아트스페이스. 갤러리駕自 •

•수도약국

• 학교종이 띵띵띵
•인사갤러리

•갤러리사비나

•동양다예

•귀천

• 아지오 관훈갤러리•
고도사 •

대안공간 플 •

湛 •운림당필방

儿 
柵

•이을곡선생 집터

성지화랑 •

성보갤러리♦

상고재 •

인사전통문화보존회

（口£!（人）

•인사아트프라자

♦번지없는 주막

•명신당필방

• 통인화랑/가게

•서종화랑

•해정병원 한림원필방 •

•풍류사랑

한국민족예슬인총연합•

•전주지업사 작은인디。卜.

•SK 건설

•신한은행 •백상빌딩

•농협

남경화랑 •

아라가야。

형제지업사•

• 아뚤리에 서을

•용운당
•서호갤러리

•덕산방
•고궁사

• 갤러리 나무

•무등필방

•대신당필방 맥도날드 •

•구조선잃보사옥

•한미은행

• 공평빌딩/아트션타

•국세청

지하철 1호선 종각역

•보신각

• 질경이 우리옷

인사사거리.

박씨 울고온 제비• 경일한지백화점•

일 마레 • 
조형갤러리•

♦공（뽀）

•사동면옥

하우아트갤러리•

예촌 •

•원고재

•사비
•예나르

•한성당필방

한빛은행 

덕원미술관
낙원상가 

（허리우드극장）

로담코인사빌딩•

©광주요光州窯）

•민영환선생 자결터

学 • 독립선언 유적지

아리랑명품관•

깔아놓은 망석 놀고간들 어떠하리 •

서을중심 표시석•

•YMCA

종로 2가

•종로서적

갤러리 상 •

•이완장군집터

인데코화랑•

•서계도예명품관

•성심필방

보다갤러리♦

미림미술재료백화점• 

돌실나이 •

•승동교회

（3J 운동기념비）

이조병과 •

•서을은헝

인사동화랑• 

야구연습장•

남인사관광안내소

종로꽃농원•

금강제화 •

천하의 스타벅스도 인사동에선 인사동의 법을 따라 

야 했다. 이제 인사동이란 말은 단순히 거리 이름만 

이 아닌 우리가 지켜야할 전통의 숨결을 상징하는 

말이 돼버린 것이다. 조선시대 행정구역의 명칭이었 

던 관인 방（ 寬仁坊）의 '인'과 대 사동（ 大寺洞 ）의 

'사'를 모아 만들어진 단어 인사동. 지켜야할 것이 

있다면 무엇을 지켜야 하고, 변한 것이 있다면 무엇 

이 변했는가. 잠시 사심을 버리고 내년 초 문화지구 

선정을 앞두고 있는 인사동의 현 모습을 돌아보자.

1.문화유적의 거리, 인사동

여느 곳이 그렇지 않겠냐마는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인사동 주변에는 역사의 숨결을 간직하고 있는 곳들이 유달리 많다. 서울 

중심점 표지돌을 필두로, 대원군의 운현궁, 개화기의 풍운아 박영효 고택 

이었던 경인미술관, 3.1 운동의 산실 승동교회와 서울 최초의 초등학교인 

교동초등학교 등이 모두 인사동을 중심으로 위치해 있다. 옛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오늘날의 인사동길은 옛 모습을 많이 간직하고 있다. 알면 보이 

고 모르면 지나치는 문화유적들을 한번쯤 순례해 봄은 어떠한지.

2• 갤러리의 메카, 인사동

서울에서 인사동만큼 갤러리가 밀집해 있는 곳도 없 

다. 하지만 주점과 찻집에 비해 의외로 인사동의 갤러리는 한산하다. 문화의 

거리에 온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일까? 아니 파리 한 마리 없을 것 같은 말끔 

한 분위기가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잡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갤러리 

는 미술하는 사람들만 가는 곳이 아니다. 오늘부터는 인사동에 약속이 있는 

날 한시간정도 일찍 가서 갤러리에 들러보는 것이 어떨까. 한 번, 두 번 보다 

보면 어렵게만 느껴지던 작품들도 친밀하게 느껴질 것이다.

3 . 다양한 거리 이벤트

일요일이면 인사동은 차 없는 거리로 변하고 거리 곳 

곳에서는 다양한 이벤트들이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목공예, 유리공예 및 

도예 실연이 벌어지기도 하고 떡메치기, 초상화 그려주기, 궁중투호놀이, 

우리 향 피우기, 화분에 그림 그리기 등 각종 문화 행사가 펼쳐진다. 특히 

종로로 나가는 어귀에 새로 생긴 남인사마당에서 수시로 벌어지는 공연을 

보고 있으면 한두 시간은 눈 깜빡할 새에 지나가 버린다. 일요일 오후 게으 

름 피우지 말고 인사동 거리에서 알찬 시간을 보내보자.

4 .골목길을 걷는 즐거움

인사동 지리에 왠만큼 익숙하다고 자신하는 사람도 가 

끔 잘못 들어서는 것이 바로 인사동 골목길. 그만큼 안국동 로터리에서 종로 

로 이어지는 인사대로 곳곳에 나있는 골목길은 사람을 헷갈리게 한다. 계속 

해서 이어져 있을 것만 같았던 골목길이 코너를 돌자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바쁘지 않다면 골목길에 몸을 맡기고 걸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비록 공사로 이곳저곳 파헤쳐진 곳이 많아 눈살을 찌푸리 

는 일도 있지만 운이 좋다면 뜻하지 않던 휴식처를 만날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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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뙤놈이 번다고 했던가? 점점 상업화되어 가는 인사동에서 하나 

둘씩 갤러리와 전통 가게들이 사라지고 있다. 쉽게 팔 수 있는 액세서리 등으로 취급품 

목을 바꾼 곳이 한 둘이 아니오, 아예 호떡집으로 변신한 곳도 있다. 우리 나라의 전통 

적인 이미지를 간직해온 인사동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들려온 것은 이미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누구를 원망할 것인가? 인사동을 진정한 문화의 거리로 만드는 힘, 그것 

은 국가가 문화지구로 정한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요, 상인이나 갤러리 , 혹은 시민단체 

들이 합심하여 벌이는 운동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다.

도움 안 되는 입 바른 소리라는 비난을 무릅쓰고 이렇게 말해본다. 그것은 바로 

그곳을 찾는 사람들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고. 인사동의 맥을 잇고 있는 곳들을 찾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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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가이 드. 一

O
3대를 이어온 인사동의 살아있는 역사

통문관 （通文館）

문을 열고 들어가면 코끝에 느껴지는 오래된 고서들의 책 냄새가 사람을 편안하게 만 

들어 준다. 바야흐로 전자출판의 시대를 맞이하는 지금, 시간의 깊이를 몸소 증명하는 

이 땅의 오래된 고서들 앞에서 다시금 책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건 어떨지…

• 서울시 종로구관훈동 147 • tel. 02-734-4092 ♦ open 10：00-18：00

날아라 아톰, 무찔 러 라 악의 무리

토토의 오래된 물건

60-70년대를 풍미했던 갖가지 물건들이 빼곡히 들어선 이곳에 있다보면 우리 나라에 

부족한 생활사 박물관의 역할을 이 가게가 대신 해주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한번씩 발걸음을 멈추고 지나간 물건들에 반가워 웃음 짓는 

표정을 보노라면 나도 따라 행복해진다.

• 서울시 종로구관훈동 169-2 • tel. 02-725-1756 • open 10：00-20：00

• www.gototo.co.kr

장인의 손으로 빚어진 한국인의 표정

탈방

오랜 세월 외길을 고집해온 탈 제작가 정성암 씨가 직접 운영하는 가게. 서울에서 그 

맥이 끊어진 본산대탈과 사람들에게 익히 알려진 하회탈을 만나볼 수 있다. 정성스런 

손길로 만들어진 탈 하나하나마다 이 땅에 살아온 우리 선조들의 때로는 신명나는, 또 

때로는 어눌한 표정들이 살아있다.

• 서울시 종로구관훈동 71 • tel. 02-734-9289 • open 10：00-19：00

골동품들을 만날 수 있는 곳

인 （人）

우리 나라 사람들보다는 외국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고미술 전문점 . 보통은 

박물관 유리관에나 들어 있는 문화재급 물건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 곳에 들어선 

생생한 유물들을 접하니 밀폐된 유리관에 죽은 듯이 전시되어 있을 유물들이 왠지 불 

쌍하다.

• 서울시 종로구관훈동 24 • tel. 02-738-0087 • open 09：30-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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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새단장을 한 이후 인사동에서 바뀐 것은 벽돌로 포장한 도로와 가로수만이 아 

니다. 부쩍 늘어난 현대적인 느낌의 아트샵들이 인사동의 공기를 바꿔놓고 있다. 현 

재 공사 중인 곳도 모르긴 몰라도 아마 그런 종류의 가게들이 듈어서지 않을까하는 생 

각이다.

건물이 모여 길과의 관계가 정리되면 구획이 나눠지고 하나의 거리가 그 형태를 

나타내게 된다. 길이 바뀌고 건물들이 새단장을 하는 데 공기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 

이 더 이상한 일일 것이다. 변하는 것을 마냥 탓할 수는 없다. 다만 옛것과 싸우지 않 

고 그것을 감싸안을 때 사람들은 수긍할 것이다. 인사동의 전통과 현대적 감각을 접목 

시키려는 시도들을 몇里 소개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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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가이 드. 二

O
인사동에 부는새바람

가나아트 숍

도자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전통 공예품들을 접할 수 있는 인사동의 대표적인 아트샵 

중의 하나이다. 앞서 소개한 통문관 건너편에 있는 가나아트 명품관과 인사아트센터 

1 층 가나아트숍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 서울시 종로구관훈동 119 • tel. 02-734-1020 • open 10：00-20：00

• www.ganaartshop.co.kr

o
차가운 금속에 입혀진 황홀한 느낌

제 3 공간

5평 남짓 길게 늘어진 좁은 가게 양면에 걸려 있는 각종 소품들을 보자니 금속이 더 이 

상 차가운 물질이 아니란 생각이 든다. 이렇듯 따뜻한 느낌이기에 인사동의 전통가게 

들과 나란히 있어도 어색하지 않은 것일까?

• 서울시 종로구관훈동 169-2 • tel. 02-737-8928 • open 11 ：00-20：00（일요일은휴무）

사람이 있는 곳에 그릇도 있다

광주요 （ 光州窯 ）

그릇은 전통에 머물러 있을 틈이 없다. 매일같이 식탁에 올라야하기 때문이다. 깨질까 

두려워 진열장에만 모셔놓으면 그릇들이 서운해 한다. 감상용이 아닌 우리의 식생활 속 

에서 그 쓰임새를 찾아줄 때 그렇게 자랑하는 우리의 도기들도 자기네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다.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30T • tel. 02-722-4520 • open 10：00-19：00

• www.kwangjuyo.com

o
한복은 누구의 옷인가?

아라가야 곤의 딸

입고 있는 옷은 그 사람에 대해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준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우리에 대해 무엇을 말해줄 수 있는가. 과거의 옷이 되어버린 한복을 고운 색과 선으로 

다사 선보이는 전통 한복 전문점 . 손으로 짠 투박한 무명에 치자로 물을 들여 소박한 멋 

을 살리면서도 까탈스럽지 않은 맛이 배어 나온다.

• 서울시 종로구관훈동 6 • tel. 02-733-0442

• open 10：00-19：00（평일） I 11 ：00-2600（휴일） • www.aragay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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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미술, 공공미술을 외쳐대며 예술이 일상 속으로 뛰쳐나온 지 어느덧 적지 않은 시 

간이 흠렀건만 여전히 그들은 우리의 일상 밖에 있다. 물론 많은 예외가 있긴 하지만, 

소위 공공 예술이라 하는 것들은 우리 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던져지는 것 

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우리가 길들여지길 바라는 것인지 …

밥 한끼, 차 한잔. 사람들이 친해지기에 적당한 소품들이다. 하지만 어디 사람들 

만이 그런가. 차 한잔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사이 슬그머니 다가오는 예술품들 또한 

친해지기에 더없이 적당한 친구다.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사람은 어디서 

나 환대 받지 못한다. 있는 듯, 없는 듯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다가올 때 사람들은 불 

편해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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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가이 드. 三

O
차와 도예 작품을 동시 에

토아트 갤러리

안국역에서 인사동으로 접어드는 길목에 다소곳이 위치해 있는 토아트 갤러리는 차를 

마시며 도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한쪽으로는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그리 

고 다른 한 쪽으론 도예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공간이 이곳을 들어서는 사람들을 반긴 

다. 인사동 어귀에 위치해 사람들에게 인사동은 이런 곳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 고맙다. 

• 서울시 종로구관훈동 118-2 • tel. 02-732-3044-5 • open 09：00-23：00

• www.koreapotters.com

0
한옥에서 감상하는 사진전시회

사진이 있는 마당

학고재 옆골목으로 접어들어 2-30m정도 들어가다 보면 사진이 있는 마당 이란 간판 

이 보인다. 줄여서 사진 마당 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곳은 전통적인 한옥 형태의 집과 

마당, 현대적인 세련미가 돋보이는 실내 장식이 어울려 분위기 있는 장소를 연출한다. 

