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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阳학번도 국체산書I자인대학윈 신입셍 고집으강

지 원 자 격 국내외 4년제 대학 졸업자, '98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모 잡 학 과 산업디자인학과

3 학 체 2년 4학기제（전문석사과정）

人 모 집 인 원 50명 이내

5・ 전 형 과 목 1 차 시험 • 대학성적 등 서류심사（경력포함） • 포트폴리오 심사

2차 시험 •디자인 실기시험

3차 시험 ・ 면접

6' 전 형 방 법 포트폴리오 심사

•제품디자인 전공자

—자신의 작품 3가지를 A2나 A3 크기의 포트폴리오나 디스켓에 담아 제출 이들 작품은 전반적인 기술의 성숙도와 문제해결에 대한

개인적인 접근을 반영.

•그외 전공자（시각, 인문, 과학등）

-관심을 끄는 물체（사진이나 그림를 3가지 선택하고 왜 그것을 선택했는지를 영어로 간단히 기술 물체를 학생이 직접 디자인할 필요는 없으나

각 대상물의 특성, 형태, 구조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는 그림을 작성하여 A4크기의 포트폴리오를 제출（그림실력에 대한 시험이 아님）.

디자인 실기 시험

• 창의력과 문제해결능력을 평가한다. 4〜5시간 동안 특정 시험문제에 대하여 아이디어스케치 및 간단한 개요를 산출

면접

・ 10분 동안 포트폴리오 및 디자인 실기시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통하여 평가.

7・ 지 원 서 류 가 입학원서（대학원 소정양식）

나. 대학 졸업^정）증명서 및 전학년 성적증명서

다. 경력증명서（소지자에 한함）

라. 포트폴리오

8. 원서교부 멫 접수 가. 원서교부 : 1997.11.17（월）〜28（금） 나. 원서접수 : 1997.11.24（월）〜28（금） 다. 접수처 : 대학원 교학부

（포트폴리오 포함）

7 전 형 일 정 가. 예비소집일 : 1997.12. 2（화） 11：00~ 나. 디자인실기 : 1997.12. 6（토） 다. 면접 : 1997.12.16（화）〜17（수）

1O. 합격 자 발 S 가. 1차 시험 : 1997.12. 4（목）〜5（금） 나. 2차 시험 : 1997.12.12（금）〜13（토） 다. 최종합격자 : 1997.12.22（월）

11. 지원생 유익사항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개인 포트폴리오는 일정기간이후 반환됨

• 접수후 기재사항은 변경할 수 없음

• 본요강중 일부사항은'변경될수 있음

12. 입학설명회 개칙 • 전형과목 등 입시전반에 대한 설명회

가. 1차설명회 : 1997.10.30（목）14：00〜 나. 2차 설명회 : 1997.11.14（금）14：00〜 匚卜. 장소 : 대학원 4층 영상강의실

LU 무 익 • 국제산업디자인대학원 Tel.02-708-2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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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이넌 ICSID흥회

설레임으로 맞는 세게디자인총회 / 노장우 

2001년 ICSID총회 개최와 의의 / 편집실 

2001년 ICSID書회 유치 프리쟨테이선 / 20이년 ICSID 유치위원회 

제20차 ICSID '97 토론토대회 / 이해묵

ICSID '97 토론토대회 한국산업디자인 특별전시관 - 삼성전자 / 진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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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ICSID꽁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N언 

- 권은숙, 김덕경, 박우성, 정경원, 정석원, △중완 

디자인 인프라 시스템 - 디자인센터빌딩, MIDAS 프로젝트 / 편집실 

제4회 전국 초 •중 •고등학생 산업디자인 전람회 / 편집실 

예쁜 한복, 이곳에 넣으세요 - 한복쇼핑백 디자인 / 丕등학생 김지민양 

디자인 감각이 솔솔 - 동물모앙의 자물통 / 중학생 이주희양 

전레동화가 있는 입체 동화책 디자인 / 고등학생 김혀경양

KIDP 지도상普 可상전서 

쪽쟁이 생각 / 한광석 

전통항의 새로운 세게 / 박희준 

애센시아 칫솔살균기 / 감범태 

영국의 국가브린드 이미지 개편작업 / 정우량 

실용적인 기능과 우수한 디자인 - 미국 BOSE사 / 이규민 

'97 IDEA 수상작 / 편집실 

중소기업에 다가서는 디자인 진홍정책 / NIKK티 DESIGN 9월W 

한•일 기업디자인 경영환경 비口 연구 / 정경원I시노 류△•우△이 히코•다다마 순로 

디자인 동서남북

KIDP 소식 

공존（共存） / 윤대영

격월간

신업디자인 통권 제155호

발행처

한국산업디자인진흥윈

발행겸 핀집인

노장우

내부자문위원

이규헌

펀짐장

구민회

취제 핀집

감항희, 오승의

발행일

1997년 10월 31일

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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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708-2059/2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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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지윤리 실천강령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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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와

최창신/

2002년 월드컵조직위원회 사무총장

口^칠 전의 일이다. 우리 월드컵조직위원회 사무처는 업무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노트북 컴퓨터
"를 몇 대 사기로 했다 • 후회없는 노트북 선정을 워해 우선 각 메이커의 리플렛과 자료를 모아 

놓고 직원들과 함메 분석해 본 결과 각 기종마다 성능은 엇비슷하여 고민스러웠匸匕 그러나 최종적 

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서 성능이나 실용성으로 우열을 가리지 못할 바에는 겉모양, 

즉 디자인을 기준으로 정하자며 결국 A人！• 제품으로 결정했다.

끝내 내가 A아 제품을 선택한 것은 그 제조회사의 좋은 이미지가 내 머리속에 각인되어 있었기 때 

문이었을 것이다 • 즉,，전자제품은 A사5 라는 아이덴티티가 성립되어 있었기에 주저없이 선택했던 

것이다. 이렇듯 이미지는 참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았다.

최근 각 기업은 앞을 다투어，신 C1 선포식，을 갗고 있다. 좋은 인상과 좋은 이미지는 그를 해칠 

만한 人】건 (Incidence)이 없는 한 영속성을 갖는다 . 물론 영속성을 갖기 워허서는 끊임없는 노력 

이 필수 불가결한 조건일 것이다.

보기에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는 말이 있匸匕 바로 디자인의 중요성을 일컫는 말이다. 기능과 재 

료, 기술에 알맞는 조형미로 표현되는 디자인이야말로 '디자인 국부론，으로 대변되어 선진 각국이 

이를 국가적인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았다.

2002년은 한 • 일 월드컵의 해이다.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아야 힌다.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 미묘한 대립의 구도에 놓여 있는 두 나라가 지구촌의 대축제인 

월드컵을 공동개최함으로써 지루한 샅바싸움을 끝내고 두 나己卜의 국제적 위상을 함메 높이는 겨】기 

로 승화시켜야 할 것이다 . 앞으로 대회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공동보조를 차할 수 있는 人H로운 

장을 마련하게 돠는 등의 많은 부수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공동개최는 FIFA 월드컵축구대회 사상 처음이라는 점과 아시아 대륙에서 처음 열린다는 점 

에서 높이 평가하여야 하나, 앞으로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안겨 주고 있다. 즉 양국간 비교우위의 

시험장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한 • 일간 비교우위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우리 자신의 시험대로서 

人설，관광，호텔，교통 등 어느 면에서나 우리의 치부가 드러나는 쇼윈도우가 될 수 았다. 또한 보 

이지 않는 측면 역시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얂을 것이다. 국민들의 의식 및 공중도덕 , 춘？절 

도 등의 시민성숙도가 얼마만큼의 수준인가를 일본과 대비하여 극명하게 보여주는 겨】기가 될 것이 

기 때문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월드컵을 개최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이며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는 

가?

공동개최라 하더라도 약 3조원이 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선 관광분야 

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 유치 아후 '월드컵 특수잡기'에 가장 기민한 움직임을 보이는 곳도 역시 

관광분야이다.

월드컵기간 중 우리 나己卜를 챶을 외국인 관광객은 35만 5천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단독 개최를 

전제로 예상했던 53만 5천여 명의 약 3분의 2 수준이다. 외국인 관광객 1안당 평균 지출액은 2천 

아캑 82달러 , 아에 따른 관광수입 효과는 약 9억 3천만 달러 (7천 4백억원 )어】 달할 것으로 여상된 

다. 대회기간이 1개월을 넘는 만큼 관광소비액도 그만큼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월드컵 유치로 최 

소한 35만명 이상의 와국 관광객이 추가로 방한할 경우 오는 2002년에는 연간 660만 〜 680만 

명의 관광객 유치실적을 올려 관광객 7백만명 시대를 및게 될 것이다.

『산업디자인』통권 155.1997.9/1。



한국의 이미지 제고

또한 서울에서만 개최됐던 올림픽과는 달리 월드컵은 전국 지방도시에서도 열려, 서울에 비해 낙후 

된 지방 발전을 촉진하는 겨E가 되며 특히 침체된 지방관광산업 활성화의 촉진저口卜 될 전망이匸匕

둘째로, 전세■耶게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월드컵 마케팅 경쟁에 돌입하게 돠어 광고특수의 호기를 

맞이 된다는 점이다. 전서몌의 400억여 명이 TV를 통해 지켜볼 것으로 추정되는 월드컵은 °厝 

을 대상으로 기업의 존재를 알릴 수 있는 스포츠•마케팅 기획의 절대적 기회로 ©I를 공격경영의 핵 

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국내경제나 기업활동의 규모가 훨씬 커질 2002년에 열리는 월드컵은 

황무지나 다름없는 국내 스포츠마케팅 수준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월드컵 특수'가 장미빛만은 아니다. 한. 일 공동개최라는 변수가 그것이다. 공동개최는 

사업기회를 단순하게 반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내용에서 일본기업과의 경쟁을 의미한다. 따 

리서 서『계적 이벤트인 월드컵에서 국내 기업들이 제 몫을 찾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고도의 

마케팅 역량을 길러야 할 것이다.

셋째, 21세기 디자인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경기장 건축 등은 21세기형 건축문화의 실험대가 될 것이며 동시에 이를 계기로 우리는 다양한 국 

제수준의 노하우를 획득하여 디자인 선진국으로의 발판을 마련해야 힌다. 월드컵 축구대회는 한마 

디로 건축문화, 환경문화, 관광문화, 정보문화, 예술문화 등이 총동원되어 만들어지는 종합 축제이 

기 때문이다. 특히 디자인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띠문에 종합예술행사로 표현하지 않 

을 수 없다 . 경기장 및 호텔 건설 , 거리 횐경 , 관광객을 위한 제품 및 토산품이 개발되어야 하고 이 

를 홍보할 수 있는 人마 匸I자인물이 요구되며 경기운영에 따른 전자통신분야와 매체분야가 필요하 

고 환경개선에 필요한 조형물, 匸t양한 우리 고유의 축제마당과 문화가 한국적인 것으로 匸】자인되 

어야 한다.

디자인분야가 차지하는 비중 

이 너무 크기 때문에 종합여 

술행사로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 경기장 및 호텔 건설, 

거리 환경 , 관광객을 위한 

제품 및 토산품이 개발되어 

야 하고 아를 홍보할 수 있 

는 人막 디자인물이 요구되 

며 경기운영에 따른 전자통 

신분야와 매체분야가 필요하 

고 환경개선에 필요한 조형 

물, 匸卜양한 우리 고유의 축 

제마당과 문화가 한국적인 

것으로 디자인되어야 힌다.

그리고 대회의 상징이자 비주얼 아이덴티티의 심장으로 불리는 엠블렘 • 마스코트와 C1 작업이 신 

중히게 이루어져야 한다.

2002년의 월드컵축구대회의 휘장사업은 디자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엠블렘은 

한 • 일 양국이 최초로 공동으로 만들어 내는 디자인이라는 점에 큰 의미가 았다.

'94 미국월드컵의 엠블렘은 경기 막바지까지 1조만 번이 넘거】 사용됐다고 힌다 . 우리 나라의 경우 

어는，디자인 사장，이란 개념 자체가，88 서울올림픽 이후에 생겼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匸匕 따 

리서 디자인계는 야컨 월드컵을 국내 디자인계가 한 단계 도약하고 세예 디자인 시장에 본격 잔출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

다행히도 2000년의 ASEM과 2001년의 세계산업디자인총희가 서울에서 개최되면 전서『계 디자 

이너들이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의 엠블렘 • 마스코트에 많은 관심을 갗게 될 것이다.

광고학에 A1DMA(Attention — Interest — Desire 一 Menrgry — Action)라는 구매동 

기의 순서가 았다. 2002년 월드컵에서도 우리는 광고학의 개념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진 

정으로 한국을 좋아하게 돠어 다시 찾게되도록 히기 워해서는 그들 마음에 어필할 수 있는 그 무엇 

이 있어야만 한다 . 다름 이닌，한국의 이미지，를 옳이 심어 주는 일이다 .

가초 질서가 서있는 나라, 양보를 미덕으로 삼는 나라, 따뜻한 마음씨와 인상이 좋은 미소의 나라, 

깨끗하고 조용한 나근｝가 , 물질적으로 부유한 그 어느 나라보다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또 다시 우 

리 나라를 찾H】 돠어 변치 않는 다정한 이웃이 되케 할 것이다.ki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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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year 2001, ofRcially 에。

is the beguiningof the third MiUeniiitpn of our era. 
Let us design for the New Millennium.°
Introduction to th。Tkama.

Changes are evident everywhere and are coming at an ever-faster pace. We are in the midst of new discoveries and a 
technical revolution that will affect the history of the world as profoundly as the agricultural and industrial revolutions 
once did. Some call it the Third or the Fourth Wave, and others call it the Information or Technological Revolution. It is 
very appropriate that we focus on these changes in 2001, the first year of the New Millennium.

Designers of today are trgly experiencing what can only be called a design revolution. The boundaries among product 
design, visual design, packaging, and graphic designs have little relevance in today's world, for design today is 
perceived as a totality, encompassing all of these categories. Design is not and cannot be the exclusive domain of 
designers. It is evident that even ordinary consumers, though possessing little or no professional knowledge of design, 
are nevertheless an essential part of the province of design and can discuss the social functions and philosophy of 
design.

Designers see that in spite of alt the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throughout history, there are some things that do 
not change. There have always been efforts made to enhance the welfare of humanity, and destructive work undertaken 
on the pretext of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has never lasted very long. Today we see a movement taking place 
around us whereby nature and humans are trying to breathe together, tradition and modernity can speak to each other, 
and East and West can meet each other in harmony.

It is the responsibility of all designers to take a new approach to design in the next Millennium.



Culture, Environment, Technology and New Ways of Thinking
In what areas can we strive for greater harmony of 2001?

Culture
Let's look back over our last 1000 years and 
see that, although forgotten in the history of 
mankind, there are many cultures and little- 
known worlds of great value that we have 
overlooked so far. We must strive to expand 
the horizons of design and re-explore what 
we all thought we know so well, which is the 
history of design. Reach back into the past, 
review our present, and try to apply what we 
learn to the coming Millennium.

Environment
In the process of rapid industrialization 
carried out without consideration of the 
environment, we have devastated Mother 
Nature. As a result, industrialization has 
brought about ecocide. Now in the face of the 
New Millennium, designers can play an 
indispensable role in establishing a 
harmonious world where nature and human 
beings flourish together.

Technology
Physical boundaries are fading away. 
Burgeoning information technology 
challenges our creative territory and the 
notion of what designers are and do is 
changing. What will the realm of designers 
be? And how will they acquire and 
comprehend new technology? Designers must 
take a moment to reflect tn themselves.

New Ways of Thinking
Under circumstances in which established 
paradigms fade and a new world order 
emerges, which paradigms will replace the 
old ones?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designers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s well as their values and philosophy, in 
order to meet the demands of society. 
Together with people in the fields of 
sociology, psychology, esthetics, politics,

initiati
and
these conjunctions will hel 
separation, and exclusion.

Seoul, 
ended, 
in Se이 
grounc

：n
international co

2001—the Year of Design

In 1997 the Korean Government promulgated a policy of foster 
as a proje^ of national priqrity. q ।

n of a Desig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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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
(Sign Center will be established, consisting of the KI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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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ence room, year-round marketplace for the products of 

anies, design company offices, center for the establishmmedium-sized co

a graduate school,
research center,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and other related institutions.

Development of a Design City
Formation of a "design street" around the Design Center building and a pre-planned

engineering, and many other areas, we can 
establish new standards for design.

Design City, emphasizing environmental design in the Seoul area.

銘^^^^・
Korea as the Host Country: the Reason and the Need

The New Millennium begins.
the year 2001?What is the meanins

The Silk Road lasted for 
East and West from aboi 
endless efforts to achie\
goingthrough endless ti恸 and 見 
fighting against natural diiasters^ii 
animals, the people who l藤d oh 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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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ter methods of food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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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k Road created a world where

Now a new Silk Road is openihg with the c( 
going beyond the boundaries of this world 
space. Limits on time and space are slowly
information superhighway, multimedia, bioengineering, cybei
polluted energy sources. This new Silk Road* in 
efficiency to any of the old silk roads, is interco

ent 이
!, and non

parable in terms of spee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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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ignation of 100 outstanding companies in different industrial design categories
• Cultivation of world class professional industrial designers
• Establishment of a worldwide information network for industrial design
• Development of a platform to conduct research on advanced industrial design technology
• Development of products uniquely Korean in design that can be successful in world markets

RUSSIAN FEDERATION

SWI

SWECM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Societies of Industrial Design
Joint committee Sponsors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Design Promotion (KIDP)
A government institution under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formed with the purpose of providing industrial design 
information, design development assistance to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training for designers, sponsorship 
of exhibitions and other promotional works.

Formed in 1970
Employees： 150
President: Roh Jang-Wooh

Korea Association of Industrial Designers (KAID)
Organization of designers in the fields of industrial design and 

product design.
Formed in 1972
Membership: 400
President: Boo Su-Un

Korea Textile Design Association (KTDA)
Organization of designers in the field of textile design.
Formed in 1992
Membership： 600
President: Ch니ng Kyung-Yun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MOTIE)
Central government organization performing all works related to trade and 

industry policies.
Employees： 900
Minister： 니m Chang-Ryul

City of Seoul
Independent administrative center for the capital of Korea.
Employees： 17,830
Mayor： Cho Soon

LG Electronics Co.
Electronics company producing and selling products such as A/V equipment, TV 

sets, refrigerators, video cameras, and cassette recorders.
Formed in 1959
Employees： 34,961
President: Ku Ja-Hong

Samsung Electronics Co.
Electronics company producing and selling products such as A/V equipment, TV 

sets, refrigerators, video cameras, and cassette recorders.
Formed in 1969
Employees： 56,999
President: Yoon Jong-Yung

Visual Information Design Association of Korea (VIDAK)
Organization of designers in the fields of visual design and computer graphics.
Formed in 1994
Membership： 850
President: Kwon Myung-Kwang

Korea Packaging Design Association (KPDA)
Organization of designers in the field of packaging design.
Formed in 1978
Membership： 200
President： Kim Tae-Jong

Korea Authorized De이gn Firms Association (KADFA)
Association of design companies officially accredit은d by the government to 

develop industrial design for companies.
Formed in 1994
Member companies： 76
President: Lee Seung-Keun



• 노장우/
한국산업 디자인진홍원 원장

G /I 세기를여는첫해인 2001년에국제산업디자인단체협의회(ICSID) 총회인 '세계디자인총회 를서울에서 개최하 

/ I 게 되었다. 대규모 국제행사를 개최한다는 사실보다 향후 4년간 다양한 국제교류를 통해 실질적으로 경제선진 

국으로 진입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세계디자인총회는 디자인 그 자체보다도 디자인을 매개로 국가•지역간의 협력을 증진하는 기회가 된다. 또한 우리가 디자 

인 선두그룹에 끼어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겨루게 되었다는 것을 세계에 선언하는 자리로 만들어야 한다. 2001년 후에 

노 우리도 세계 각국에 디자인관련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는 디자인선진국으로 도약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설레임으로 맞는 세계디자인총회

우리는 캐나다 총회 프리젠테이션에서 한국의 주제로 어울림-Great Harmony'을 제시했다. 어울림 은 태극과 사괘를 

소재로 풀어가면서 동양과 서양, 자연과 인간, 그리고 남과 여의 배치된 사상의 갈등을 서로 극복하고 새로운 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순리를 어울림 으로 상징화하여 21 세기 디자인의 새로운 목표를 제시해본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 온 참석 

자들은 이러한 어울림 의 이념을 기대 이상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예로부터 향약, 두레 등 마을 공동체의 전통이 뿌리 

깊은 우리 한국인에게는 결코 낯설지 않았지만 서양인들에게는 매우 독특하고 매력있는 개념이었던 모양이다. 어울림 은 

2천년대에 가장 적합한 새로운 디자인 이념으로 호평을 받았다.