실내에는 물론이고 마당 옆에 있는 조그만 문으로 들어가면 사진전시회를 볼 수 있다.

• 서울시 종로구관훈동86 • tel. 02-720-5657 • open 11：00-24：00

역사적 향기 와 단아한 풍취

경인 미술관

철종의 부마이자 영혜옹주의 부군이었던 박영효 선생의 저택으로 유명한 경인미술관. 

역사적으로도 유래가 깊은 엄연한 미술관이지만 전통다원으로 오인할 만큼 경관이 빼 

어나다. 전시관과 아트샵을 비롯해서 각종 행사가 벌어지는 정원의 야외무대까지 허 

투루 지나칠 곳이 하나도 없다.

• 서울시 종로구관훈동 30-1 • tel. 02-733-4448-9 • open 10：00-19：00

• www.kyunginart.co.kr

G
폭넓은 미술체험, 복합문화공간

아트사이드넷

밖어I서 보면 그저 고급스런 레스토랑으로만 보이는 아트사이드넷 1층도 알고보면 버 

젓이 작품이 전시되는 장소이다. 2층은 와인 하우스, 3층은 순수 전시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복합문화공간을 표방하는 곳답게 기존의 미술 작품에서 디지털 시각문화에 이 

르기까지 폭넓은 체험을 제공한다.

• 서울시 종로구관훈동 170 • tel. 02-725-1551-2 • open 10：0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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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동 문화를 지키자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은 위험하다. 사람들이 인사동 문화 란 단어를 통해 관철시키고자 하는 문화적 욕망이 각각이기 때문만은아 

니다. 한 공간에서 여러 사람들의 이해가 상충하고, 그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이 생겨나는 일은 적이 성가시기는 하지만 매우자연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사람 

들의 설왕설래가 부추기는 지나치게 빠른 변화의 속도일 뿐이다.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인사동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당장 필요한 것은 그 변화의 폭과 속도를 

견제 가능한 범위 내로 통제하고, 그것의 속성을 감지•평가관리할 집단적 성찰성의 고양일 뿐이다.

인사동 Syndrome
대중들이 인사동을 전통문화의 거리 라고 이해할 때, 불행히도 대개 그 이미지는 정태적이 

다. 하지만 인사동은 한 번도 변화를 멈추어본 적이 없으며 그 얼굴 또한 여럿이다. 조선 후기 

보수적인 안동 김씨들이 차지했던 주거지역으로서의 인사동 일대는 개화기 시절엔 민씨 일 

가를 그 주인으로 맞았다. 그리고 일본 식민기에는 김두한과 기녀들, 그리고 세력가들의 첩

들이 설쳐대는 골목이 되기도 했으며 동시에 독립만세운동의 본거지가 되기도 했다. 어디 그 뿐인가. 유명 의료원들이 몰려있던 병원 골목이기도 했고, 전국을 

시장으로 하는 대형 가구점들의 골목이기도 했다. 인사동의 세력권에 속하는 한국 최초의 근대식 공원 인 탑골공원은 본디 고려이래 시끌법석의 절터였는데, 

연산군은 그 곳에 관기들의 거처를 마련함으로써 도화살 어린 땅의 기운에 화답했다. 그렇게 기이한 팔자를 지닌 터는 대화재 이후 오래도록 방치되었고 외국 사 

절들의 건의에 따라근대식 공원이 된 것이었다. 식민기의 일본인들은 지금의 공중 화장실 자리에 어린이 야외 수영장을 만들기도 했으니 인사동의 표정은 한 둘 

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거의 분열적이었다고 해야 옳다.

매스미디어를 통해 유포되는 인사동 - 전통의 거리 이미지는 다분히 피상적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근본 없는 싸구려 개량한복 같은

것이다. 많은 이들이 옛 말구유를 엎어서 찻상으로 쓰며 입구에 장승이나 하나 뻣대어 놓은 꼴을 인사동의 전통 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한 이미지 

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기껏해야 197이년대의 일이다. 1960년대 한•일 국교 정상회담 이후 일본인들에 의한 골동품 매매가 늘어나면서 고서화와 관련 

된 필방, 표구점들이 많이 들어섰다. 그와 더불어 고급 한식당과 요정들이 덩달아 그 수를 늘여갔고 197이년, 한국 최초의 상업화랑인 '현대화랑 을 시작으로 

여러 화랑들이 문을 열어 미술문화의 꽃이 피었다. 그러나불행히도 적지 않은화랑주인들은 소위 복부인에 불과했다. 1960년대 말에 개발제한이 풀린다는 

풍문이 돌면서 이미 인사동 일대에 부동산 투기의 바람이 불었던 것이다. 하지만 당시의 사진을 보면 인사동의 거리풍경은 여느 골목이나 마찬가지로 얌전할 

뿐이다. 진정한 키치로서의 싸구려 전통 이미지는 1980년대에 형성되었다. 선술집, 전통찻집 등이 성업을 하며 만들어낸 사이비 전통이 대중에게 유포되기 시 

작했던 것이다.

오늘날의 설왕설래가 시작된 것은 1997년 화랑주를 포함한 지주 중심의 이익단체인 인사전통문화보존회가 차없는 거리의 날 행사를 벌

이 면서부터였다. 경기 침체를 벗어나려고 마련한 행사가 과도하게 많은 인파를 불러모으면서 오히려 기존의 소위 고급문화 기반을 뿌리째 흔들었고 뜨내기 

들을 상대로 하는 좌판과 싸구려 민속품들이 가두를 점령했다. 지가가 상승하자 지주들은 재빨리 서울시 의원들을 들쑤셔 개발의 입김을 불어넣었고 시민단체 

와 예술가들은 그에 격렬히 저항했다. 문화연대(www.dosi.or.kr)를 비롯한 시민운동세력은 개발을 어느 정도 저지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인사동은 급격히 

개발되었다. 건축가 김진애 씨의 설계에 따른 정비사업은 중국을 연상시키는 전돌 바닥과 바바리아적인 가로등, 그리고 별 볼일 없는 석물들을 남겼고 같은 기 

간 동안 몇 채의 서양식 고층 건물이 들어섰다. 그 아비규환 속에서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주민들도 목소리를 높였지만 다행히 ⑺ 거의 묵살 

되다시피 했다. 모든 도시의 공간들은사람처럼 생로병사를 겪으며 발홍과 퇴행의 시기를 맞게 마련이다. 그러니 인사동이 일부 중•장년 식자층 중심의 고금문 

화를 잃고 1970년대 이후 태어난 2차 베이비 붐 세대의 청년들로 넘쳐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노릇이다. 그들의 입맛에 맞추느라 음식점과 찻집, 술집 등 

이 문을 열고, 값싼 물건들이 들어서고, 지가와 임대료가 상승하고, 기존의 고미술상들이 문을 닫는 일도 장기적으로는 불가피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하는 일은 그 퇴행의 속도를 늦추고 전통에 무지한 젊은 세대들을 교육시키는 일이다. 극장 표를 끊어 놓고

남는 시간을 때우러 카페와 길거리를 쏘다니는 선남선녀들이 전통문화에 무지, 무관심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현재 인사동에 몰려드는 인파는 인사동이 견 

딜 수 있는 적정선 이상이다. 그러니 종로에 산재한 극장들이 끌어들이는 젊은 데이트족들을 을지로나 기타 다른 방향으로 유도할 유인 장치가 필요하다. 아니 

면 인사동은 새로운 문화를 배태하지 못한 채 늙어갈 것이다. 하지만 뭐니뭐니해도 시급한 것은 무지한 청년층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적 공간의 마련이다. 인사 

동 주변에 전통문화관련 뮤지엄이 세워지면 새로운 세대에게 전통문화의 정수를 가르쳐줄 수 있을 뿐더러, 동시에 유동인구를 분산하여 각 공간에 묶어둠으로 

써 인사동 중앙 골목에 인파가 몰리는 병적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인사동이 앞으로 얻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긍정적인 기능은 그런 집단적 교육의 능력 

일 게다. 앞으로는 당대미술의 메카가 될 수도 없고 검정차가들락거려야 먹고살 수 있는 고미술상점이나 고급 한복집들의 일번지가 될 수도 없다. 그러니 사람 

들이여, 섣부르게 인사동 사랑을 부르짖으며 문화의 보존을 주장하지 말라. 인사동에는 현재 너무 많은 돌팔이 의사들이 붙어있다. 양의의 처방과 한의의 처방 

이 맞서고, 금전적 이익만을 노리는 악의적인 처방과 현실화되기 어려운 이상주의적 처방이 흔재한다.

나는 인사동에 관여하려는 디자이 너들이 간판의 일제 정비와 시각적 표현방식의 일률적 통일을 주장하는 것을 보고 들을 때마다 그 파쇼적

발상에 하얗게 질리곤 한다. 돌팔이 처방은 한 번으로 족하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제 개발과 변형은 어느 정도 합리적인 규제를 받게된 것으로 보인다. 2001 년 

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어느 정도 힘의 균형이 잡히기 시작한 것이다. 자세한 것은 시정개발연구소의 홈페이지(www.sdi.rekr/insadong)를 참조하기 바란 

다. 그들의 노력은 가상하고 접근방식은 적절해 보인다. 그들에게선 전통을 정동적으로 이해하고 바라보려는 탈전통주의자의 새로운 태도가 엿보인다. 앞으로 

인사동이 맞이할 변화가 궁금한 분은 그들이 마련한 인사동지구단위계획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란다.

글 이정우 subgaytales@hanmail.net

씨네 2T 에서 진행됐던 퀴어영화 논쟁을 통해 글쓰는 일을 업 삼았다. 무크지 디자인 | 

텍스트 동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계간지 공예와 문화 의 편집장을 맡고 있다.

db flash 仁寺洞 c 이 umn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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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함, 놀라움, 그리고 즐거운 웃음

“재미있는 문구류를 만들고 싶었어요. 문구도 이제 

보고 즐길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심플 

(Simple), 서프라이즈(Surprise), 스마일(Smile)'을 뜻 

하는 '3S' 정신으로 문구를 디자인합니다. 즐겁고 자유로 

운 정신, 유머와 따뜻한 감성, 신선한 아이디어가 바로 우 

리가 추구하는 문구정신이랍니다.”

사실 문구점에 가면 우리는 늘 똑같은 모습의 노트 

와 편지지를 만난다. 그래서 문구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 

을 깨트린 공책(O-check)' 의 등장은 즐겁다. 단순히 무 

언가를 쓰기 위해서라기보다 보면 즐겁고, 사서 책상 앞에 

두고 오래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독특한 아이디어에 유 

머가 가득한 공책(0-check)' 의 문구는 색다른 재미까지 

선사하는 것이다.

이들은 아직까지 보고 즐기는 문구 에 대한 개념이 

생소한 것이 안타깝다. 하지만 이런 점이 더 매력적이다. 

그들이 할 일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 

래서 권재혁 씨와조수정 씨는 바란다. 이들의 노력이 결실 

을 맺어 우리 문구에 대한 매니아가 형성되기를 말이다.

이것은 비스켓이 아니다

이들이 처음 문구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올 1월에 있었던 이대 앞 한 쇼핑센터 

공모전에서였다. 냉장고라는 주제를 정해놓고 여기에 맞는 문구를 디자인했다. 따라서 

음식물이 주요한 소재가 되었고, 우유팩과 비스켓의 등장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우유 

팩은 편지지와 달력으로 변신했다. 비스켓 모양의 뚜껑을 열면 그 속에는 포스트잇이 

들어 있다. 쟁반에 놓으면 흡사 간식시간을 연상케 한다. 이런 디자인은 곧바로 사람들 

의 시선을 끌었고, 1년이 채 되지 않아 교보문고에 매장을 가질 정도로 성장했다. 이들 

이 만들어낸 문구는 단순하면서도 어디서도 본적이 없는 신선한 디자인을 자랑한다. 재 

생지 느낌이 나는 노트(룰드 노트북 세트)에는 펜을 꽂아둘 수 있도록 표지에 고무줄을 

붙여 놓았다. 실험도구로 사용하는 시험관이나 삼각, 둥근 플라스크는 속에 알록달록 

한 편지지를 담는 용기로 만들었으며 슬라이드는 작고 깜찍한 카드가 된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 이들은 재래시장을 즐겨 찾는다. 방산시장이나 황학 

동 벼룩시장, 전자상가가이들이 주로 찾는 곳이다. 시장구석구석을살펴보면 재미있는 

소품들이 많다. 전자상가에서는 종종 재미있는 부속품을 발견한다. 그 중 마음에 드는 

것은 꼭 사둔다. 이것을 가지고 2〜3주 정도 고민하면 새로운 제품이 탄생한다. 아직까 

지는수작업이 많고 직원이 3명 밖에 없어 밀려드는물량을 채우기 바쁘다. 하지만 이들 

은 틈틈이 영화를 보고 교보문고나 홍대와 명동거리를 찾아다닌다.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는 젊은이들의 톡톡 튀는 감각을 흠뻑 느껴볼 수도 있고 디자인 잡지를 찾아보는 재 

미도 쏠쏠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생활자체가 디자인을 위한 준비단계인 것이다.

design & people O-ch은ck stationery 권재혁, 조수정 22



세로? 가로? 고정관념을 깨라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제품을 만들며 실수하는 일도 

제법 많다. 특히 인쇄 과정에서 종종 실수를 하게 된다. 이를테면 가로로 넘기는 

노트를 만들려고 했는데 종이 인쇄방향이 세로로 넘기는 형태로 된 것이다. 곰곰 

이 생각한 끝에 세로로 넘기는 노트로 만들고 이것을 다시 잘라 특이한 형태의 노 

트를 만들었다. 이것이 룰드 노트북 세트인데 의외로 좋은 반응을 얻었다.

권재혁 씨와조수정 씨는 원래 의상디자이너였다. 의류회사에서 처음 알게 

된 것을 계기로 디자인에 대한 생각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고 의기투합 했다. 그리 

고 전혀 경험이 없었지만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무기삼아 겁없이 (?)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문구 디자인에 도전한 것이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지금은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기에 만족감은 그 이상이다.

공책(O-check) must go on!
얼마전 공책(O-check)' 은 사무실을 옮겼다. 소규모로 시작해 인력이 부 

족한 탓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이다. 한편 문구 외에 의류 디자 

인도 함께 하고 있다. 그들의 작품을 본 홍콩의 한 바이어가 이들에게 문구뿐만 아 

니라 의류 디자인도 요청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의욕만 앞서 무조건 하겠다는 

자세로 일했지만 지금은 신용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서두르지 않을 겁니다. 작지만 공책(O-check)' 이란 문구의 이미지를 

심어놓는 일이 더 중요하죠. 손맛이 남아있는 아기자기한 문구류를 만드는 데 최 

선을 다 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디자인한 문구, 의류, 생활용품과 카페가 

함께 있는 멀티샵을 갖고 싶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첫발을 내딛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한자리에 머물지 않고 계속 발전해 나가는 일임을 잊지 않고 있다.

연말에는 공책(O-check)' 의 공식 홈페이지를 열 예정이다. 현재는 임시 

게시판(www.o-ch改k.net) 이 있지만 온라인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보다 잘 보여 

주기 위해 전문가에게 작업을 맡겼다고 한다. 그렇다고 오프라인을 확대하기 위 

한 작업도 게을리 하지는 않는다. 백화점 입점을 위한 준비 작업 중이라고 한다. 

매장에서 자신들이 만든 제품을 보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 뿌듯함으로 

큰 힘을 얻는다고 말하는 권재혁 씨와 조수정 씨. 오늘이 아닌 내일을 향해, 그리 

고 빛나는 젊음이 만들어낸 독창적인 디자인이 항상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I 공책(O-check) 丨 을 만날수 있는 곳

On니 ine

store.jungle.co.kr • www.1300k.com • www.e-hyundai.com 

designblue.co.kr • www.morning365.co.kr • www.maay.co.kr 

Off-line

교보문고 광화문점,대구점 • 가나아트 인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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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DB

마스터 키튼 을 아세요?

키튼은 고고학자이 면서 부업으로 보험사의 사고조사원으로 일하며 생활주변 

의 평범한 도구와 지식을 이용해 어떤 사건이든 해결하는 만화 속 주인공이다. 고고학 

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인간에 대한 따스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즐거움 

을 선사해 주는 만화 속의 맥가이버인 것이다.

그렇다면 디자인계의 마스터 키튼은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 즐겁지 않으면 인터 

넷이 아니라고 했던가? 그러나 즐거움과 내가 원하는 전문 정보가 가득한 사이트를 찾기 

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인터넷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국내에도 수많은 디자인관련 사 

이트가 생겨나고 있다. 오프라인 잡지를 발판으로 회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가득 전해주 

는 사이트가 있는가 하면 웹디자인과 타이포를 중심으로 디자이너들만의 공간을 만들어 

주는 곳도 있고 디자인 개발에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연결시켜 주는 전문회사도 있 

다. 그러나 디자인계의 마스터 키튼은 아무래도 디자인디비닷컴 (designdb.com)을 꼽 

을수있다.

디자인디비닷컴(designdb.com)은 한국디자인진흥원(www.kidp.c心kr)이 

지난 30여년 동안 국내 디자인산업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며 축적했던 경험과 노하우 

를가지고 디자인에 관한모든 자료를 DB로구축한사이트다. 130만건의 이미지자료 

와 학술자료, 연구논문을 비롯하여 디자인관련 전시행사와 공모전 수상작, Good 

Design 선정상품 등을 DB로 구축하여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다. 최근에는 해외 디자인 

뉴스 수집에도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디자이너가 일상에서 부딪히는 문제해결은 물론 즐거움까지 제공하는 디자인 

계의 마스터 키튼 , designdb.com으로 들어가 보자.

나만의 공간, 마이디자인디비(mydesigndb)

마이디자인디비(mydesigndb)는 회원정보를 바탕으로 스케줄(sched니e), 뉴스 클리핑 

(news clipping), 북마크(bookmark) 등을 한곳에 모아 놓은 웹 데스크 형식의 개인페이지 

다. 디자인디비 회원은 자신의 관심분야별 컨텐츠 정보와 스케줄, 클리핑, 북마크, 파일 앨범 

및 포트폴리오 관리 기능 등을 통해 자신만의 일정이나 각종 정보를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특히 파일 앨범 페이지 기능을 사용하면 디자인디비 내의 이미지DB에서 관심 있는 이미지나 

파일을 사용자가 직접 폴더로 구분하여 자신만의 이미지DB를 만들 수 있다. 또한 스케줄에 공 

모전과 전시회, 구인구직 정보를 등록해 놓으면 출품일이나 이력서 제출 날짜를 메일을 통해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편리하다.

포트폴리오畳 한방에!

디자이너로서 경력을 쌓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가 필수. 하지만 포트폴리오 구성도 만만치 않 

다. 그러나 디자인디비를 이용하면 홈페이지 마법사처럼 포트폴리오를 금방 만들 수 있으며, 언 

제 어디서나 내가 필요한 곳에서 인터넷에 접속만 하면 홈페이지처럼 이용할 수 있다.

먼저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폴더별로 정리한 후 정해진 양식에 따라 분류하고, 작품명과 해설 

등 자세한 사항을 기입하면 멋진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진다. 특히 이미지 및 기타 파일을 함께 

등록하여 보다 자세한 작품 정보를 실을 수 있으며 개인게시판 기능을 통해 자신의 작품에 대 

해 다른 사람과 의견을 나눌 수도 있다.

365일 나만의 갤러리

많은 시간과 정열을 투자하여 몇일 만에 전시가 끝나버리는 오프라인 전시장을 넘어 1 년 내내 

나만의 사이버 상설 전시장을가지고 내 작품을보여줄수 있다. 바로사이버전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오프라인의 전시회 및 공모전을 템플릿을 통해서 편리하게 생성하여 인터넷상에 

서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나만의 작품을 모은 갤러리를 개설할 수도 있고, 손쉽게 개인 

및 단체 또는 기업이 원하는 공모전을 개설하여 접수에서부터 심사, 전시회까지 인터넷상에 

서 편리하게 개최할 수 있다. 또한 개설자가 전시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소개하는 공지사항 

및 게시판 기능, 관람자가 참여할 수 있는 답변형 게시판을 제공하여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전문가돓만의 신나는 모임, 디자인디비 동호회

디자인디비 (designdb) 동호회는 디자인전공 학생에서부터 실무디자이너 , 엔지니어 , 전문회 

사 대표, 대학교수 등 디자인산업계에 근무하는 사람들끼리 전문 소그룹을 형성하여 디자인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현재 2천명의 회원을 자랑하는 

디자인디비 최대의동호회인 '웹디자이너클럽', 회원수 1천명의 '색채정보클럽', '모션그래 

픽동호회 등 디자인 각 분야별로 전문 동호회가 있으며 동호회 내의 소그룹을 위한 세미나공 

간 지원 등 디자이너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후원하고 있다.

이미지DB에 없으면 이 세상에 없다!

이미지DB는 디자인에 관련된 이미지와 파일을 제공하는 서비스. 특히 전통문양, 문화유산 등 

우리 나라의 고유이미지DB, 디자인트렌드, 시추에이션 등 트렌드DB, 해외우수디자인, CF광 

고영상, 캐릭터DB 등이 기획DB로 따로묶여져 있어 원하는 이미지를 찾을 수 있다. 또한사용 

자에 따라 이미지만 보기, 이미지와 텍스트보기 등 화면을 마음대로 구성할 수 있어 개인 기호 

에 따른 편리한 검색을 지원한다.

이 밖에 기업, 협회, 연구소, 교육기관, 디자이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옐로우페이지 , 디자인에 

관련된 용어정보를 제공해주는 용어사전', 디자이너와 기업을 연결해주는 구인구직 서비스를 제 

공하여 디자인에 대한 유익한 정보와 즐거움, 취업까지 연결하는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dick db.com 디자인디비닷컴 100% 올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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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그 이상의 의미, 아트패키지
작품 이현미（KIDP 아트패키지강사） • 사진 윤행석객원기자 

도움말 김혜원（I이DPe-디자인아카데미연수팀）

사랑을 가둑 담은 선뫃은 그 자체만으로도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 특별한 섧레임을 

갖게 하는 생활의 즈거움이다. 이 선물에 정성과 손길을 더해 받는 사람의 기분을 배가 

시킬 수 있는 마법을 걸어보자. 포장지와 리본의 선택에서부터 포장 아이디어까지 디자 

인적 센스횽 더한다면 받는 기쁨은 두 배가 되기 때문.

예전의 선믈포장은 단순히 리본으로 예쁘게 묶어 내용묺율 포장하는 의미였 

으나 최근에는 '아트패키지 라는 하나의 디자인과 마케팅 영역으로 확대되어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디자인진홍원（KIDP）은 1998년부터 상업포장 전문과정인 

아트패키지 과정을 개설해 오고 있匚｝. 일반적인 선물포장기술에 컬러 코디네이트와 디 

스풀레이 이혼율 도입하고, 마케팅 교육율 홍하여 선물포장기술을 실생활에 전문적으 

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개섧되었다. 크게 정규과정과 고급과정 , 강사과정으로 구 

성. 정규과정은 연 2회에 걸쳐 상반기에는 4월에, 하반기에는 9월에 실시되며, 고급과 

정과 강사과정욜 거쳐 강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www.designdb.com/kidp

정규과정

• 정규과정은 3개월 과정으로 이론교육 12시간, 실습교육 60시간의 선물포장 전문 강좌이다. 모집인 

원은 30명, 오전반과 야간반으로 진행된다.

• 포장일반 및 선물포장에 필요한 컬러 코디네이트, 디스플레이, 마케팅 교육 등의 이론교육과 기초 

부터 응용까지 실제 선물포장 과정을 실습하는 실습교육을 병행한다.

• 현재 초보자는 물론 취 미로 배우고 있기는 하나 조금 더 심도 있게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사람 

들뿐만 아니라 선물전문점 , 플라워샵, 베이커리 등 관련점포를 좀더 효율성 있게 운영하려는 사람 

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정도.

고급과정

• 정규과정 이후 7월 12월 연 2회 개설되며 기본적인 포장법과 리본워크를 응용하여 테마별 포장, 

전통포장, 기본기법을 응용한 소품 제작 등을 다루는 1 개월 과정이다. 실습 24시간의 교육（3시간 

8회）으로 진행되며 관련점포나 전문가들의 특강이 함께 편성되기도 한다.

• 정규과정 수료자에 한하여 수강이 가능하며 오전반과 야간반으로 진행된다. 고급과정을 이수한 

수료생들은 현재 백화점 포장코너나 포장전문점 , 또는 인터넷 쇼핑몰의 포장전문업체 등에서 활 

동하고 있다.

강사과정

• 정규과정과 고급과정 이후 내용을 좀더 심도 있게 연구하고 관련분야 강사 또는 전문 선물포장 코디네 

이터로활동하기 위한 과정이다. 9월에 개설되며 3개월 과정으로오전반과야간반이 있다.

• 고급포장법 연구, 강의실습, 매너, 사회교육기관에 대한 이해 등에 관하여 4시간 10회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로 제3기 과정이 진행되었다.

아트패키지 전시회

• 매 연말에는 그 해의 아트패키지 정규과정 및 고급과정, 강사과정 수료생들이 참가하는 아트패키 

지 전시회를 개최한다.

• 올해에도 12월 8일토）부터 1 憎闺）까지 분당소재 코리아디자인센터 전시장에서 '주（主）'를 

테마로 한 제4회 전시회가 열렸다.

아트패키지 특별과정

• 생활에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포장기법과 리본워크를 중심으로 아트패키지 특강도 개최한다.

• 현재 2002년 1 월 3일（목）까지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위한 아트패키지 특강이 진행되고 있다.

KIDP 아트패키지과정의 특징

• 단순한 포장이 아닌 관련이론과 선물포장기 법을 체계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다.

• APFCAsia Packaging Federation）의 인증을 받은 국제공인교육과정이다.

• 과정 이수후전문점포를오픈할 경우 KIDP 아트패키지 명칭 및 마크를사용할수 있다.