산업디자인은 고부가가치 창출로 개별기업의 성장을 도울뿐만 아니라 산업기술과 소재•가공•금형 •부품산업의 발전을 유도 

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수요를 촉발하는 경제발전의 동력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일찍부터 간파한 선진국들은 지금도 디자인진흥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미국의 경우를 보자.

그들은 디자인만이 불황이라는 긴 터널의 탈출구라는 결론을 내고 1993년부터 산업디자인관련 대통령자문단을 구성하여 

디자인 진홍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다. 오늘날 미국경제가 되살아나는 것을 두고 혹자는 미국의 저력이다, 에너지다, 경쟁 

력이다 라고 하는데 그러한 저력이나 에너지, 혹은 경쟁력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디자인에 대한 꾸준한 기업의 투 

자와 정부의 지원이 빚은 합작품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디자인은 불황을 탈출하는 새로운 전략으로 각광받고 있다. 요즘처럼 불황으로 기업의 오늘과 내일을 예측하기 힘든 시대 

에 중소기업들은 디자인으로 성공하는 타기업의 사례를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은 이제 선진국과의 경쟁에 들어섰다. 디자인선진화를 향해가는 우리의 발걸음도 매우 바빠졌다. 빠른 시일내에 기업 

의 디자인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디자인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기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어 2001 년 세계디자인총회가 벌써부터 우리의 마음을 설레 

이게 한다.ki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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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ICSID종회 개최와 의의

• 편집실

ICSID
총회는 세계 유수의 디자인전문회사와 

대기업 및 진홍기관이 참여하여 워크샵,

세미나, 박람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국가•지역간 

협력 뿐만 아니라 업계와 디자이너간의 유대 강화 

등을 모색하게 된다.

ICSID총회는 스웨덴의 1959년 제1회 개최를 필 

두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이태리 등 선진국이 

모두 개최하였으며 , ICSID 개최를 계기로 개도국에 

서 탈피, 세계 각국에 디자인관련 기술과 정보를 제 

공하는 디자인 선진국으로 도약하였다.

우리 나라는 이번 ICSID총회 개최를 계기로 30만 

명의 디자이너와 100만 명의 디자인 기초인구를 10 

배로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고, 기업에서는 산업디자 

인을 경영전략으로 하여 불황에서 탈출시키는 매개 

체가 되도록 하며, 디자인에 관한 전국민의 인식을 

확산시켜 디자인선진화의 환경을 조성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 산업디자인의 발전방향을 제시 

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향후 4년간 다양한 국제교류 

사업과 이벤트를 통해 실질적으로 경제 선진국 진입 

의 토대 마련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2001년 ICSID총회 개최를 기폭제로 디자 

인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한 

국의 문화와 디자인 상품 를 통해 수출증대를 

유도하여 국가이미지를 제고시킬 계획이다.

한국은 이번 캐나다 토론토 총회에서 개최지 결정 

투표의 향배를 가름하는 프리젠테이션의 주제로 어 

울림一Great Harmony ； 동•서양, 남 • 녀, 인간•자 

연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조화롭게 어울리는 새로운 

디자인 컨셉 을 제시하여 2천년 대에 가장 적합한 

새로운 디자인 이념으로 호평받음으로써 세계 평화 

와 화합을 위해 내세운 한국의 사상과 철학을 세계 

디자인계에서 인정받았다. 즉 세계 디자인계가 한국 

의 디자인 진홍 및 젊은 디자이너들의 실력을 인정 

해 준 것이다.

ICSID

(International Council of Societies of 

Industri이 Design ； 국체선업디자인단체협의회)

1. 개요

(1) 설립 년도

• 1957. 6. 28

• KIDP 회원가입 : 1973. 10

⑵ 사무국

• 핀란드 헬싱키 소재

(3) 회원단체

• 51개국 142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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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회에서 디자인관련 주요 현안 및 정책 결정• 투표권 보유회원 : 44개국 79단체

(디자이너 권익보호 및 친목도모)

(4) 회장

• 아우구스투 모렐로(이태리) (2) 국제디자인대회 개최(격년, 최신 디자인연구결 

과 및 정보교환)

(3) 3개 분과(전문, 진흥, 교육)를 두고 관련 정책

(5) 설립 목적

•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적 인식도모

• 회원국간 산업디자인수준 제고 및 사업 수행

• 산업디자인에 관한 상호 이해 증진 및 협력체제 

구축 연구 및 이론 개발 (4) UNIDO, UNESCO, UNFP 등 국제기구와 협

2•조직

(1) ICSID 사무국

력 , 개발도상국의 디자인분야 개발

5. 주요활동

향올 제시하는 기틀을 마련 • 사무총장 : Kaarina Pohto, 핀란드 (1) 전문분과사업

하고. 향후 4년간 다양한 국 • ICSID Interdesign : ICSID 핵심사업 중의 하나

제迎류사업과 이벤트를 통 (2) 집행위원회 이며, 디자인 단체에 대한 세미나 및 워크샵 개최,

해 실질적으로 경제 선진국
• 희장1, 재무위원L 위원8 수익사업을 위한 기업의 참여를 인정하지 않음

진입의 토대 마련이 가능하 

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01 ICSID총회 개최를 기
(3) 회원

• ICSID 장기계획 수립 및 추진

폭제로 디자인선진국으로 • 정회원, 준회원 (2) 진흥분과사업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의결기구인 이사회를 두고 있으며 9인의 이사로 • ICSID 공인행사 : 회원기관은 유료로 ICSID 이
하고. 한국의 문화와 디자인 구성 름 사용 (LG 국제디자인공모전 등)

상품 소개를 통해 수출증대
• 우리 나라의 정경원 교수(KAIST 산업디자인과) • PPE회의 개최 : 관련정보 제공 및 관리시스템 구

를 유도하여 국가이미지를

가보드멤버로 있음 축 추진

3•구성

(1) 정회원(Council Member)

• ICSID 소개 팸플릿 발행

(3) 교육분과사업

• 디자인교육기관 편람 발간

• 공인발족 후 2년 이상된 단체로서 국가당 6개 기 • 비전문가 대상 디자인 교육프로그램 준비

관 이하 • 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 준비

• 총회시 투표권, 집행위원 입후보권, 총회 유치권 • 국제디자인상 신설 추진

보유

• 우리 나라 KIDP, KAID, KTDA 홍회 유치 과정 및 연도별 게획

(2) 준회원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이미 개최하였고 일본은 '73

• ICSID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기관 및 단체, 년과 '89년 두차례, 대만은 '95년에 개최하여 디자

기업 인선진국에 정착하였다.

• 국가별 회원 수 제한 없음 1993년 영국 Glasgow에서 열린 제18차 ICSID

• 총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투표권은 미보유 대회 총회에서 한국은 캐나다와 경쟁하여 무산된 경

• 우리 나라의 LG전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험을 가지고 있고, 대만 '95년, 호주 '99년에 뒤이

4. 활동개요

어 2001년에 한국에서 개최되면 아시아지역에 너 

무 편중된다는 비판이 많아 초반에는 불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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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역대 ICSID 총회 개최 현황

(안) 1999-디자인 백년사(1999-A Century of Design)

연도 회수 국가 개최지 주 제

1959 1 스웨덴 스톡홀름 제1회 Congress

1961 2 이태리 베니스 전통 비시각 디자인의 미학을 향하여

1963 3 프랑스 파리 산업디자인 - 요소의 통합

(Industrial Design - Unifying Factors)

1965 4 오스트리아 비엔나 디자인과 사회 (Design and the Community)

1967 5 캐나다 온타와.

몬트리올

인간 대 인간(Man to Man)

1969 6 영국 런던 디자인과 사회, 그리고 미래

(Design, Society and the Future)

1971 7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비자섬

제7회 Congress

1973 8 일본 도쿄 •교토 정신과 물질(So니 and Material Things)

1975 9 소련 모스크바 인간과 사회를 위한 디자인

(Design for Man and Society)

1976 9 벨기에 브뤼셀 인간과 사회를 위한 디자인

(Design for Man and Society)

1977 10 아일랜드 더블린 발전과 정체성 (Dev이opment, Identity)

1979 11 멕시코 멕시코시티 인간발전요소로서의 산업 디자인

(Ind니st「ial Design as a Factor in Human Development)

1980 11 프랑스 파리 인간발전요소로서의 산업 디자인

(Industrial Design as a Factor in Human Development)

1981 12 핀란드 헬싱키 디자인 통합(Design Integration)

1983 13 이태리 밀라노 스푼에서 도시로, 30년 후

(From Spoon to City, 30 Years Later)

1985 14 미국 워싱턴 D.C 세계디자인(World Design)

1987 15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디자인 반응(Design Response)

1989 16 일본 나고야 확대되는 전망 : 정보시대의 질서와 미학(The Emerging

Landscape : Order and Aesthetics in the Information Age)

1992 17 슬로베니아 류블리아나 교차로에서 (At the Crossroads)

1993 18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우 디자인 르네상스(Design Rennaissance)

1995 19 대만 타이페이 변화하는 세계를 위한 디자인 - 21 세기를 향하여

(Design for a Chaging World-Toward Century 21)

1997 20 캐나다 토론토 인간의 마을(The Humane Village)

1999 21 호주 시드니 (안)디자인 혁신의 세기(A Century of Design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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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림一 Great Harmony 
: 동 서양. 남 • 녀. 인간자 

연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조 

화롭게 어울리는 새로운 디 

자인 컨셉을 제시하여 2천 

년 대에 가장 적합한 새로운 

디자인 이념으로 호평 받음 

으로써 세계 평화와 화합을 

위해 내세운 한국의 사상과 

철학을 세계 디자인계에서 

인정받았다.

남아공은 네덜란드, 영국 등 디자인계 오피니언 리 

더인 유럽국가를 주축으로, 브라질은 멕시코, 콜롬 

비아 등 중남미세력을 중심으로, 한국은 아시아와 

동구 및 미주의 지지를 받으면서 득표 활동을 벌였 

다.

총회 유치의 득표는 사전 협 력 관계가 60〜70%를 

결정하고 당일 부동표가 30〜40%로 투표 직전 프 

리젠테이션에 의해 결정적 영향을 받으면서 총회 개 

최지가 결정되는 것이다.

통산부를 비롯한 외무부의 40여 개국 해외공관, 

KOTRA의 40여 개국 해외무역관이 각국의 관계자 

들에게 한국지지 교섭을 해주는 등 여러 기관과의 

협조의 결과로 한국에서 이번 2001년 ICSID총회 

개최가 확정되었다.

1 •추진경과

• '92. 12.「산업디자인발전 5개년 계획」중 ICSID 

행사 유치 추진계획 수립

• '93. 9. 제18차 ICSID Glasgow 대회에서 한국 

유치 제안（캐나다로 결정）

• '94. 10. 제1회 서울국제산업디자인박람회 （SIID） 

개최

• '97. 2. 2001 ICSID총회 유치자문회의 개최（3 

회）

• '97. 2. 2001 ICSID총회 유치단 구성 （단장 노장 

우 KIDP 원장）

• '97. 4. 서유럽 8개국에 유치단 파견

• '97 4. 2001 ICSID총회 서울유치 제안서 사무 

국송부

• '97. 5. 2001 ICSID총회 유치자문회의 개최（2 

회）

• '97. 5. 동남아 6개국에 유치단 파견

• '97. 6. 미주지역에 유치단 파견

• '97. 7. 동구권에 유치단 파견

• '97. 7. ICSID AMCOM（호주） 참가

• '97 8. 제20차 ICSID 토론토 총회 참가, 2001 

ICSID 총회 한국유치 확정

2. 2001 ICSID 주제 개요

⑴ 주제 : 어울림 （Great Harmony）
어울림은 '한데 섞이어 조화된의 의미로 '모든 

물건을 만들어 가는 원리 （조화）' 이다. 어울림은 또 

한 인간과 자연,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동과 서의 

조화를 포함한, 우주의 음양원리에 입각한 대조화를 

의미한다.

（2） 어울림을 위한 디자인

우리 함께 새로운 어울림의 디자인을 통하여 인간 

과 사물과 대자연의 이치와의 대조화를 계획하고 어 

울림의 디자인 가치를 통하여 인간과 사회, 정신과 

물질, 사물과 기술, 사물과 환경의 올바른 길을 모색 

하여 아름다운 인류의 삶의 비전과 지구촌의 대조화 

를 디자인하자는 것이다. 또한 우리 함께 아름다운 

어울림의 미래사회를 위한 새로운 세기의 디자인 정 

신과 가치와 역할을 세계에 공표하여 보자는 것이다.

（3） 새시대（New Millennium 2001）
새시대 인류의 꿈과 비전의 제시를 위해 디자인 

사고의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새로운 세기 

에는 무엇이 신선하고 진실되며 , 빛을 주고, 또한 평 

화의 길을 제시하는가? 새로운 세기에는 어떠한 디 

자인 변화의 방향이 아름답고, 생명과 협동과 대조 

화의 길로 안내하는가?

새시대에는 대자연의 이치에 따른 인간과 사물의 

가치가 새롭게 형성되어야 한다. 새시대에는 무와 

유, 정신과 물질, 마음과 기술, 너와 나, 동과 서 , 빈 

과 부, 인간과 사물과 자연이 서로 조화되고 서로 다 

른 것이 아닌 커다란 하나라는 전일적 사고와 어울 

림의 장이 펼쳐져야 할 것이다.

3. 2001 ICSID 일정별 주제계획안）

⑴첫째날

• Design Harmony for a New Millennium

⑵ 둘째날

• Design Harmony for the New Culture

Design Harmony fbr the New Environment

⑶ 셋째날

• Design Harmony for the New Technology

（4） 넷째날

• Design Harmony for the New 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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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시대에는 대자연의 이치 

에 따른 인간과 사물의 가치 

가 새롭게 형성되어아 한다. 

새시대에는 무와 유. 정신파 

물질•마음과 기술. 너와나. 

동과서. 빈과 부, 인간과 사 

물과 자연이 서로 조화되고 

서로 다른 것이 아닌 커다란 

하나라는 전일적 사고와 어 

울림의 장이 펼쳐져야 할 것 

이다.

4. 총회준비를 위한 연도별 추진 계획

(1) 1997년

• 디자인센터건립을 위한 부지선정 및 착공

• 동유럽산업 디자인세미나, 한•러디자인공동연구, 

북미 디자인전

• 산업디자인정보인프라구축 5개년 계획 1차년도

-MIDAS 프로젝트 : 기본시스템 구축(각종 자료의 

DB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

(2) 1998년
• 국제산업디자인세미나 개최 (문화•환경과 디자인)

• 韓•伊우수디자인교류전, 韓• 日 우수디자인교류전, 

영국디자인 박물관초청 전 , 동남아시아디자인순회 

전, 제3회 국제디자인박람회

• ICSID 홍보를 위 한 출판사업추진

-ICSID News Letter(z98. 1월부터 분기별 발행)

-Harmony 2001 (z98. 5월부터 연2회 발행)

• MIDAS 프로젝트 2차년도

一웹서버 , 디자인관련 뉴스그룹 등의 기본시스템

(3) 1999년

• Interdesign 개최

一주제 : 신기술•신사고와 디자인

• 韓•佛우수디자인교류전, 韓•英우수디자인교류전, 

호주디 자인 순회 전 , 세 계 학생 디 자인 공모전 , 세 계 

10대디자이너 초청 세미나

• MIDAS 프로젝트 3차년도

一인트라넷 구축, 통신서비스 및 사이버전시회 개최 

둥 시스템 통합운영

(4) 2000년
• 디자인센터 준공 및 입주

• 국제산업디자인세미나(주제 : 21세기의 디자인)

• 세계디자인박물관 희귀소장품 교류전, 韓•濁우수 

디 자인교류전 , 제수회 국제 디 자인박람회

• MIDAS 프로젝트 4차년도

一디자인네트워크 상업서비스운영

(5) 2001년

• 세계 500대 기업 디자인상품전, 세계 100대 유명 

디자이너초청전, 세계 100대 디자인전문회사전, 

디자인엑스포

• MIDAS 프로젝트 5차년도 

一글로벌 디자인네트워크 구축

2001년 ICSID舍회 기획읙 경제적 효과

1 • 디자인 선진화를 통한 수출증대

디자인 개발을 통한 제품의 부가가치 향상으로 섬 

유제품, 생활용품 및 자동차 둥 디자인관련 상품의 

수출증가율은 102.7%에 이를 것으로 전망(디자인 

개선에 따른 수출가격제고 예상치와 디자인가중치 

감안) 된다.

'96년 기준, 전체 디자인관련상품 수출액은 총 

551억$이며 디자인 선진화로 566억$의 수출증대를 

이루어 무역수지 360억$ 흑자실현이 가능해 질 것 

이다.

2. 불황을 탈출하는 새로운 전략으로 각광

(1) 중소기업 매출증대효과

KIDP의 지도를 받는 1천여 디자인개발업체 (평균 

매출액 50억) 중 평균매출신장율 30% 이상인 300 

개 성공업체의 매출증대액이 연간 4,500억원 규모 

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 투자비용절감

디 자인인프라 구축으로 디 자인관련 고가장비 와 

S/W 공동 사용으로 공인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개 

별투자 소요액 ‘12억원 x300개사=3,600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이다.

3. 선진국과의 경쟁에 진입

OECD가입으로 자본재•내구성 소비재 부문에서 

선진국과의 경쟁이 필수적이며 , 소비자가 결국 최후 

의 결정을 하는 선진시장에서는 동일수준의 품질을 

기본으로 하는 경쟁여건하에 있으므로 디자인력이 

소비자 선택의 결정적 동기가 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 반도체, 자동차부문은 경쟁국보 

다 앞서지만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디자인이 열세 

이므로 대기업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국제시장에 디 

자인 경쟁력을 갖추고 진출해야 할 것이다. ki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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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ICSID종회 유치 프리젠데이선

• 2001년 ICSID 유치위원회

旦
1. 20이 년 ICSID총회 유치를 위한 흥보용 리플렛

2. 20이년 CSID총회 유치를 위한 각종 홍보물

2001
ICSID총회의 유치지 결정 ! 

그것은 '97 토론토 대회의 

*Humane Village 라는 개념적 발전 

전개와 이것을 함축할 수 있는 테마 등 

이 유치 여부에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 

문에, 토론토에서 2001년 ICSID총회 

유치를 위해 뛰는 국가들이 보여 주는 

노력과 시도에 의해 접하게 될 다른 장 

애물들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다. 가 

장 큰 장애물은 회의 참가국들의 창조 

성과 전문성이며 , 때로는 지역 •정치적 

문제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 

다. ICSID 유치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창출할 수 있는 테마와 프로그램의 윤 

곽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다.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비전이 있 

으며, 열정적인 이야기는 ICSID 총회 

참석자들에게 무한한 상상력을 불러 

일으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략 사항들

한국이 2001년 ICSID총회 유치국 

으로 나설 때 부딪치게 될 분명한 장애 

물들이 있었다. 우선 남아프리카의 재 

출현과 함께 수용된 '정서적 공감대 

가 남아프리카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 

을 갖도록 함으로써 ICSID총회 유치 

획득에 유리 한 입장에 있도록 했다.