• 아트패키지 수료생들이 전문샵 개설 및 갤러리아, 신세계 포장코너, 인터넷사업, 선물포장전문업 

체, 문화센터 , 사회교육원, 학교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 현재 전문강사로 활동 중인 이현미 씨는 1998년 진흥원 아트패키지 정규과정과 고급과정, 강사과정 

을 수료한 제1기 출신 미대를 졸업하고 학원을 운영하다 이 과정을 들으면서 아트패키지 전문가로 

변신했匚卜. 현재 선물포장 전문사이트（www.iwrappingco.kr）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잡지와 문 

화센터에서 선물포장 특강을 진행하고 최근에는 일본까지 그 영역을 확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 문의. 김혜원（tel. 031-780-2178, pluie@kid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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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식

창작타악그룹 공명，축하공연

icsid note
ICSID 2001 SEOUL 을돌아보며

지난 10월 13일 제22차 ICSID총회를 끝으로전세계 디자이너들의 잔치

ICSID 2001 SEOUL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그러나 잔치가 끝났다고 바로 상을 치워버리는 것은 섣부른 행동이다.

우리는 이번 대회를 통해 얻은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살펴보고 

새로운 디자인 패러다임을 향해 한 발자국 전진해야 한다.

디자인디비는 이번 행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해 보았다.

ouLLlh
다름. 같음. 여럿이 함께.

커뮤니케이션.

상생과 공존.

interactive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열린. 닫힌.

인간. 자연.

toward new design honzen
문화. culture

생태. ecology

환경.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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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송연 

패션쇼

new design paradigm
다양성. diversity 

연계성. interation 

조화. harmony

21th trend
비트. 미디어. 인 터 페 이 스.

지속과 정 체.

도시 속의 유목.

revolution
연계. connection

확장. extension 

적용. application 

피드백. feedback

uhat ls design?
종 언.

그리고 새로운 시작.

declaration

해 체 .

도전. challenge

사명. mission

새로운 소명. renewed ca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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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point list
ICSID 2001 SEOUL에서 우리는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을 만나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었다.

반면 지나치게 많은 수의 강연이 한꺼번에 열리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세션 강의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

디자인디비닷컴 (www.designdb.com) 과

ICSID 2001 SEOUL 공식 사이트 (www .icsid2001 .org) 는

대부분의 강의를 동영상(VOD) 자료로 보유하고 있다

참석하지 못했거나 다시 한번 찬찬히 강의내용을 음미해 보고 싶은 사람들은 

두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서비스 코너를 클릭해 보자.

또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당당하게 아래의 연락처로 메일을 보내보자.

단,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에 대한 예의는 필수.

동영상으로 다시 보는 ICSID
www.designdb.com | www.icsid2001.org

• "Exploring New Design Context, 0ullim,,

■ 기조연설 (Keynote Speech) ।

아우구스토 모렐로 (Augusto Morello, 이탈리아)

기 세기 디자인트렌드

— 본강연 (Conference Plenary)
에찌오만지니任”이面山甫,이탈리애 sdezio@polyu.edu.hk

네트워크 사회에서의 삶의 환경과 선택: 변화하는 디자인의 역할

롤프 옌센(耐 Jensen, a마킈 eec@dreamcompany.dk

드림 소사이어티 이론

김일호 (Kimii-h。, 한귀 ihkim@ocon.co.kr

네트워크 사회에서의 상품가치해석 및 디자이너의 역할

； 분과강연 (Session Plenary) 1
악셀 탈레머(Ax3Thallemer,독일) tem@feStO.COm

브랜드 미학과 엔지니어링 디자인

챠오 장홍 ("a。"anghong, 중국) zhaoma@cs.hn.cn

중국의 산업 디자인 지속 가능성

조나단 우드햄 (Jonathan Woodham, 영귀 j.m.WOOdhaiTl@btOn.aC.uk

21 세기를 위한 디자인 역사

암릭 칼시 (AmrikKaisi, 케내 Amrik.kalsi@un 아is.o「g

환경과 생태

히로시 이시이 (Hiroshi ishii, 일뵌 ishii@media.mit.edu

탠저블 비트: 사람과 비트 원자간의 원활한 인터페이스를 향하여

안마리 부땡 (Anne MaM 刖厮,프랑싀 amboutin@ccomptes.fr

작은 행성에서의 조화로운 삶

우데이 아타반카(udayA.Athavankar, 叫 uaa@idcJitb.ac.in

절망적 극한에 대한 도전: 정치와 문화, 인류애

라미로 토레스 알비라도 (Ramir。Torres시varrado, 칠레) tyzda@entelchile.net

현대산업디자인패러다임

자유발표(Parall이 Session) 丨

시시: 알렉산더 (Sasha Alexander, 오스트레일리애 s.alexander@uws.edu.au

가치사슬방법론의 분석과 개발을 통한 산업 디자인 투자증대 

게오르게 테우 匚 레人쿠 (George Teodorescu, 독일) teodorescu@tesign.de 

통합적 디자인에 의한 문제해결

조영길 (Cho You吁kil, 한귀

한국적 맥락에서의 디자인 벤처

칼개런트(C 허 g. Garant, 미귁 egara nt@c cad.edu 

디자인의 도

잔 카렌 코커 (Jan Karen cot®,오스트레일리아) Jan.Coker@unisa.edu.a니

산업디자인 분야 내의 다양성과 성비 균형: 끼 세기의 어울림 혹은 조화를 위한 필수조건 

존 폴 쿠즈 (John Paul Kusz, 미귁 jpkUSZ@aol.COID

산업디자인, 산업생태학을 만나다

기데온로이 (Gideon sew% 덴마킈 design@loewy-dk.eom 

디자인의 평가: 경제, 생태, 윤리

김유석(KimYoo・seok, 한국) kimys2@yahoo.co.kr

도시와 디자인

피에르 앙리 드종旧err 새 enh Mean, 프랑싀 phdejean@altavista.eom

문화와 산업 디자인

이건표 (Lee Kun-pyo, 한귁 |卬 I e e@s orak.kaist.ac.kr 

디자인 교육과 기술의 발전

칭 치우안 옌 (애 in“hiuan Yen, 대만) ccye n@m ail.cgu.edu.tw 

새로운 디자인 지형을 향하여

• "Creating New Design Horizon, Oullim"

—— 1 기조연설 (Keynote Speech)
무심 스님 (Venerable Mu Shim, 미귁 mUShim@USa.Piet

대조화와 참선

본강연 (Conference Plenary)

박종서 (Park jong-suh, 한귀 js p a r k@hy I」ri d a i - E otor. c 이71 

상생디자인을 통한 새로운 디자인 가치 고찰

빌 모그리지 伯川 Moggndge, 미귀 bmoggridge@ideo.eom 

디자인연구개발

피터 옵스비크 (Peteropsvik, 노르웨이｝ peter@opsvik.no

인간의 신체는 앉아 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냥을 위해 발달되었다

분과강연 (Session Plenary〉 

유리오 소타마(沟。sotamaa, 핀란듸 Yrjo.Sotamaa@uiah.fi

혁신적이고 경쟁적인 새로운 도시 개발에 디자인이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조동성(加 Dong-sung, 际) dscho@sias.snu.ac.kr/dscho@snu.ac.kr

디자인산업의 4단계 혁명

리차드 부캐넌 (Richard Buchanan, 미국) buchanan+@andrew.cmu.edu 

무제

엘리자베스 샌더스 (Elizabeth B. N. Sanders, 미귁 |iz@S0niC「im.C0m 

새로운 디자인 공간

찰스펠리 (Charles w.pew 마귀 joangregor@ixpres.eom 

사회에서의 디자인 과정

크누드 홀셔 Mud Hoischer, 덴마킈 khid@knudholscher.dk

전략적 디자인

아키라 하라다 (Akira Harada, 일본) aharada@kansei.tsukuba.ac.jp 

끼 세기를 향한 디자인과 과학의 통합

타츠야 마츠이 任 atswa Matsu 일뵌 tmatsui@symbio.jst.go.jp

과학과디자인의기초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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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발표(Pai기I이 Session)

카즈오스기야마 (Kazuo Sayama, 일뵌 sugiyama@design.ti.chiba-u.ac.jp

일본 디자인 분야의 개혁적 요소와 특성

이남식 (LeeNahmsik. 한국) nahmlee@idas.ac.kr

한국 CEO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디자인 인식 - 뉴밀레니엄 과정' 의 영향

케이치 사토 (Keiichsato, 일뵈 sato@id.iit.edu

미디어 공간과 물리적 공간 사이의 새로운 제품 패러다임의 창조

카즈히코야마자키 (Kazuhiko Yamazaki, 일뵌 kazkaz@jp.ibm.eom

소비자 중심 디자인에서의 경청과 주도

존 레드몬드(JohnRedmond,오스트레일리애 john.redmond@artdes.monash.edu.au

디자인의 의미와 가치

짐 레스코 (Jim Lesko, 미귁

산업 디자인을 위한 재료와 제조의 포괄적 조망

딩방뤼 u)ing-Bang Luh, 대만) luhdb@mail.ncku.edu.tw

형태는 전략을 따른다

셰릴 아크너 콜러 (Cheryl AknerKoler,仪덴 아1仃丫1刀仙리시<이아・@Ch이lO.Se

3차원 시각 분석

• "Sharing Design Values, Oullim"

， 디자인포럼 (Design Forum)
디자인 교육, 디자인 비즈니스 디자인 기업, 디자인 진흥

------- 기조연설 (Speech) 丨

나이젤 크로스 (Nigel Cross, 영국)

—一一一 패널토론(Panel Discussion)
우데이 아타반카 (UdayAAthavankar, 인도)

유리오 소타마 <Yrj。Sotamaa, 핀란듸

리차드 부캐넌 (Richard Buchanan, 미귁

아키라 하라다 (Akira Harada, 일뵌

레인하르트 부터 (Reinhart Butter, 독일)

권은숙 (Kwon Emsook, 한구

라口 |로 토레스 (Ramiro Torres Alvarado, 칠레)

크누드 홀셔 (Knud Holshcer, 덴마킈

김영세 促而 Young-se, 한국)

피터 필립스 (Peter Phillips, 영귁

타파니 오베넨 (Tapani Hyvonen, 핀란듸

요시오 마에자와 (Yoshio Maezawa, 일본)

악셀 탈레머 (Ax이 가制emer, 독일)

카이 준 (Cai Jun，중국)

------- 공개토론(Open Discussion)

진행: 에찌오 만지니 囘。Manzini, 이탈리애

“ “ 대토론(Grand Disc니ssion&Summary)

진행: 딘 리차드슨 (Deane W. Richardson, 미귀

—기조연설 (Keynote Speech) ；

민철홍 (Min Chol-hong, 한귀

왜?' 라는 물음, 그리고 창조성의 가치

성남국제디자인워크숍 200 1 동영상 목록

www.designdb.com | www.icsid2001.org > VOD Web Casting

• "The Emerging Design Paradigm - Educational challenge"

Canan E Unlu (터키)

Educators1 Viewpoints on Industrial Design Currie니a Content

David Edward Du「ovy (미귁

The Transformational Curriculum: Breaking Educational Paradigms

Through New Design Languages for the 21st Century

Samuel Mmloki Khumomotsm보츠나왜

Industrial Design at the University of Botswana: Designing Designers as

if Botswana's Setting Matters

Nam Tek-Jin （영국）

Framework of Industrial Design Education for Information Ergonomics

Alethea Blackie「（오스트레일리애

Teaching Industrial Design Criticism

K. Munshi 이되

Higher Design Ed니cation - The Challenge Ahead

Manuel Alvarez-fuentes （멕시쾨

Designing by Evaluating: Promoting Design Awareness and Design

C 니 ture

B.K. Chakravarthy （인되

Collaborative Environment for Concept Generation and Evaluation of ID

Teaching

Carlos Hinrichsen 칠레

Concurrent - Design Techniques and Procedures Applied to Industrial

Design Ed니cation: an Academic Development Strategy

Richard Coker （오스트레일리애

Education for the Design of Successful Aging

Douglas Tomkin （오스트레일리애

The Invisible Designer: the Rcle of Industrial Design in Mass 

Customization

• “The Emerging Design Knowledge - Educational Challenge"

Erwin Van Handenhoven （프랑싀

The Time for Design

Jacques Giard （미국） & Wiliem Gilles ㈤대

The Delta Knowledge: It's Place and Significance in Industrial Design 

Education

Woo Heung-Ryong （한국）

The Creative Group Thinking System

Khairul Aidil A기in Abd Rahman （일본）

The Knowledge Conversion in Industrial Design Education

Susan Hagan!미귀

The Teaching Intuitive Skills

Zivia J. （이스라엘

Designing to Cognition

Noni Avital （이스라얼）

The Self and Identity of an Object

Jan Coke「（오스트레일리애

Teaching Advanced methodologies within the Undergraduate Program:

A Case Study

Sam Bucolo （오스트레일리애

Emerging Computer Based Conceptual To이s - Implication for Design 

Education

그 밖의 동영상 자료들

개막식 장면

글로벌 사이버 디자인네트워크 - Grand kicking
디자인 문화체험 현장 스케치

嚇연장면

제 22 차 ICSID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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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bLiography
a 2001 서울디자이너헌장 포스터

지나간 세기를 성찰하고, 새로운 세기 디자인의 의미와 정체성, 디자이너의 역할과 윤리 등에 대한 정의를 담은 

2001 서울디자이너헌장포스터.

（문의） 한국디자인진흥원 • tel. 031-780~2163 • www.designdb.com/kidp/

b ICSID 2001 SEOUL Proceedings

행사 때 발표된 강연문들을 모아놓은 영문 책자.

강연 내용의 영어 원문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은 독자들은 이 책을 꼭 참고하도록 하자.

（문의） 한국디자인진흥원 • teL 031-780~2163 • www.designdb.com/kidp/

c ICSID Educational Seminar 2001 Seongnam

토론과 의견교환을 통해 21 세기 디자인 교육 패러다임을 탐구하기 위해

ICSID 2001 SEOUL 사전 행사로 열린 교육 세미나 프로그램 책자.

（문의） 한국디자인진홍원 • tel. 031-7802151 • www.designdb.com/kidp/

d 2001굿디자인페스티벌

디자인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높이고자 기획된 굿 디자인 페스티벌 전시도록.

박암종 씨의 글을 통해 한국디자인 100년의 발자취를 살펴볼 수 있다.

（문의） 디자인하우스 • tel. 02-2262-5537 • www.dhbook.com

e 1945-2000II design in Italia / Design in Italy

'이탈리아 디자인 100선전 에 전시된 작품 및 해설이 실린 도록으로 이탈리아어와 영어로 되어 있다.

1945년부터 2000년까지 세계적인 디자인 공모전인 밀라노 트리엔날레 수상작들을 모아놓은 귀중한 참고자료.

（문의） Gangemi Editore • tel. 39-6-687-2774 • www.gangemieditore.it

f ICSID 2001 SEOUL 브로슈어

ICSID 2001 SEOUL 공식 브로슈어로 행사스케줄과 시간표, 각 강연자 소개 및 강의개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의） 한국디자인진흥원 • teL 031-7862163 • www.designdb.com/kidp/

g The Vernacular Mirror： Twentieth - Century Design

ICSID 2001 SEOUL 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20세기 세계디자인전 을 위해 제작된 도록으로

전시 콜렉션과 해설 버내큘러 디자인 세계지도, 그리고 이미지 에세이 등이 실려있다.

문의） （주）212 디자인 • tel. 02-5433-212 • 212.co.kr

thanks to volunteer
행사 기간 중 가장 분주하게 움직였던 자원봉사자들.

비록 일하느라 듣고 싶었던 강연도 제대로 듣지 못했을 테지만, 

누구보다 뜻깊은 ICSID 2001 SEOUL을 보냈으리라 생각한다.

• 세미나—김지선, 이석진, 권수연, 이자연, 여연주, 김태진

• 학술—박성원,이병근

• 안내—하송, 이지형, 김보섭, 이재윤, 안의용, 성하중, 김경우, 

이꽃님, 김남윤, 전진경

• 물품보관—황효진,조아라

• ICSID 회원전—서경화

• 연사안내—성자영, 신지윤, 강보영, 민수홍, 김정하, 유유미, 

이세영, 김유진, 정순원, 김종원

다양한 개성의 조화가 더욱 아름다움을 보여준 뜻깊은 행사

글 정순원（영국 Brunel University 제품디자인학과 재학 중이며 행사 중 아우구스토 모렐로 ICSID 전회장 안내）

이번 ICSID행사는 어려서부터 영국에서 공부한 탓에 한국에 대한 단편적인 경험 밖에 쌓을 수 없었던 나를 새로운 사람들과 새 

로운 배움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어 주었다. 연사들을 안내하며 간간이 나누었던 이야기 속에 깃든 그분들의 지식과 경험들. 다 

른 자원봉사자들과 나누었던 서로의 관심들. 내겐 조금 낯설게 다가왔던 한국적인 정서들… 이 모든 '만나 들이 지금 내 안에 

서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장소에 익숙치 못해 제대로 안내하지 못했던 행사 첫날. 또 신중하게 고려되지 않은 이동시간이나 안내표시로 인해 야기된 여 

러 문제들이 외국 참가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도 많은 아쉬움을 남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혼돈（?）들 사 

이의 연관성을 스스로 찾아 나서는 사람들의 열기는 나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 특히 모렐로 씨는 회장직을 맡고 계신 만큼 

행사장 전체를 예의 그 계획성 없는（?） 움직임으로 두루 돌아다니셔야 했다. 담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 아셈타워 밖에서 종이 

컵을 재떨이 삼아 종종 자연스런 대화를 나눌 수 있었는데 한국 도자기와 젓가락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기억한다. 

영국에서 살아온 한국인 이란 조금은 엉성한 정체성을 가진 나는 무엇이든 비슷해야만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해 왔지만, 이번 

행사는 이런 나의 어린 생각들을 여지없이 깨버렸다. 다양하고 독특한 개성들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한 데 어울릴 때 더욱 조화 

롭고 아름다울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또한 이번 행사는 이후 현실의 디자인에 이러한 어울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가 하는또 다른과제를 던져주었다고 생각한다. 어울림에 대한 인식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다 

양성을 인정해야만 함을 의미한다 는 폐막연설 중의 멘트로 이번 익시드 행사의 개인적인 경험을 결론짓고 싶다.

wide sk은tch ICSID 2001 SEOUL bibliography I thanks to v이unte은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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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8s어 of Societies of Industr® Design Secretariat
Erottajankatu 11 A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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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96g6 22 90

Dr. Kyung-won Chung, President, KIDP 
Design Center Bldg. 128-8 
Yeongeon-dong, Jongro-gu 
Seo니 110770
Korea

Fax
♦358 9 696 22 910

icsidsecdicsid.org

www.jcsid.org

November 7,2001

Dear Kyung-won,

I want to thank you again for some splendid days in Seoul and Seongnam City in October. It 
has taken me some time to get back to a normal pace, settle down to daily tasks, and think 
calmly back on the events during the ICSID congress. And then to write you these few words.

Whal perhaps has left me with the strongest impressions after the visit to Korea is the gentle 
hospitality that we were shown wherever we came. There was a softness and a kind 
generosity that is not common to a somewhat rougher European daily life. When combined 
with the incredible level of competence and the thorough preparation of all the thousands of 
tasks that had to go into the preparation of a congress, this turned out to be both very 
successful as a professional experience and a pleasant personal one.

The work that the KIDP has done over the last several years in order to make this congress a 
success has been quite admirable. So let me thank you again fbr all that you pwsonally put 
into this in order to make this Korean adventure such a memorable one.

I hope we will see you at new ICSID ventures in the near future!

jCSID President

Treasurer
Soon-In Lee

Boaro Members 
Marianne Frandsen 
Cartes Hinnchsen 
Tapam Hyvonen 
Ron Nabarro 
DartieO.Koshy 
George Teodorescu 
Michael Thomson
Peter Zee

SecmUry G—I 
Kaarina Pohto

thanks to seouL
지난 11월 중순 KIDP 정경원 원장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피터 부텐쉔 ICSID 신임 

회장이 보낸 이 짧은 서신을 통해 그 때 우리 모두가 느꼈던 어울림의 반향이 앞으로도 계속되 

길 빌어본다.

정경원원장님,

지난 10월 서울과성남에서 보낸 며칠은 정말 굉장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평소의 페이스로 돌아와 일상의 업무에 전념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려 

이제야지난ICSID 대회를조용히 되돌아보며 원장님께 몇 자 띄웁니다.

이번 한국 방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보다도 어느 곳을 방문하던 저를 반겨주었던 따뜻한 

환대입니다. 그 부드러움과 친절함은 다소 거친 유럽 인들의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ICSID 행사는 치밀하고 완벽한 준비와 놀라운 역량이 결합한 

성공적인 대회 였습니다. 전문가로서 훌륭한 경험을 했을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

지난 몇 년간 ICSID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애써온 KIDP의 노고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기억에 남을 만한 행사를 만들기 위해 원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들이신 모든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새로운 ICSID 행사를통해 다시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2001.11. 7.

ICSID 회장 피터부텐쉔

wide sketch ICSID 2001 SEOUL thanks to s은oul

icsidsecdicsi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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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디자인관련 전시일정

전시명 기간/개최지 주최/문의 웹사이트

01
샌프란시스코 매킨토시 엑스포

Mac Mrld EXPO

2002.01.07-01.11

미국/샌프란시스코

Mac world Conference & Expo 

508-424-4814/ susan_celli@idg.com

www.macworldexpo.com

디트로이트 모터쇼

Detroit Auto 아low

2002.01.12-01.21 

미국/ 디트로이트

NAIAS LLC

1-248-643-0250/ naias@dada.org

www.naias.com

쾰른 국제 가구박람회

Int'l Furniture Fair

2002.01.14-01.20

독일/퀼른

Koeln Messe-und Ausstellungs-GmbH 

49-221-8210/info@koelnmesse.de

www.koelnmesse.de

바르셀로나 춘계 패션박람회

Int'l Fashion Week

2002.01.19-01.21

스페인/바르셀로나

Fira de Barcelona, FFF FLAQUE INTERNA이0NAL 공동주최 

34-93-233-2000 / moda@moda-barcelona.com

www.moda-barcelona.com

뉴욕 섬유 프린트 디자인박람회

INPRINTS NY Spring / Summer 2002

2002.01.15-01.17

미국/뉴욕

Inprints NY 니c.

973-761-1238/ info@inprintsny.com

www.inprintsny.com

프랑크푸르트 문구 • 선물용품박람회

Paperworld-lnternationale Frankfurter Messe

2002.01.26-01.30

독일/프랑크푸르트

Messe Frankfurt GmbH

49-69-7575-6200 / dieter.rost@messefrankfurt.com

www.messefrankfurt.com

제7회 MBC건축박람회 / 조명•가구 박람회 2002.01.30-02.03

대한민국/서울

동아전람

02-780-0366

www.dong-afairs.co.kr

02
마이애미 그래픽박람회

Graphics of the Americas

2002.02.01-02.03

미국/마이애미

Printing Association of Florida Inc.

1 -305-558-4855 / chrisp4gos@aol.com

www.graphicsoftheamericas.com

베를린 국제 건축박람회

Int'l Building Trade Fair Berlin

2002.02.06-02.10

독일/베를린

Projectteam bautec

49-30-30382112/bautec@messe-berlin.de

www.bautec.com

브뤼셀 카툰 & 애니메이션 축제/ 애니마 2002

Cartoon and Animated Film Festival Brussels

2002.02.06~02.17

벨기에/브뤼셀

Folioscope

322-534-41 -25 / info@folioscope.be

www.awn.com/folioscope

프라하 국제 가구 및 인테리어박람회

Int'l Fair of Furniture, Interior Design, Lighting

2002.02.14-02.17

체코/프라하

Incheba Praha spol, s.r.o.

z.prochazkova@incheba.cz

www.incheba.cz

뉴욕 데코레이션 엑스포

DECOR EXPO

2002.03.08-03.10

미국/뉴욕

DECOR Expo

1-216-328-2993 시 bouhasin@pfpub.com

www.decor-expo.com

디자인 엔지니어링박람회

Design Engineering at National Manufacturing Week

2002.03.18-03.21

미국/시카고

Reed Exhibitions U.S.A.

203-840-5307 / jware@reedexpo.com

www.manufacturingweek.com/design/mainmenu.asp

보스톤 인 테리어박람회

RESTORATION & RENOVATION 2002

2002.03.20~03.23

미국/보스톤

Restore Media, LLC

1 -978-664-6455 / info@restoremedia.com

www.restorationandrenovation.com

플로리다 주택 /가정용품박람회

The Central Florida Home & Garden Show

2002.03.22~03.24

미국/올랜도

Home Builders Association Mid Florida

407-629-9242 / info@centralfloridahomeandgardenshow.com

www.centralfloridahomeandgardenshow.com

04
밀라노 주방 / 사무용 가구박람회

EUROCU이NA 시ntl Kitchen Furniture Exhibition

2002.04

이탈리아/ 밀라노

C0SMIT

39-02-725941

www.cosmit.it

시카고 주방 및 욕실용품박람회

Kitchen / Bath Industry Show & Conference

2002.04.05~04.07

미국/시카고

Miller Freeman Inc.

972-906-6500 / suepalmer@vnuexpo.com

www.kbis.com

뉴욕 인테리어 엑스포

DECOREX USA

2002.04.12-04.15

미국/뉴욕

George Little Management, LLC 

1-914-421-3217 / info@decorex.co.uk

www.decorexusa.net

뮌헨 액세서리박람회

Trade Fair for Fashion Accessories

2002.04.13~04.15

독일/뮌헨

Messe Muenchen GmbH

49-89-94920551 / info@accesoires-muenchen.de

www.accessoires-muenchen.de

special preview 2002 디자인관련 전시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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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명 기간/개최지 주최/문의 웹사이트

라스베가스 네트월드인터럽 박람회

NetWorld+lnterop 2002 Las Vegas

05
2002.05.05-05.10 

미국/라스베가스

Key3media Events, Inc.