또한 빠른 속도의 산업화의 진행으 

로 환경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우기 

시 숲의 에코시스템을 유지하려는 노 

력으로 브라질에 의해 제기된 문제가 

'사회적 공감대 를 형성했다. 한국은 

오는 '99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ICSID 

총회가 개최된다는 지정학적 접근（순 

수 관광 차원）' 이 유치 근거로서 불리 

하게 ICSID 회원국들에게 감지되었 

다. ICSID를 유치하려는 세 국가 중 

두 나라가 이 런 행사를 한 번도 치 러본 

적이 없는 아프리카와 남미 대륙에 위 

치해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한국으로 

서는 이 점이 상당한 장애물로 작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장애는 오히려 중요 

한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브라질과 남 

아프리카 등 경쟁 상대가 있다는 사실 

을 인식한 한국은 투표권을 가진 회원 

국들에게 감정적 요소는 개입시키지 

않고, 디자인 그 자체만을 생각한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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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극사상을 이미지화한 흥보용 브로치

2. 국기인 태극의 3차원올 재현한 심볼 소개

성으로 유치국을 선출해 줄 것을 강조 

했다.

이미 ICSID총회를 개최한 바 있는 

대만과 시드니 모두가 한국과 시 •공간 

적으로 너무 가깝기 때문에 지정학적 

측면에서 한국이 유치국으로 선정되기 

는 사실상 어려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성적 측면보다는 우리와 함께 세계 

를 느껴보고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음 

악적 언어로 그들의 정서를 자극시키 

는 방법을 활용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상황의 면밀한 분석 결과, 장 

애물들이 오히려 재충전의 기회를 제 

공함은 물론 힘과 지성, 도전과 전문성 

을 가진 주제 제시를 가능케하는 수단 

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그래서 전략을 세웠다. 유치를 위해 

한국의 가슴과 마음을 전하기로, 그리 

하여 인간의 정서와 희망들을 촉구하 

기로….

심사숙고하면서 , 행사후 한 달이 지 

난 지금 2001년의 회의 개최 이유로서 

브라질이 제출한 논리적인 논문에 어 

떤 감정적 요인이 없었던 것과 같이 우 

리의 이같은 유치 전략이 옳은 행로였 

다는 것을 관찰한다. 다른 무언가를 선 

택하고자 하는 회원국들로 하여금 감 

정적 요소들을 제거하면서 브라질팀은 

회의 유치 필요성을 합리적으로 설명 

했는데, 그 필요성이란 이제껏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는 새로운 대륙에서의 

회의 개최는 당연하다는 것이었다. 그 

대신 한국은 회원국에게 그들의 마음 

속 깊은 곳을 살펴보고, 지구촌에서 모 

두가 공유할 수 있는 문화 유산을 이해 

하기 위한 원천의 필요성을 발견할 것 

을요청했다.

도전들

한국 유치의 필요성을 자극하는 창 

조적 접근 방법은 여러 측면에서 어려 

운 문제에 봉착했다. 예를 들면 한국 

유치의 필요성을 표현하기 위해 어떤 

형태를 사용할 것인가? 어떤 단어가 

적합할까? 어떤 소리들을 통해 우리의 

회망사항들을 전달할 것인가? 우리의 

메시지 전달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무 

엇일까? 등 … .

그룹간의 직•간접적인 접촉을 통해 

사회에서 사회로 퍼져지는 문화 요소 

들의 전파는 물론, 한국인이 아닌 이들 

에게 한국의 문화적 가치를 번역하고 

해석하는 것으로까지 그 소임을 다한 

다.

의사소통이 원활해지고 여행에 점차 

적응이 되면서 문화 요소들 간의 교류 

는 매우 활발해졌다. 그러나 빠르고 쉬 

운 문화 전파의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 

었다.

전통적으로 종교나 이상은 문화의 

물질적 측면보다 훨씬 문화의 전파를 

지속시켜 주지만, 사고 방식이나 생활 

방식의 교류는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 

웠다.

이번 프로젝트는 동양의 철학과 생 

활방식의 원리원칙들에 기초한 새로운 

디자인 방향을 받아들이고 채용할 것 

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서양에는 

사실상 동양문화에 대한 풍부한 해석 

과 전파의 예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입증코자 최근의 북아메리카 통계 자 

료 몇 개를 여기에 사용했다.

'역 경（자연의 변화를 다룬 책 ）'은 

오래 전에 나온 책으로 미국에도 잘 알 

려져 있으며, 지난 2년간 이러한 주제 

의 이론적 논문이 44편이나 발표되었 

다. 최근까지 서점에서 판매된 '역경' 

은 60쇄판에 이른다.

태극사상 의 원본은 56개어로 번 

역, 해설되어 출간되었으며, 1993〜 

1997년 동안 타이틀에 태극 이라는 

단어를 가진 346개의 책이 발간되었 

다. 1년간 서양에서 출간되는 태극사 

상 과 역경 의 발간 부수가 동양에서 

의 발간 부수보다 많지는 않더라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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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 20이 년 CSID총회 유치를 위한 홍보용 리플렛의 펼침면들

소한 같은 부수는 될 것이라는 가정은 

아마도 맞을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삶의 행로를 찾으려 

는 사람들의 제안 뿐만 아니라, 고대의 

현명함을 통해 보편적 가치들이 지금 

도 받아들여짐을 말해준다.

단지 한국이 란 국가로서 가 아닌 지 

혜로운 문화 소산' 의 나라로서 한국을 

보여준 것은 회원국들이 한국을 IC

SID 유치국으로 선정케 한 전략이었 

다. 그러므로 전략 내용은 한국이 단순 

한 여행 목적지가 아닌 문화와 전통의 

본토로서 제시되도록 힘쓰는 것이었 

다. 유치국이 될 수 있는 나라는 많았 

지만, 정신적 풍요로움을 여행자에게 

채워줄 나라는 거의 없었다.

세계의 정신적 풍요로움을 우리로 

하여금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준 기술 

적 진보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구촌의 

문화에는 이제 이방인이란 없는 것이 

다.

창조적 전락

역대 ICSID총회에 관한 자료를 살 

펴보면서, 비중있는 테마가 다루어지 

고 기술이 디자인과 사회를 수용하리 

라는 예상이 80년대부터 시작된 것에 

주목했다.

'92년 류블리아나 회의에서부터 이 

러한 경향을 보였고, 글래스고우 회의 

에서도 그 경향은 계속되었는데 심사 

숙고와 면밀한 관찰을 통해 테마 제시 

가 이루어졌다. 토론토에서는 디자인 

의 사회적 목적과 의미에 대한 재평가 

와 함께 이러한 분위기는 더욱 진작되 

었다.

토론토 총회는 새로운 도덕적 근거를 

위한 탐색의 최초의 명시로서, 주제인 

*Humane Village 란 컨셉을 열의를 

가지고 수용한 데에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반면 다음 총회로까지 

이어질 새로운 행로에 좀 더 관심을 갖 

는 철학 부분은 다소 엉성한 구석이 있 

었다. 차기 회의는 새로운 세기를 맞아 

처음 개최되는 회의인 만큼 그 어느 때 

의 회의보다도 중요하며 , 자연적•논리 

적인 것은 물론, 확고한 철학적 •실천적 

기초하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실질적인 타이틀

1. 기지(Witness), 분열되지 않은 상태, 근 

간을 제공할 수 있는 컨셉

동양적 사고를 표현하는 하나됨•전 

체•통일•조화•균형 등은 오늘날 요구 

되는 디자인에 적합한 개념적 근간들 

이다. 또한 마음의 상태를 하나됨 •어울 

림으로 이끌어주는 방법으로써 뿐만 

아니라, 사상가에게는 사상의 한 방법 

을 제공해 준다. 어울림은 하나됨 이상 

의 의미를 가지며, 그것은 마지막 단계 

에 사용된다.

2. 전략적 의도

어울림의 메시지와 그것의 연출은 

단순해야 하며 또한 청중들이 개최 장 

소가 어디인가를 인식할 수 없을만큼 

강력해야만 한다. 행사에 참여하겠다 

는 회원국들의 강한 바램이 장소가 어 

디인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 

이다. 이러한 바램은 지역적, 그리고 

정치적 장벽들을 무너지게 할 것이다. 

메시지는 명확한 유형으로 다음 3개의 

매체를 경유하여 전달되어야 한다.

• 소리 •음악

• 이미지와 단어들

• 심볼과 사인

가장 중요한 메신저는, 한국 국기인 

태극의 3차원을 재현한 심볼이다.

그리고 사인들은 태극기의 4괘로서 

하늘, 땅, 물, 불을 나타낸다. 태극 4 
괘의 각각은 자연의 순환을 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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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들 수 있는 상황을 맞도록 구성되 었다.

丄 
2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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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1.2.3.4.5. 20이년 CSID총회 유치를 위한 흥보용 책자

1. 음악 테마一어울림

음악 테마는 어울림을 이해하는 새 

로운 기회를 갖는 것을 포함하여 불과 

물을 통해 동쪽에서 하늘로의 여행을 

청취자가 느낄 수 있도록 하고자 고안 

되었다.

모든 청취자가 완벽하고 매혹적인 

새로운 장소에 도착했음을 느낄 수 있 

는 모든 소리들이 한데 모아진다. 소리 

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멜로디를 갖는 

테마를 창출하는데 있어 음악적 영감 

을 줄 수 있는 3개의 주요 음악들을 사 

용했다. 하나는 영화를 위한 테마인 

John William의 '제3자와의 친밀한 

조우(Close Encounters of the Third 

Kind)' 이고, 다른 하나는 원경수씨가 

작곡하고 체코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 

트라가 연주한 '아리랑 , 세번째는 울 

프강 푸치니와 함께 김덕수씨가 작곡 

한 Nangang, 새로운 지평' 이다.