1 -650-578-6900 / jamie.victor@key3media.com

www.interop.com

제37 회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

37th Korea Industrial Design Exhibition

2002.05

대한민국/서울

한국디자인진흥원 컨벤션 팀

031-780-2165/lbo@kidp.or.kr

www.designdb.com

국제홈웨어 및 가구전

The International Homeware & Furnishing Exhibition

2002.05.07~05.09

호주/ 멜버른

Austalian Exhibition Services Pty Ltd

613-9261 4513/slethbridge@ausexhibit.com.au

www.ausexhibit.com.au

자동차 인테리어박람회

Detroit Auto Interiors Show

2002.05.14-05.16 

미국/디트로이트

Automotive & Transportation Interiors 

1-770-569-1540/ msingleton@bci-atl.com

www.autointeriorexpo.com

뉴욕 국제 현대가구박람회

Inti Contemporary Furniture Fair

2002.05.18-05.21

미국/뉴욕

George Little Management Inc.

1 -914-4213286 / dave_mcgarvey@glmshows.com

www.icff.com

뉴욕 디자인박람회

SURTEX

2002.05.19-05.21

미국/뉴욕

George Little Management, LLC 

1-914-421-3297 / surtex@glmshows.com

www.surtex.com

06
호주 국제건축 및 인테리어전시회

Australian Int'l Building & Interior Design Exhibition

2002.06.02-06.05

호주/ 멜버른

Australian Exhibition Services

613-9261 4500 / shows@ausexhibit.com.au

www.ausexhibitcom.au

앙시 국제 애니메이션페스티벌

Annecy 2002

2002.06.03~06.08

프랑스/앙시

Cica

33-45010-0900 / info@annecy.org

www.annecy.org

뉴욕 디자인 및 제조박람회

ATLANTIC DESIGN & MANUFACTURING

2002.06.04~06.04

미국/뉴욕

Cancon Communications LLC, Los Angeles 

1-310-445-4200 / register@cancom.com

www.atldesignshow.com

카이로 가구박람회

Index Cairo 2002

2002.06.04~06.07

이집트/카이로

ACG & ITE International Trade Fairs SAE 

20-2-302-3605 / indcairo@emirates.net.ae

www.dmgindex.com

이르쿠츠크 광고 디자인전시회

ADVERTISING.DESIGNING.PRESS.PRINTINGARTS

2002.06.04~06.07

러시아/이르쿠츠크

SibExpoCenter

7-3952-352900 / fair@sibexpo.ru

www.sibexpo.ru

서울국제도서전

Seoul Int'l Book fair

2002.06.07-06.11

대한민국/서울

대한출판문화협회기획사업부

02-735-5651 /ygkwon@kpa21.co.kr

www.sibf.or.kr

뉴올리언즈 디자인 자동화박람회

DESIGN AUTOMATION CONFERENCE & EXPO

2002.06.10~06.14 

미국/뉴올리언즈

MPASS(KIATES,INC

303-530-4562 / lee@mpassociates.com

www.dac.com

자그레브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Zagreb 2002: World Festival of Animated Films

2002.06.13~06.23

크로아티아/자그레브

ANIMAFEST

385-1 -4611 -807,808 / animafest@kdz.hr

animafest.hr

시카고 PQ.P 쇼

The P.O.P 아】ow Chicago

2002.06.19-06.20

미국/시카고

847-675-7400 / exhibit@hoytpub.com www.popshow.com

시그라프 2002

Siggraph 2002

。7 2002.07.21-07.26

미국/텍사스

Hall-Erickson, Inc.

1 -630-434-7779 / halleric@siggraph.org

www.siggraph.org

한국 컴퓨터 / 소프트웨어전시회

SEK

2002.07.22~07.25

대한민국/서울

전자신문사

02-2637-0233

www.sek.co.kr

2002 서울 캐릭터쇼

2002 Seoul Character show

o8
2002.08

대한민국/서울

한국디자인진흥원 컨벤션 팀

031-780-2165/lbo@kidp.or.kr

www.designdb.com

런던가구박람회

The BFM London Furniture Show 2002

2002.08.04~08.07

영국/런던

CMP Information

44-20-8742-2828 / avaughan@cmpinformation.com

www.bfmshow.co.uk

요하네스버그 디자인 및 장식박람회

DECOREX SA

2002.08.07-08.11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Decorexpo (Pty) Ltd/South Africa Rai 

27-11 -442-9705 / decorexpo@iafrica.com

www.rai.co.za

제9회 한국청소년디자인전람회

9th Young Designers Competition

2002.08

대한민국/서울

한국디자인진흥원 컨벤션 팀

031-780-2165 시 bo@kidp.or.kr

www.designd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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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명 기간/개최지 주최/문의 웹사이트

히로시마 국제 애니메이션페스티벌

HIROSHIMA 2002

2002.08.22~08.26

일본/히로시마

HIROSHIMA 2000 Festival Office

81-82-245-0245 / hiroanim@urban.ne.jp

www.urban.ne.jp/home/hiroanim/

마이애미 홈 디자인, 리모델링박람회

Miami Home Design and Remodeling Show

2002.08.30~09.03

미국/마이애미

Home Show Management Corp.

1 -305-667-9299 / hdrexpo@aol.com

www.homeshows.net

그래픽+디자인 2002 코리아

Graphic+Design 2002 Korea(g+d 2002)

2002.08.31-09.03

대한민국/서울

코엑스/동아닷컴

02-6000-1076 /lsj@star.coex.co.kr, shjoo@donga.com

graphic.donga.com

유트레히트 로고 및 사인박람회 

Logo & Sign 2002

09
2002.09.01-09.01

네덜란드/유트레히트

Beurzen Advies Bureau BV

32-56-241111 / logosign@bab.be

제8회중국국제가구전람회

The 8th China int'l Furniture Expo

2002.09.11-09.14

중국/상해

SHANGHAI MFSINOEXPO INT L EXHIBITION CO.,LTD. 

0086-21 -64371178 / info@cmfsinoexpo.com

www.comsinoexpo.com

쾰른 국제자전거 및 모터사이클박람회 

bikeworld unlimited

2002.09.12-09.15

독일/쾰른

Koeln Messe GmbH.

49-221 -821 -2576 / info@koelnmesse.de

www.koelnmesse.de

동경 옥외광고 디스플레이쇼 

Sign and Display Show

2002.09.19-09.21

일본/동경

Tokyo Outdoor Advertising Association 

813-3626-2251 / www.sd-show@nifty.com

크라스노야르스크 광고 디자인 전시회

ADVERTISEMENT AND DESIGN.POLYGRAPH

2002.09.24~09.27

러시아/크라스노야르스크

JSC Krasnoyarsk fair 

7-3912-363287 / krasfair@ktk.ru

www.krasfair.ktk.ru

파리 자동차박람회

Int'l Paris Motor show

2002.09.28시。.13

프랑스/파리

AMC Promotion

33-1-5688-2240 / info@amcpromotion.com

www.mondialautombile.com

오타와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Ottawa 2002 Int'l Animation Festival

10
2002.10.02~10.06

캐나다/오타와

Canadian Film Institute

1-613-232-8769/oiaf@ottawa.com

www.awn.com/ottawa

프랑크푸르트 북페어

Frankfurt Book Fair

2002.10.09~10.14

독일/프랑크푸르트

ausstellungs- und messe-gmbh des

Boersenvereins des Deutschen Buchhandels

49-69-2102226 / exhibition@book-fair.com

www.book-fair.com

일본 컴퓨터 엑스포

World PC EXPO

2002.10.16~10.19

일본/동경

Nikkei BP Co.

813-5210-7111 / wpc@nikkeibp.co.jp

www.expo.nikkeibp.co.jp/wpc

동경모터쇼

Tokyo Motor Show

2002.10.29시 1.03

일본/치바

Japan Motor Industrial Federation Inc.

81-3-3211-8875 / horiuchi@motorshow.or.jp

www.motorshow.or.jp

이스탄불 국제인테리어 박람회

INTERIOR DESIGN & DECORATION 2002

2002.10.31-11.03

터키/이스탄불

INTERTEKS INT'L TRADE EXHIBITIONS INC.

90-212-225-0920 / interteks@interteks.com.tr

www.interteks.com.tr

브뤼셀 국제 가구전시회

Int'l Furniture Fair of Brussels

11
2002.11.04-11.07

벨기에/브뤼셀

salon international du meuble, brussels 

32-2-558-9720 / evp@meubelbeurs.be

www.salondumeuble.be

라스베가스 국제추계 컴퓨터 박람회

Comdex Fall / Int'l Computer Trade 아low

2002.11.18-11.22 

미국/라스베가스

Key3 Medievent

1 -780-449-6600 / 미 I.sell@key3media.com

www.comdex.com

동경 국제 가구박람회

IFFT / Int'l Furniture Fair Tokyo

2002.11.27-11.30

일본/동경

inti development assn, of the furniture industry of japan 

81-3-52619401 /info@idafij.or.jp

www.idafij.or.jp

숍 엔드 디스플레이쇼 나고야

Shop & Display SHOW NAGOYA

12
2002.12.05-12.06

일본/ 나고야

아이찌 현 나고야 디스플레이 협동조합

81-52-5815840

싱가포르 에니 메이션박람회

Asia Animation 2002

2002.12.05시 2.07

싱가포르/싱가포르

Reed Exhibition Pte Ltd

65-434-3669 / tony.chan@reedexpo.com.sg

www.asiaanimation.com.sg

한국사인디자인전

K0SIGN

2002.12.05-12.08 

대한민국/서울

코엑스

02-6000-1076

www.coex.co.kr

special preview 2002 디자인관련 전시일정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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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코리아디자인센터로 이전

한국디자인진홍원（KIDP）이 디자인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10월 26일금 분당에 있는 코리아디자인 

센터로 이전했다. 1998년 착공한 코리아디자인센터는 지하 

4층, 지상 8층 규모의 디자인인텔리전트 빌딩으로 각종 디 

자인시설이들어서게 돈!다.

、구譽터널

분당수서간고皆화도로

내곡터널

성남해로

시 喜 사거리 

'한남대교

서笛외脅순란도로

— 판山 c

한국자르푸

코리아q자인乜턱

경부고e도로
본당外벙 왼

분당내곡간고倉화도로

•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 1동 344-1 번지

•tel. 031-780-2114

• 교통편. 지하철 분당선 야탑역 4번 출구, 도보로 5분거리

디자인진홍종합안내 발간

정보화 기반구축, 벤처기업 육성, 디지털미디어 디자인 인력 

양성 등 우리 나라 디자인진홍 정책들을 총망라하여 일목요 

연하게 정리한 디자인진흥종합안내 가 발간되었다. 총 84 

지 카테고리로 구성된 이 책은 디자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필 

요로 하는 디자이너는 물론 디자인관련 단체 및 협회, 기업 

관계자에게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략기획팀

tel. 031-780-2038

주방기구의 명품 '알레시' 디자인 세미나 개최

지난 10월 20일 코리아디자인센터 6층 디자인컨벤션센터 

에서는 세계적인 주방명품으로 유명한 이탈리아 알레시 

（ALESSI）'사초청세미나가 열렸다.

• 屋디자인아카데미 www.eda.or.kr

한국여성개발원과 업무 협정

KIDP는 지난 10월 30일（화） 한국여성개발원（원장 장하진） 

과 디자인산업 여성인력 육성지원을 위한 업무협정을 체결 

하였다. 이번 업무협정의 목적은 21세기 감성의 시대를 맞 

아 감성산업이라 불리는 디자인과 여성이 갖는 섬세함을 결 

합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한국여성개발원 www.kwdi.re.kr

2001 감성제품개발기술 세미나 개최

2001년 11월 12일（월） 오전10시 코리아디자인센터 6층 

컨벤션센터에서는 '2001 감성제품개발기술 세미나 가 개 

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일본 TOYOAIumini니m의 성형 

제품 후 가공 신기술 및 트렌드 소개 를 시작으로 총 8개 세 

미나가 이틀 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e-디자인아카데미

tel. 031-780-2175

제3기 디자인벤처 경영 전문과정

KIDP는 지난 11월 19일（월）부터 11월 23일（금）, 5일간에 

걸쳐 디자인분야 전문경영인 육성을 위한 디자인벤처 경영 

전문과정' 을 실시하였다. 디자인벤처 전문과정은 디자인벤 

처 경영인 및 실무책임자를 대상으로 사업구상과 성공전략 

및 조직관리법을 가르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2001 년 상반 

기동안 이미 60여 명의 전문가를 배출한 바 있다.

・e-디자인아카데미

tel. 031-780-2176-8

제7차 디자인경영포럼개최

11 월 27일（화） 오후 6시 30분, 제7차 디자인경영포럼이 인 

터 컨티넨탈호텔에서 개최되었다. 디자인 경영 포럼은 KIDP 

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개최하는 월례 세미나로 경영자와 디자 

이너를 대상으로 디자인경영 의식제고, 디자인경영 신이론 

과 기법소개, 성공사례 보급 및 정부의 신산업정책과 디자인 

정책을 소개하는 자리이다.