2. 이미지와 단어들

(1) 유치 홍보 책자

홍보물은 몇 년간 디자이너들에 의 

해 읽히고 간직되므로 *Book/Object 
로 홍보 책자를 만들고 텍스트를 통해 

사람들에게 과거를 뒤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홍보 책자는 개폐막 행사때 부각될 

수 있는 방법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효 

과를 발휘할 대상물이 될 수 있다. 이 

책은 음악의 리듬, 소리, 침묵을 그대 

로 담았다. 강력 한 그래픽 심볼과 사진 

들로 시적 이미지를 갖는 책들과는 비 

교된다. 홍보 책자를 통해 고요하고 차 

분한 분위기로 독자들이 반성할 기회 

를 갖도록 하고, 새로운 디자인 패러다 

임을 요구하면서 지성이 쉽게 수용될 

책의 펼쳐진 면들은 독자에게 긴장 

과 평화를 제시하며, 균형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하나의 예 

외는 진정(고요)과 조화를 제시한 물 

의 퍼짐인데, 이것은 하늘을 향한 다리 

를 만들면서 다루어지는 음악 악보의 

한 부분이다.

'한계를 긋지 마라, 아무런 기대도 

갖지 마라, 모든 경험들의 틀로부터 너 

자신을 자유롭게 하라 는 등의 직접적 

인 톤으로 그들로 하여금 한국 유치에 

동참하도록 하는 텍스트의 요구에 의 

해 2001년 ICSID총회에 참여할 것인 

가라는 질문을 받도록 만든다.

이 텍스트는 정감있는 이야기를 그 

려내고 있기 때문에 독자들이 계속하 

여 읽고 또 읽을 것이다. 이것은 2001 

년 ICSID총회를 위한 정황적 시각에 

불과하다. 의미있는 사상을 담고 있는 

이 텍스트는 독자들 사이에 전파되고, 

독자들로 하여금 라인과 투영된 공간 

사이에서 쉴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텍스트의 각 라인의 공간은 여러 가지 

의 생각들 사이에서 필요한 휴지기를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독자로 하여금 형태적인 측 

면보다는 텍스트 내용 자체에 몰두하 

게끔 한다. 책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일 

상적인 기초하에서 회의 스케줄은 물 

론, 디자인할 수 있는 관련성과 적용성 

을 제시해 준다.

만약 그들의 관점하에서 기존의 생 

각을 바꿀 필요성과 21세기 생활을 창 

조하는 것으로 디자인이 보여지도록 

새롭게 마음을 다질 필요성에 대한 확 

신이 서지 않는다면, 바람, 호수, 천둥, 

산 둥의 사인을 통해 우리의 정신적 여 

행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제고 

할 다른 기회를 남겨 놓아야 될 것이 

다. 한국 국기에는 그것을 나타내는 어 

떠한 심볼도 없다. 그러나 거기에는 완 

벽한 자연력의 조화를 나타내는 심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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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홍보용 퍼즐

3. 인사말 서신

4. 홍보용 책자 펼침면

들이 있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한국 유 

치의 긴급함과 필요성을 불러일으키는 

데 텍스트와의 연결에 있어 훨씬 실제 

적 인 것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결국 중 

요한 메시지는 독자들의 무의식이다. 

독자들은 그 앞에서 제시되고 있는 완 

전한 미학을 지금 찬찬히 응시하고 있 

는것이다.

텍스트는 이러한 자연 현상의 커다 

란 사이클의 한가운데에 독자들이 설 

수 있도록 가장 강한 메시지를 갖는다. 

독자들에게 이같은 질문을던지며 ….

'우리의 신비스런 미덕이 여기에 있다.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마치 신생아의 발처 럼 깨끗이'

책을 읽고 난 후, 독자들은 오묘한 

사상을 담고 있는 한국 국기를 이해하 

게 되었다. 어울림의 개념과 그것을 디 

자인에 적용하는 능력을 표현함으로써 

동양의 아름다움과 철학의 깊이를 이 

해하도록 하였다.

⑵ 슬라이드 쇼

사진 에세이는 아무런 장벽이나 국 

가.지역적 동질성을 갖지 않는 휴머니 

즘적 에세이로 고안되었다.

어울림이라 일컬어지는 장소, 즉 한 

국으로의 정신적 여행에 관한 사진 에 

세이로서 동양적이지도, 또한 서양적 

이지도 않은 이미지들이 사진 속에 담 

겨 졌다.

3•심볼과 사인들

(1) 홍보용 퍼즐 

3차원적인 것으로, 움직이는 판 안의 

4괘는 사용자에게 심리적으로 자연법 

을 일깨워준다. 독립된 움직임은 없으 

며 , 괘의 변화는 단지 위치 이동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사실상 동시대적으로 현

존하는 다른 모든 국면에 영향을 미친 

다. 홍보용 퍼즐의 심볼은 어울림의 정 

신을 갖는 보이는 가치를 통합하며 , 어 

울림 디자인의 한 예로써 공헌한다.

이러한•심볼은 향후에도 재평가될 

매우 소중한 것임을 우리는 느낄 수 있 

었다.

(2) 무대 심볼

무대 심볼의 디자인과 제작은 이 프 

로젝트에 있어 가장 도전적인 측면 중 

의 하나였다. 2.5m2의 커다란 크기에도 

불구하고, 심볼의 움직임은 매우 정밀 

하며, 각 판의 로테이션이 안쪽 구조의 

둥근 레일에 움직이는 플라스틱 바퀴를 

경유하도록 각 부분별로 용접된 4각의 

알루미늄 튜브로 제작되었다. 구조물은 

고밀도 발포재로 덮혀졌고 커다란 경량 

의 진공 발포 ABS 시트로 마감되 었다. 

이 구조물은 8명의 어린이가 각 판의 

움직임을 통해 자연의 변화(순환)를 얘 

기하면서 무대에서의 프리젠테이션에 

초점을 맞추게끔 만들어졌다.

슬라이드 쇼와 음악을 시작으로 하 

늘, 땅, 물, 불, 그리고 어울림의 경험 

을 통해 관중을 사로잡았다.

어린이들의 무대 프리젠테이션이 끝 

날 무렵, 조립되지 않은 블록 상태의 

심볼이 메시지의 서막으로 쓰이도록 

고안되었다.

홍보용 선물과의 연결, 텍스트와 무 

대 심볼은 청중과 무대 사이의 펼쳐진 

이야기 사이에서 2001년 ICSID총회 

유치 여부를 확신케 하며, 성공적으로 

고대 한국의 문화 유산을 현대적으로 

전달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출발은 5,000년 

이 넘는 세계 문화에 한국 문화가 살아 

숨쉬게 하고, 또한 세계 문화를 풍부케 

하는 것을 가능토록 했다.

모두 다 함께 2001년 서울로' ki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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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ICSID'97 토론토대회

• 이 해 묵 / 경기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ffl 지
난 8월24일부터 28일까지 캐나

다 토론토에서 저］20회 세계산

1. 한국참가단이 묵었던 쉐라톤 호텔에서 본 토론토시청

2. 컨벤션센터 대회장에서의 오전 기조연설 모습

업디자인대회 (The 20th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Soci

eties of Industrial Design)' 가 '인간 

의 마을(The Humane Village)' 이 란 

주제로 열렸다. 이번 대회에 한국은 지 

난 1989년 일본 나고야 대회와 1995 
년 대만 타이페이 대회에 이어 조직적 

으로 참가단을 구성하여 참가하였던 대 

회로써, 개최국인 캐나다와 미국에 이 

어 가장 많은 약 50명이 참가하였다.

ICSID 토론토 대회는 약 3,000여 

명이 참가하였던 1989년 나고야 대회 

와 약 L500여 명이 참가하였던 1995 

년 타이페이 대회에 비해 규모면에서 

작았다. 또한 동양권에서 이루어졌던 

두 대회가 국가적인 행사로서 정부의 

모든 지원과 성의가 뒷받침되었던 점 

에 비해, 정부의 지원없이 캐나다 디자 

인단체 차원의 행사로서 운영되었던것 

같았으며, 전반적인 프로그램과 운영 

면에서도 준비가 부족하였던 대회로 

생각된다. 토론토 대회의 조직은 캐나 

다의 전문단체인 캐나다산업디자이너

협회 (ACID) 와 진홍기관인 디자인 익 

스체인지 (Design Exchange) 7} 주관 

하고 캐나다 통신회사인 NORTEL을 

비롯한 28개의 캐나다 기업들이 스폰 

서로 참여하였다. 특히 토론토시의 시 

장인 바바라 흘(Barbara Hall)여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첫날 회의의 사회 

를 보는 등 많은 역 할을 하였다.

대회 장소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타 

워로 유명한 CN타워와 온타리오 호숫 

가 가까이에 있는 토론토 컨벤션센터 

의 전시장과 회의장, 극장에서 3일간의 

주요연설, 주제발표, 소그룹 토론 등의 

포럼이 개최되었다. 걸어서 약 10분 거 

리에 있는 토론토 디자인센터인 디자 

인 익스체인지에서 개막 전날 등록 및 

리셉션, 2일간의 총회가 행하여졌다. 

포럼 마지막 날에는 토론토 시청 홀에 

서 가벼운 폐막파티가 열렸으며 만찬 

및 여흥은 토론토 항구의 헌 창고 건물 

을 개조한 디스코텍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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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1. 소그룹 토의 모습

2. 주제별 발표패널토의가 있었던 회의장

3. 캐나다 및 세계의 학생작품전이 열리고 있는 캐나다 CBC 방송국 건물 

부대행사로는 ICSID 각국의 회원단 

체들, 협찬기업, 학교 등의 홍보부스가 

전시장에 설치되었고 참가하는 각국의 

대학에서 출품된 3점씩의 학생작품과 

캐나다 산업디자인 협회에서 주관한 

몇 가지 프로젝트들이 컨벤션센터 전 

시장과 바로 길 건너 캐나다 방송국 흘 

에서 대회기간 중 개최되었다.

한국에서는 2001년 대회의 서울 유 

치를 위해 한국을 홍보하는 부스를 설 

치 하여 , KIDP와 KAID의 홍보물과 기 

념품 등을 배포하였다. 또한 ICSID의 

기업 회원이기도 한 LG전자, 삼성전 

자, 현대자동차관이 매우 비중있게 차 

지하여 전체 전시장이 한국을 위한 전 

시장인 듯 분위기를 압도하였다.