• 디자인혁신본부 벤처지원팀

tel. 031-780-2096

2001 디자인 산업 발전 국제 세미나

21세기 디자인의 산업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지난 11월 30일（금）부터 12월 1 일（토）까지 광주 조선대에서 

치뤄졌다. KIDR가 주관하고 조선대 미술대학과 광주시가 공 

동으로 개최한 이번 세미나에서 윌여 소타마 헬싱키대학 총장 

은 지역디자인 도시개발 사례연구 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KIDP 정경원 원장은 지역 디자인산업 발전전략 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匚卜. 그 밖에도 외국의 디자인 전문가들이 대 

거 참석해 해외의 성공사례와 경험을 소개하였으며 , 광주지역 

의 디자인 산업 발전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 조선대학교 www.chosun.ac.kr

제7기 중등교원디자인 직무연수

KIDP는 2002년 1월 7일（월）부터 1월 18일（금）까지 중•고 

등학교 미술 디자인 관련과목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중등교 

원디자인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e-디자인아카데미

tel. 031-780-2175-2180

fax. 031-780-2182

email. pluie@kidp.or.kr

테크노디자인 동계워크샵

KIDP는 현대전자 및 국내 기업과 공동으로 '2001 년 테크노디 

자인 공동워크샵 을 개최한다. 디자인 실무능력 배양 및 유망 

전문인력 조기발굴과 취업시 기업 적응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전국 산업디자인 전공 대학생 3,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참여 

희망자 중 KIDP와 참여기업이 연수생을 선발한다.

•e■디자인아카데미

tel. 031-780-2175〜80

fax. 031-780-2182

email. Josehp99@kidp.or.kr

제3회 산업디자인진흥대회 개최

진흥원이 주관하고 산업자원부가 주최하는 제3회 산업 디자인 

진흥대회가 12월 18일（화）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열린다. 이 

번 행사에는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하여 산업자원부 관계자, 

디자인 및 기업체 인사등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社吿

디자인디비 를 사랑하고 구독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11/12 

월호를 제때 발행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산업 

디자인 에서 디자인디비 로 제호가 바뀐 후 알차고 좋은 내 

용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뵙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았으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으로 계속해서 차질을 빚고 있습니 

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계속 지켜 

봐 주십시오 더욱 좋은 책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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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디자인소식

KAID 한국산업디자인대전 수상작 발표

제5회 한국산업디자인상 시상식 및 개막식이 11월 22일 

（목） 오후 4시,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대전에 

는 산업용품 및 사무용품 등 6개 부문에 총 275점이 출품했 

으며 1 차 심사에서 인증작으로 뽑힌 95점이 최종 경합을 벌 

였다. 특히 LG전자（대표 구자홍）와 문준기 Ml디자인 대표 

는 각각 3회 이상 대상작에 선정됐거나 6회 이상 인증작으 

로 뽑힌 업체와 디자이너에게 부여하는 톱 디자인 기업 

（TDCK）과 톱 디자이너 （TDK）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 www.kaid.or.kr

tel. 02-565-6042

a. 대우전자 무세제세탁기 MWT00s_김효균（대우전자 디자인 연구소）

b. LG전자벽걸이에어컨—심규승（LG전자）

c. 삼성전자소형보온밥솥SjQ10_김형배（삼성전자）

d. 삼성테크원 디지맥스200_김주복（삼성테크원 광 디지털마케팅）

e. 한국화장품 프레나화장품—최건영（한국화장품 디자인팀）

f. 감마누위성방송수신용 디지털오디오—문준기 （Ml 디자인）

g. 퍼시스 VCM _ 주홍규（크레아디자인）

디지털컨텐츠 온라인 박람회

정보통신부는 오프라인 박람회 참가에 따른 업체의 비용 부담 

을 덜어주고 디지털 컨텐츠 홍보와 유통을 돕기 위해 한국데이 

터 베이스진흥센터와 공동으로 디지털 컨텐츠온라인 박람회 

를 개장한다. 11 월 29일목부터 12월 31 일 （월）까지 계속되는 

이번 온라인 박람회는 데이터베이스관, 소프트웨어관, 게임컨 

텐츠관, 음악컨텐츠관, 영상컨텐츠관, 전자책관, 쇼핑몰관, 사 

이버 트레이딩관, 무선인터넷컨텐츠관, 전자정부관, 종합관등 

11개 전시관으로구성되어 있다

• 디지털컨텐츠 온라인 박람회 www.onexpo.or.kr

tel. 02-750-2324

한국웹에이전시협회 출범

국내 웹에이전시 업체들의 모임인 웹에이전시협회가 출범 

했다. 11월 30일（금）, 한국웹에이전시협회（Korea Web 

Agency Association, 준비위원장 최영일）는 서울 중구 힐 

튼호텔에서 협회창립 발기인 대회를 가졌다. 그러나 국내 대 

표적인 웹에이전시 업체들이 대거 참여한다는 당초 계획과 

는 달리 최영일（네트로21）, 김상우（ICG）, 김정우（아이온글 

로벌코리아）, 김지훈（FID）, 홍영선（애드플러스） 사장만이 

참석해 아쉬움을 남겼다.

• 네트로2〔 www.netro.net

제2회 영국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 아드만 특별전

주한영국문화원은 서울애니메이션센터와 공동으로 저 I2 회 

영국애니메이션 페스티벌 - 아드만 특별전 을 개최한다. 서 

울애니메이션센터에서 2001년 12월 21일（수）부터 2002 

년 1 월 20일（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행사는 아드만 스튜디 

오의 주요 애니메이션 상영과 더불어 실제 점토로 하나하나 

빚어서 만든 인형과 세트들, 스토리보드, 캐릭터 상품 등도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

• 영국문화원 www.bckorea.or.kr

tel. 02-3702-0612

email. ha.lee@britishcouncil.or.kr 

•서울애니메이션센터 www.ani.seoul.kr

tel. 02-3455-8363

email, dbdb@sipro.seo 니.kr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 캐릭터팀 신설

한국문화콘텐츠진홍원（원장 서병문은 지난 10월 5일금 

캐릭터 산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KIDP 산업지원본 

부 내에 캐릭터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캐릭터팀은 한국 캐릭터 산업이 세계의 중심이 되도록 

한다는 장기 목표 아래 슈퍼캐릭터를 전략적으로 육성, 2003 

년 국내 캐릭터관련 내수시장 50% 확보, 2005년 세계 3위의 

캐릭터 산업국 진입 등의 중장기 발전목표를 추진한다. 또 캐 

릭터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국내 캐릭터 산업계 동향에 

대한 조사연구 캐릭터 전문인력 양성교육, 2001 년 캐릭터 선 

정 등의 사업을 내년 2월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국내 캐 

릭터 산업의 시장규모에 대한 통계가 전무한 상태에서 이뤄지 

는국내 캐릭터산업 동향 조사연구는 캐릭터 산업의 범위와 각 

종 개념정의부터 관련 기업현황 파악까지 망라할 예정이어서 

향후 발전전략 수립의 토대가 될 전망이다.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www.kocca.or.kr

tel. 02-2166-2114

제1회 대한민국 환경디자인대전

사단법인 한국도시환경 디자인연 구원이 주최하고 산업자원 

부가 후원하는 제1회 대한민국 환경디자인대전 전시가 열린 

匚卜. 공공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디 

자이너를 발굴할 목적으로 열린 이번 공모전은 대학생 및 일 

선 디자이너들을 대상으로 정보환경 디자인 •환경제품디자인 

등 5개 부문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번 공모전의 참가작품은 

2002년 1월 17일 2차 본심사를 거쳐 2002년 1월 30일 

（수）부터 2월 4일（월）까지 전시될 예정이다.

• （사）한국도시환경 디자인연구원 사무국

www.kiud.or.kr

tel. 042-472-0033〜0034

웹아트페스티벌 2001 공모작 발표

웹아트페스티벌 기획 위원회가 주최하고 문화관광부가 후원 

하는 웨아트페스티벌 200T 이 심사를 마치고 전시에 들어 

갔다. 'Alone Together（웹과 인간, 웹에 접속한 인간과 인 

간）'와 'Next Text（텍스트와 문학의 새로운 예술적 가능 

성）', 두 개의 주제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은 수퍼베드, 캔디 

펙토리 등 웹 아트계에 널리 알려진 작가와 그룹이 심사를 

맡았다. 수상작은 12월 1일（토）부터 12월 31일（월）까지 

www.koreawebart.org에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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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이미지 은행 코비스 한국 상륙

세계 최대 규모의 디지털 이미지 은행인 코비스（Corbis）가 

한국에 들어온다. 한국의 디지털 이미지 전문업체 이미지클 

릭은 최근 코비스로부터 디지털 이미지 소장품에 대한 독점 

공급권을 따내 코비스 디지털 이미지 서비스를 시작했다. 

코비스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디지털 이미지는 상업용 사진 

을 비롯해 연예•스포츠•예술작품 사진 등 총 6,500만 장. 이 

미지클릭은 코비스의 해외지사와 동등한 조건이 보장되는 슈 

퍼에이전트 권리를 얻어 210만 컷의 디지털 이미지를 독점적 

으로 받는 것은 물론 코비스 소장자료 전량에 대한 국내 판매 

권을 독점하게 된다.

• 이미지클릭 www.imageclick.com

de-sign korea： 디자인의 공공성에 대한 상상

예술의 전당이 주최하는 'de-sign korea： 디자인의 공공 

성에 대한 상상'전이 2001년 12월 14일（금）부터 2002년 

1월 31 일（목）까지 예술의 전당 디자인미술관에서 막을 연 

다. 지난 5월에 있었던 포럼과 9월에 열린 심포지엄을 통해 

다각도로 제안된 디자인의 공공성에 대한 새롭고 실천적인 

생각들이 9개의 프로젝트를 통해 그 결과를 선보인다. 증명 

서부터 정류장, 교과서 등 일상의 풍경부터 사이버와 같이 

새롭게 등장한 공공환경까지 우리 모두가 서로를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공유할 수 있는 디자인을 상상한다.

• de-sign korea 사무국 （주）얼트-씨

www.de-signkorea.or.kr

tel. 02-752-1077〜8

• 예술의 전당 디자인미술관

www.designmuseum.or.kr 

tel. 02-5807539〜1540

해외 디자인소식

2001 도쿄모터쇼개최

제35회 도쿄모터쇼가 지난 10월 26일（금）부터 11월 7일（수） 

까지 13일간 지바현 마쿠하리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匚上 지 

난해의 상용차 전시회에 이어 올해 승용차와 이륜차를 전시한 

이번 모터쇼의 주제는 'Open the door! The Automobiles 

Bright Future 였다. 이는 자동차가 미래를 밝힌다는 의미로, 

21 세기를 맞아 새로운 자동차의 세계를 제시하고자 했다. 이 

번 모터쇼에는 도요타, 혼다, 닛산 등 일본의 전 메이커를 비롯 

해 세계 13개국 273개 자동차 및 부품회사가 참가하였다. 한 

국에서는 유일하게 현대자동차가 참여해 내년 상반기에 출시 

예정인 월드카 TB 모델（사진）을 공개하였다. 3년 전부터 세 

계 소형자동차 시장을 겨냥해 개발된 TB는 내년 3월경부터 

국내에서 양산될 예정이다.

• 도쿄모터쇼 www.motorshow.or.jp

덴마크 디자인상 2001

덴마크 디자인상은 제품과 그래픽, 포장 디자인분야의 회사 

들과 디자이너들을 대상으로 덴마크 디자인의 새로운 발전 

을 모색하기 위한 상이다. 금년에는 전체 13개 부문에서 기 

록적으로 총 269 아이템들이 디자인상 대상 심사에 올랐다. 

제품디자인 분야에서는 주택과 라이프스타일 , '산업과 수 

송 부문 참가가가장 많았으며, 경쟁도 치열했다• 올해는 특 

히 의학 산업 부문에서 많은 아이템들이 선보였으며, 질적인 

면에서도 높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덴마크디자인센터 www.ddc.dk

a b

c

a. AutoCheck（산업, 수송부문 수상）

디자인. Steve McGugan mdd Niels Fremming m fl

회人卜. Radiometer Medical A/S

b. Design for Danske Bank（디자인프로그램부문수상）

디자인. Kontrapunkt A/S

회사. Danske Bank

c. Bus shelter（공공 공간부문 수상）

디자인. Knud Holscher Industri 이 Design,

Knud Holscher maa mdd Per Kristian Dahl mdd

회사. AFAJCDecauxAS

일본 Good Design Award

일본 JIDPO（Japan Industrial Design Promotion 

Organization）에서 매년 주최하는 우수디자인시상제도인 

Good Design Award에서 건축가 Toyo Ito （Toyo Ito & 

Associates 대표）가 디자인한 Sendai Mediatheque （복 

합 멀티미디어공간）가 대상을 수상하였다

• 일본산업디자인진홍원 （JIDPO）

www.jidpo.or.jp

Red dot award： communication design 2001

독일 Design Zentr니m Nordrhein Westfalen에서 주관 

하는 우수디자인시상제도인 red dot award 중 커뮤니케 

이션 부문 공모전에서 수상작을 발표했다. 대상은 뮌헨에서 

활동하는 디자인회사인 KMS가 출품한 AUDI Museum 

컨셉디자인이 차지했다.

• red dot award 2002 www.red-dot.de

디자인디비 닷컴은 디자이너들에게 필요한 생생한 국내외 

디자인 뉴스들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목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designdb.com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11월 1일〜 12월 10일 디자인 뉴스목록

독특한 굴삭기 텔리트럭

매직, 러브, 그리고, 행운-다이아몬드 스토리

장애자를 위한 디자인

American side by side 포스터

전경련, 디자인전시회 중국 개최 검토

웹상의 새로운 항공기 디자인

디자인경영으로 불황 극복하자

NBA 소닉스를 위한 녹색과 황금색

아이콘의 여왕, 수잔 케어

스타벅스 아이스크림 포장

일본 디자이너 Ken Ishigaki의 공간 조형

오존 칫솔 개발사례

할리 데이비슨의 새 모델 V - Rod

마켓을 진정으로 이해한 디자이너에게 맡긴다

게으른고양이 딩가

엔에스디자인센터, 우수 디자인업체

2001 년 우수 스웨덴 디자인 제품

V&A의 모험적인 래디컬 패션전

초콜릿 가든 웹사이트 - www.eclecticbob.com

종이 계란상자로 외화 획득

CI 문자브랜드 바람

컴덱스 최고상 후지쓰노트북 라이프북 P시리즈

가전디자인 하프미러 확산

Sayclub 김영채 김수연씨가 말하는 아바타의 모든 것

제프리 존스 AMCHAM회장 한국 시장개방 대비 중요

마크 뉴손의 미래지향 디자인

디자인으로 승부한다 로만손

ART ON A STRING - 호주 원주민의 장신구 디자인

유니버셜 디자인 다리미

강홍구의 거리문화 읽기 경첩과 문고리

'소비트렌드가변한다' -개성 표현시대

현대자동차, 美 디자인 기술 센터 기공

'레이어드룩 가을거리점령

'캐릭터 다모여 !' 캐릭터 DB 만든다

중국 베이징 시민들, 한국상품 디자인 우수하나 값 비싸

뉴욕에 전통공예점 비움 오픈

Sm 니 len 과 바비 브랜드의 가구 형상작업

디자인으로 승부한다 - 아이디어파크

디자인이 수출의 관건

디자인 등 특성화 고교 성공시대

국내 최초 600cc 바이크 나온다

노키아 9210 커뮤니케이터

카라이프-미국 한국차만족

국내기업도 브랜딩 가꾸기 추격전

첨단 전자제품 디자인 •무게로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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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magecli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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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서비스를 추구하는 디자인계의 든든한 후원자

지난 11 월 22일(목)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새로운 보금자리 분당 코리아디자인센터를 찾았다.

이사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아직 분주한 모습이었지만 벌써부터 달라진 새로운 디자인 공기(?)가 감지된다.

한결 부드러워진 직원들의 옷차림서부터 사람들의 표정까지 활기찬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작년과 올해 이코그라다(isgrada)와 익시드QCSID) 등 국제적인 디자인 행사들을 치르느라 밤잠을 설쳐가며 바빴을 사람들.

이제 이곳을 한국 디자인 진흥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또다시 분주한 발걸음을 옮기는 중이리라.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이 분주했을 사람이 바로 정경원 한국디자인진흥원 원장일 것이다.

달라진 분위기를 확인시켜주듯 정원장 역시 딱딱한 정장이 아닌 오렌지색 스웨터를 입고 반갑게 우리를 맞이했다.

2001 년 새로운 밀레니엄의 첫 해를 보내는 시점에서 한국 디자인이 내딛은 첫 항해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았다.

dbtalk kidp 정경원원장 38



ICSID 와 icograda,

한국 디자인의 달라진 위상

• 작년과 올해 국제적인 행사를 연달아 치룬 소감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십시오.

우선 뿌듯함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두 행사 모두 훌륭한 대회로 국내외 인사 

들에게 인식되어 다행으로 생각하며 무엇보다도 디자인계의 단합된 노력과 정부, 재계, 업계 

가혼연일체가되어 이룬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 이번 대회들이 우리 나라 디자인계의 국제적인 위상에 어떤 영향을 가져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의 상황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1993년 우리 나라는 ICSID 대 

회 유치 경쟁에서 캐나다에게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당시 진홍원을 중심으로 유치 노력을 

벌였으나 국내 디자인계의 공감대가 부족한 상태에서 하나로 응집된 힘을 발휘할 수 없었습 

니다. 또한 국제기관에서 활동하는 보드멤버들도 전무한 상태였기 때문에 국제 디자인계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가 없었습니다. 마침 1995년 내가 ICSID 보드멤버로 선출되어서 

책임감을 느끼고 활동에 임하기 시작했지요. 당시 경제적인 지원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3개 

월에 한 번 있었던 미팅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1997년에는 작정을 하 

고 교환교수로 미국에 가서 적극적으로 로비활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제 

20회 토론토 대회에서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합니다.

• 피부로 느끼는 변화가 있습니까?

먼저 세계 디자이너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20()1 년 한국 유치가 결정되자 그 

전에는 제가 먼저 찾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자진해서 찾아와 말을 걸고 인사하기 시작했습니 

다. 또 준비를 해오는 동안 우리 나라는 계속해서 다른 나라들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행사 

유치전까지만 해도 아시아하면 일본 밖에 모르던 사람들도 이제는 국제 디자인계에서 한 

국 도 한 몫을 크게 하고 있다는 인식이 일반화된 것 같습니다.

• 대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힘든 일이야 많았지만 무엇보다도 금년에 미국 테러가 일어나는 바람에 많이 긴장 

했었습니匚卜. 다행히 오프닝 행사가 끝난 다음날까지 공습이 늦춰져서 큰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었지요. 또 미국측 사람들이 2007년도 샌프란시스코 익시드 행사 유치에 열심이어서 대거 

참석한 것도 행사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 국내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 디자이너들이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 디자이너들은 충분한 자질이 있었음에도 그 동안 자신감이 부족했 

던 것이 사실입니다. 몇 년 전부터 자주 논의되는 디자인 정체성이란 문제도 자부심과 자신감 

이 전제되어야하는것 아닙니까? 또한 국민들의 디자인 마인드를 높이는 활력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사 기간 중 코리아디자인센터를 다녀간 일반인이 무려 7만 6천명이 넘었습니 

다. 디자인 이란 주제로 이렇게 단기간에 일반인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는 일은 정말 드문 

일입니다.

• 이번 행사가 국내 경제에 미친 영향은 어떻습니까?

이번 행사들을 계기로 기업 내부에 디자인경영 시스템과 투자가촉진되는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匚卜 우리 나라는 1980년대 이후 디자인 경쟁력이란 말이 나오고부터 그 동 

안 착실히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1990년대부터는 이러한 변화를 확실히 느낄 수 있으며 대기 

업의 경우 이미 세계 톱클래스수준의 디자인 경쟁력을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그동안 

뿌려진 씨앗이 활짝 필 수 있는 횃불(Beacon)' 로서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코리아디자인센터 ,

한국 디자인 진홍의 새로운 중심지

• 10월말 대학로에서 분당의 새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사실 코리아디자인센터의 입지에 대한 우려 

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걱정하는 의견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무엇 

보다도 판교와 야탑, 그리고 서현 벤처타운으로 구성되는 트라이앵글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 고무적입니다.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많이 이주해옴에 따라 산업적인 

인프라가 서서히 구축되고 있으며 디자인도시를 선포한 성남과 경기도가 디자인 육성에 굉장 

히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통 면에서도 인천 공항에서 1 시간, 삼성 코엑스 전시 

장에서 20분 거리이고 분당 시외버스 터미널이 바로 옆에 있어 국제적인 행사를 치르는 데 있 

어서도 서울 중심지보다 유리하다고 자신합니다.

• 건물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좋은 건물이라도 용도에 맞지 않으면 고치고 적응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게 마련입니다. 반면 이 건물은 외관서부터 세부 구조까지 처음부터 디자인센터에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ICSID 행사에 참석한 해외 인사들이 모두 이 건물을 보고 감탄을 아끼지 않 

았습니다. 정부와 함께 진행한 프로젝트라고 설명하니 다들 부러운 눈치더군요. 벌써 타이완 

대표단이 이 곳을 다녀갔고 칠레에서도 우리를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웃음).

• 코리아디자인센터의 자세한 운영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1 층과 지하 1 층은 전시장을 비롯한 공공 디자인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됩 니다. 2, 3 

층은 각종 디자인 지원시설들이 입주할 예정이며 특히 3층은 e■디자인아카데미와 디자인정 

보자료실을 운영하게 됩니匚上 4층과 5층은 각각 성남디자인벤처센터와 경기벤처빌딩 성남 

센터가 입주하여 지자체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6층은 국제 컨벤션 

홀과 연구개발을 위한 인큐베이터 공간으로 활용하며 7층은 진흥원사무실, 8층은 연회장으 

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체 수익 전망은 어떻습니까?

좋은 프로젝트를 많이 기획 중이며 2-3년 안에 확실히 수익을 낼 자신이 있습니다. 

한 예로 이번에 개최한 알레시 디자인 워크숍' 만 하더라도 400명 모집에 1,700명이 몰려들 

어 돌려보내느라 혼이 났습니다. 프로그램과 기획만 좋다면 사람들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2002 월드컵,

한국 디자인의 또 다른 기회

• 마지막으로 앞으로 진홍원이 나아갈 방향과 내년에 있을 월드컵에 대한 준비 사항을 듣고 싶습니匚h 

처음 원장직을 맡을 때 밝혔듯이 봉사하는 진흥원으로서 충실할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원스톱 서비스(One~Stop Service)' 입니다. 정부와 디자인계를 잇는 가교 

로서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단계도 간소화하고 투명성도 더욱 높여 서로 강 

한 신뢰관계를 맺어나갈 것입니다. 월드컵의 경우 이미 진흥원과 월드컵 조직위가 주최하는 

'월드컵 디자인 공모전 이 공식문화행사로 선정돼 있는 상태이며 그 밖에 많은 디자인 관련 

행사들이 있을 예정입니다. 월드컵만큼 세계의 조명을 받는 큰 행사도 드뭅니다. 월드컵을 디 

자인이란 넓은 범주로 감싸 안아 성공적으로 시각화해낼 수만 있다면 그 효과는 대단할 것입 

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는 코리아디자인센터의 활성화와 월드컵이란 두 축을 중심으로 업무 

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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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웹사이트를 위한 가장 효율적 인 투자

빠르게 팽창하는 온라인 세상, 어떤 웹사이트가 성공할까요?

세계적인 전문가들의 확실한 컨설팅을 받으십시오.

웹 유저빌리티:

사용하기 쉬운 웹사이트가 성공한다

사용성 문제의 대가 제이콥 닐슨의 비법 전수

상식이 통하는 웹사이트가 성공한다

웹사이트 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웹 유저빌러티 가이드북

Professional
웹 디자인 마인드

탄탄한 디자인 토대를 구축하고 싶은 

웹 디자이너들을 위한 필독서

웹유저빌러티 •用X*

사용하기 쉬운 

웹사이트가 성공한다

'智 유저빌러티의 세계적인 리더” 

咖由讨슨지*

Jacob Nielsen

Designing 
Web Usability

안

제이콥닐슨지음,김옥철옮김 420쪽 25,000원 스티브크룩지음,우유미옮김 204쪽 12,000원 제프리빈 지음, 전용석 옮김 280쪽 20,000원

좋은 웹사이트란 무엇인가? 사용하기 쉬운 웹사이트가 

방문객을 끌어당기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러한 사이트를 만드는 데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해결책들 

에 집중하였다. 페이지, 컨텐트, 아키텍처 디자인 등을 중 

점적으로 다루면서 인트라넷, 국제적인 사용자를 위한 고 

려 사항 그리고 인터넷의 미래도 점검한다. 인터넷상에서 

가장 사용하기 쉬운 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지침이 담긴 

이 책은 이미 전 세계 14개 국 언어로 번역되어 독자들의 

열렬한 성원을 받았다.

유저빌러티 전문가 스티브 크룩의 rDon't Make Me 

Think： A Common Sense Approach to Web 

Usability」를 번역한 책이다. 1 부에서는 유저빌러티 디자 

인 법칙이 제시하고 2부에서는 내비게이션 디자인과 홈페 

이지 디자인 원칙이 실제 웹사이트 사례를 통해 어떻게 구 

현되는지 설명한다. 마지막 3부에서는 웹 유저빌러티를 

테스트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유 

저빌러티에 관한 최고의 안내서로 오랜 기간 인터넷 서점, 

아마존의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켰다. 

웹과 그 배후에 깔려 있는 기술을 흡수하고, 탄탄한 디자 

인적인 토대를 기본으로 자신만의 디자인 방법론을 발전 

시키려는 디자이너들을 위한 츠4. 웹 페이지를 작성하는 방 

법이 아니라, 좋은 디자인을 알아보고 웹의 구조와 특성에 

맞는 사이트를 개발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웹을 잘 이해한 

다고 자신하는 디자이너도 이 책을 읽으면 미처 알지 못하 

던 사실을 새삼 깨닫고,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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