학생전시회에는 세계 각국의 27개 

대학이 참여하였는데, 각 대학은 3점 

씩의 작품을 일률적으로 출품할 수 있 

었다. 한국에서는 경기대학교 산업디 

자인학과가 작품을 출품하였고 2명의 

학생들이 대회에 참석하였다. 일본에 

서는 나고야 예술대학이 출품하였고 

역시 3명의 학생들이 참석했다. 비교 

적 많은 학생들이 참석한 유럽 및 미주 

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시아권에서는 

유일하게 한국과 일본의 두 대학만이 

참가하였다.

주제 및 회이 내용

'인간의 마을(Humane Village)' °] 

란 주제로 진행된 ICSID 토론토 대회 

는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여 세계가 직 

면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문 

제들을 과학자, 환경전문가, 작가, 철학 

자 등 각 분야 저명인사들의 기조연설 

을 통하여 디자이너들이 새로운 관점에 

서 역 할을 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첫째날, 토론토 시장 바바라 홀(Ba

rbara Hall)여사는 오전의 전체회의를 

주관하며 참석자들에게 75개의 다양 

한 문화로 구성된 4백만 토론토 시민 

이 환영한다는 인사와 함께 이번 대회 

가 지구촌화 되어가는 세계 속에서 우 

리가 어떻게 지역사회를 보호할 수 있 

는지 시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고 말했다. 특히 47개국이 참가한 이 

번 대회가 다가오는 세기의 세계공동 

체에 대하여 어떠한 제안이 될 것인가 

에 대하여 연설을 하였다.

환경전문가이며 세계적인 작가인 폴 

호켄 (Paul Hawken)은 “현재 당면하 

고 있는 세계의 환경문제에 대해 우리 

가 사용하고 있는 자원 중 95% 이상 

이 사용한 지 6개월 이내에 버려지는 

현실 속에서 제품을 만드는 것과 함께 

버려지는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정치가이자 순수 아메리카 개 

척정신의 소유자로 알려진 오렌 리온 

(Oren Lyons), 환경문제 가이자 세계 

자원 연구소장인 마우리스 스트롱(Ma

urice Strong) 등의 연설이 계속되었 

다.

오후에는 7개의 세부 주제로 나뉘 

어져 각 주제별 회의실에서 약 2시간 

동안 발표자의 주제별 문제에 대한 발 

표와 이에 대한 3〜4명의 패널토의, 

청중들과의 질의웅답 토론 후, 약 80 

개의 테이블이 배치된 전시장에서 10 
인 내외의 소그룹 참석자들이 주제와 

관련된 사례발표자의 발표를 듣고 1 

시간 30분 동안 토론하였다. 각 소그 

룹에는 선정된 사례 발표자가 있어 미 

리 준비된 내용을 발표하고 진행을 주 

도하였다.

둘째날, 뉴질랜드의 의회의원이었으 

며, 현재 농부로서 염소 목장을 경영하 

고 있는 페미니스트 마릴린 워링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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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lyn Waring)은 세계의 여러 저개발 

국가에서 여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즉 여성들에게 대가없이 부여되는 가 

사노동의 중압감과 남녀 불평등의 사 

1
1. CBC 방송국 내의 전시물. 워크맨 카세트 디자인모델을 판넬 내의 주머니 속에 전시

2. 각 대학으로부터 3점씩의 작품을 받아 역삼각 뿔모양의 배너에 판넬 전시하고 

있는 모습

3. 멕시코 학생들의 작품 판넬

례 등에 대해 역설하며 세계가 아직 평 

등한 인간세계화되지 못하였음을 지적 

하였다.

알리아스 컴퓨터의 사용자 인터페이 

스 디자인 연구책임자이며 토론토 대 

학 컴퓨터 사이언스학과 교수인 빌 벅 

스톤(Bill Buxton)은 기술에 대한 인 

간의 관점, 인간•컴퓨터간의 상호작용 

관계, 컴퓨터를 이용한 원격 공동연구 

의 가능성 등에 대하여 기조 연설을 하 

였다.

셋째날, 철학자이며 행위치료 연구 

가인 마이클 레너 (Michael Lerner) 는 

그의 정신건강과 노동에 대한 문제 

에 대해 역설하였다.

여러 분야의 디자이너들과 함께 일 

한 경력이 있고 최근에는 교회건물 건 

축에도 관계한 세계적인 예술가 엔조 

쿠치 (Enzo Cucchi)는 인간사회를 위 

한 사랑의 극대화와 일상의 인간 관계 

를 중요한 요소로 연설하였다. 예를 들 

어 빌딩의 건축계 획 시 공공 공간(Pu

blic Space)의 디자인은 사회적 공간 

의 역할을 가진 중요한 목표로써 다루 

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오후의 주제별 문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은, 3일간 각각 다른 주제를 듣고 

토론에는 본인이 원하는 1가지 주제에 

만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제 1 주제 : 커뮤니케이션과사회(Commu

nication, Connections and Society)

“지구촌화 되어가는 사회에서 디자 

이너는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네 

트워크화된 사회는 사회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하여 이번 

총회에서 ICSID회장에 당선된 이태리 

산업디자이너협회(ADD의 회장인 아 

우구스토 모렐로(Augusto Morello) 

외 6인의 패널토의와 13개 소그룹으로 

나뉘어진 그룹토의가 있었다.

제2주제 : 자연보전과 에너지(Sustenance 

and Energy)

“우리는 제한된 자연자원을 어떻게 

인간의 필요성에 맞춰 균형있게 사용 

할 것인가?” “어떻게 기술을 리디자인 

하여야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전 

ICSID회장이며 일본 GK연구소의 설 

립자인 에꾸앙 겐지 (Ekuan Kenji) 외 

5인의 패널토의와 13개 소그룹으로 나 

뉘어진 그룹토의가 있었다.

제3주제 : 자연생태계와 인간의 주거와 안 

전(Shelter and Safety in the Human 

and Natural Ecology)

“우리는 어떻게 지역적인 필요성과 

세계적인 긴급성에 조화될 수 있는 새 

로운 사회구조와 모델을 창조할 수 있 

을 것인가?”에 대하여 슬로바키아 디 

자인센터 책임자이며 교수이고, 

ICSID 운영위원인 젠카 부리아노바 

(Zdenka Burianova) 외 5인의 패널 

토의와 7개 소그룹 토의가 있었다. 젠 

카는 집시족의 특이한 주거 패턴 사례 

를 발표함으로써, 자칫 엘리트 디자이 

너들이 빠지기 쉬운 자가당착적인 문 

화적 편견에서 벗어나 사용자 입장에 

서 디자인할 것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다.

제4주제 : 독자성과 자긍심(Identity and 

Este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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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론토 컨벤션센터 가까이에 있는 CN타워와 온타리오 호수

2. 토론토 디자인센터 Design Exchange에서의 환영 리셉션

3. Design Exchange건물 로비에 전시된 캐나다 산업디자인 제품들

“제품의 디자인을 통하여 어떻게 지 

역사회에 독자성과 소속감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하여 멕시코의 죠지 고 

메 즈 아브람스(Jorge Gomez Abra

ms) 외 5인의 패널 토의와 15개 소그 

룹으로 나뉘어진 그룹토의가 있었다.

이 분과에서는 “다른 나라의 디자이 

너들이 쉽게 모방하기 어려울 정도로 

세련된 조각적인 형태미를 지닌 이태 

리 디자인의 국가적 특성이란 그리스• 

로마의 예술적 유산에서 그 원형을 찾 

을 수 있는 자국만이 지닌 특별한 디 

자인 독자성이다'란 발표자의 논리에 

맞서, 그 문화적 유산이라는 것은 결 

국 노예들에 의해 생산된 결과이며 그 

배후에 숨겨져 있는 고전적, 미학적 

규범도부르조아미의식의 산물이라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극단적 

인 질문도 있는 등 각국의 디자이너들 

간의 솔직한 토론이 기탄없이 이루어 

졌다.

제5주제 : 지식과 비물질화(Knowledge 

and Dematerialization)

“어떻게 세상에 물질적인 습득이나 

창조가 아닌 다른 것으로 인간적 속성 

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ICSID 운영위원장이며 유럽디자인 센 

터 책임자인 얀 루카슨 (Jan Lucas- 

sen)교수 외 4인의 패널 토의와 5개 

그룹의 그룹토의가 있었다.

주제 발표자인 얀의 발표내용은 다 

음과 같다.

20세기 들어 인류는 우주선과 자동 

차, TV, 컴퓨터와 같은 경이로운 것들 

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에 따른 자원의 고갈, 인구의 도시집중 

화, 개인의 안전과 자유를 지킬 수 있 

는 사회적 규범의 파괴와 같은 대가를 

치르고 있다. 21세기로 진입하고 있는 

현재,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또한 우리가 후세에 남길 유산은 무엇 

인가?에 대한 진지한 의문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 답변의 하나는 지식의 

유스1이다. 지식과 정보를 나누고 협동 

하는 습관을 배양해야 한다. 인터넷은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세계를 변화시켰 

다. 물품, 서비스, 아이디어의 전 세계 

적 왕래에 대한 개념을 일으켰다. 이러 

한 변화는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계 

속 진행되고 있으며, 그 성격은 매우 

다양하고 경이로워 새로운 르네상스에 

들어섰다고 할 만하다. 현재 우리는 세 

계와 우리 자신에 대하여 생각해야 할 

때이다. 예를 들어 2020년 인류의 평 

균수명은 남성 83세, 여성 88세가 될 

것인데, 오늘날 의미의 노인이라는 정 

의는 다르게 될 것이다. 디자인에 대한 

정의도 재정립하여야 할 때이다. 디자 

인이란 '미적인 아름다움과 기능적 디 

자인을 창조적으로 수행하는 것 이 라 

고 정의되어 왔지만 이것은 매우 제한 

된 시각의 정의이다. 오늘날 디자인의 

정의는 '신중한 목적을 가진 계획 이 

라고 주장되고 있다. 이 외에도 얀 교 

수는 변화의 중개자로서 디자이너의 

역할, 새로운 가치와 시장 질서를 가져 

오는 지구촌화의 문제 , 교육이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경험의 공유라 

는 것 등에 대해 여러 가지 사례를 들 

어가며 역설하였다.

제6주제 : 작업과 여가(Work and Leisure)

“우리는 어떻게 작업과 여가를 시간 

과 공간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조직 

할 것인가?”에 대하여 ICSID 운영위 

원인 독일의 프리쯔 프렌클러 (Fritz 

Frenkler) 외 5인의 패널 토의와 14개 

소그룹토의가 있었다. 이 분과에서의 

토론은 작업과 여가의 구분에 대해,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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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대자동차 전시장. 지난 7월 한국자동차디자인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들이 

진열되어 있다.

자인 분야에 있어서는 분리되어서 안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작업 

과 여가의 이분법적 구분은 지양되어 

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이견이 없었음 

에도, 이에 대한 정의 그 자체에 대해 

서는 상당한 이견이 대두되었다.

그룹토의의 사례발표자였던 한성대 

학교의 고영란 교수는 '휴먼 빌리지를 

위한 디자인 : 모토로라 홈 오너쉽 프 

로그램 (Design for Humane Village 

:Motorola Home Ownership Prog」 

ram)' 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지난 

일년간 참여해 왔던 중국 모토로라 직 

원아파트 환경디자인의 사례를 발표하 

였다. 해결안을 위한 문제점들로써 , 서 

구의 다국적 기업문화와 동양의 전통 

문화와의 충돌현상, 고용자와 피고용 

자간의 불가피한 심리적 갈등관계, 집 

합주거형태의 대도시 건축물에서 흔히 

야기되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과 

의 접촉 감소문제 등을 열거하였다.

또한 산업사회 이후 일과 여가의 이 

원론적 분리에 따르는 현대인의 인간 

소외 현상 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인간 

적인 환경디자인 모델은, 결코 모토로 

라같은 하이 테크놀로지 지향의 다국 

적 기업의 세계화로 상징될 수 있는 종 

래의 공간적 통합개념 내에서가 아니 

라, 사회적•문화적•생태적인 다각적 

국면을 포함하는 역동적인 인간•환경 

인터액티브 디자인 패러다임 안에서 

실현될 수 있는 개념으로 인간적인 환 

경 디자인의 가능성 을 제 안하였다.

제7주제 : 교육과 ±H|(Education and Co

nsumption)

“오늘날의 지배적인 '소비문화'를 

배움과 계발의 문화 로 전환시킬 수 

없을까?”에 대하여 ICSID 운영위원인 

남아프리 카공화국의 아드리 엔 빌조엔 

(Adrienne Viljoen) 외 5인의 패널토 

의 와 15개 소그룹 토의 가 있었다.

이 그룹 토의에서는 30초 동안 태 

엽을 감으면 30분간 들을 수 있는 라 

디오가 소개되었다. 600마일을 가야 

배터리를 구입할 수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특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디자인된 이 제품은 태엽의 스프링 

으로 인한 무게 및 크기 , 가격 등의 문 

제가 있음에도 적십자를 통해 세계의 

재난지역에 배포되고 있으며, 세계 각 

국에서 성공적으로 팔리고 있다는 것 

이다. 이것은 디자인으로 세계적인 문 

제를 해결한 구체적인 사례의 좋은 예 

이다.

토론토 대회익 특징 및 소감

이번 ICSID 토론토 대회에서는 과 

거와는 달리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대 

회임에도 소그룹별 토의를 시도하였 

다. 7개의 주제를 각각 10〜15개의 소 

그룹으로 나누고 각 소그룹에는 사전 

에 준비된 사례 발표자가 있어 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러나 1시간 30분 내에 10여 명의 토의 

자가 골고루 발표하기에는 시간이 부 

족하였으며, 특히 자기 주장이 강한 서 

양사람들의 습성으로 동양사람이 발표 

할 기회를 갖는 것이 사전 준비없이는 

매우 힘들다고 느꼈다.

또한 7가지 주제별로 토론된 내용을 

유인물로 매일 배포하였던 나고야 대 

회와, 매일 오전 주제별 발표내용을 정 

리해서 보고해 주었던 타이페이 대회 

에 비해 이번에는 참가자가 진행된 토 

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 

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또한 발표장 

까지의 이동을 위한 사인시스템 등이 

충분치 않아 첫날은 특히 찾아다니기 

에 혼란스러웠다. 한마디로 참가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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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하고 있으며 3일간의 오후 소그룸 토의가 진행되었다.

2. 20()1 년 ICSID 대회 유치를 위한 한국홍보부스. 좌로부터 필자, 한국과학기술원 

권은숙 교수, 부수언 KAID회장, 이승근 공인산업디자인전문회사협회장

3. ICSID총회에서 2001 년 대회 유치를 위한 한국의 프리젠테이션. 한국은 태극기를 

모티브로한 어울림 이란 주제를 세계의 어린이들이 함께 공연하는 현대무용으로 

표현하여 참가대표들의 갈채를 받았다.

편의가고려되지 않았다.

더우기 주최측에서 매우 경제적인 

행사로 진행하여 참가자가 개인적으로 

많은 추가비용을 부담해야만 하였다. 

아침식사는 각자 해결한다 하더라도 

원래 프로그램상 제공되는 점심이 매 

일 샌드위치 종류로만 제공되었고, 저 

녁 리셉션의 경우에도 제대로된 식사 

대접을 받지 못하였다. 폐막 파티에서 

도 음료수는 각자 사 마셔야 했고, 기 

념품 하나 제공되지 않았다. 대회기간 

중 이태리 무역 위원회에서 개최한 이 

태리 디자인을 소개하는 세미나에서 

조차 초청장에 티켓을 구입하라고 안 

내되어 있어 어리둥절하게 하였다.

3일간의 대회가 끝나고 총회가 시작 

되기 하루전 선택 투어가 있어 시내, 

미술관, 나이 아가라 폭포 등 관광을 하 

거나 알리아스 컴퓨터사와 다국적 가 

구회사인 스틸케이스사 토론토지 사를 

방문하는 여행이 있었다. 필자는 기업 

방문 코스를 선택했는데 기업을 홍보 

하는 방문이었음에도 역시 교통편을 

제공하는 관광회사에 요금을 내는 유 

료방문이었다. 모든 투어는 관광여행 

사가 대행한 것이었다.

아마 기대속에 참가했던 많은 참가 

자들이 주최한 나라에서 손님을 대하 

는 성의와 따뜻함을 느끼기 보다는 행 

사가- 무성의하게 진행되는 듯한 느낌 

을 받았을 것이다.

이번 토론토 대회는 모처럼만에 한 

국의 산업디자인계가 함께 하였던 대 

회였고, 세계의 디자인계로부터 주목 

받았다. 결국 2001년 ICSID대회 유치 

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낸 한국으로서 

는 통쾌한 대회였다.

지난 1993년 영국 글래스고우 대회 

부터 한국유치를 시도한 이래 일반적 

으로 한국의 디자인계는 과연 우리가 

대회유치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 

여 의구심을 가져왔었다. 그러나 토론 

토 대회를 앞두고 새로 취임한 노장우 

원장 체제의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KIDP)은 물론 한국산업디자인너협 

회 (KAID), 한국텍스타일 디자인 협회 

(KTDA), ICSID 기업회원인 LG전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가 적극적인 협 

조와 활동을 하였다. 많은 경비를 들여 

독립 기업전시관을 설치하였고 디자인 

연구소의 대표들인 LG전자의 김철호 

상무, 현대자동차의 박종서 상무, 삼성 

전자의 정국현 이사가 참석하였으며, 

교대로 하루씩 각국의 대표들을 초대 

하는 리셉션을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다. 한국의 관계, 학계, 기 

업이 총동원된 셈이다.

이제부터는 4년 후의 2001년 ICSID 

서울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참가 

하는 세계의 디자인계 대표들에게 많 

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할 일이 더 

많이 남아 있을 것이다.

학계와 업계에서는 역 량있는 디자이 

너들을 폭넓게 발굴하여 보다 많은 국 

제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사적 • 

공적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보다 활성 

화하여야 하며 , 통상산업부와 KIDP에 

서는 지시하는 입장에서가 아닌, 협조 

하고 도와주는 입장에서 학계•업계와 

손잡고 전문인들이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신명나는 무대를 만들어 주어야 

할것이다.

또한 디자인계에서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많은 변신을 해야 할 것이다. 

정부 주도의 세계화 정책에 힘입어 큰 

대회를 유치하였지만, 이 행사를 주도 

적으로 치루어야 할 당사자는 우리 자 

신이며 스스로의 역할을 찾을 수 있도 

록 노력함으로써 차원높은 미래를 맞 

이할 수 있을 것이다.ki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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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ID '97토론토대회 한국산업디자인 특벌전시관



ICSID ‘97 토론토대회

한국산업 디자인 특별전시관 - 삼성전자

• 진재 한/삼성전자 디자인실 과장

성전자는 자사의 브랜드로 생 

산되는 모든 제품에서 일관된

뛰

1.삼성의 날행사장 모습

2. 신세대 휴대용 Note PC
'삼성다움'을 구현하기 위하여 삼성의 

신기 업 문화인 'Smart & Soft' 의 개념 

을 바탕으로 사용자로부터 출발하여 

내일을 담아내는 디자인 (Balance of 

Reason and Feeling)* 이라는 디자인 

이념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지침을 수 

립하였다.

특히 지난 '96년을 디자인 혁명의 

해 로 지정, 디자인의 국제화, 디자인 

의 경쟁력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해외의 유명한 디자인 공모전에 

출품한 제품이 대거 수상의 영예를 안 

아 품질과 아울러 디자인에서도 세계 

적인 경쟁력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미국 최고 권위의 

IDEA상, 독일의 iF 상, Red-Point 상 

(Design Innovation Essen상), 일본 

오사카 국제 디자인 공모전 등 해외 유 

수의 디자인 공모전에서 올해만 10개 

제품이 수상하는 성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간 캐나다 토론토의 메트로 컨벤션센 

터에서 2001년 제22차 ICSID 총회 

의 한국 유치를 위해 KIDP, 현대자동 

차, LG전자와 더불어 약 100평 규모 

의 한국산업디자인 특별전시관을 운 

영하였다.

전시관 운영

삼성 전시 관은 '97년도 국제 디자인 

공모전에 출품해서 수상한 제품 위주 

의 컨셉으로 전시되었으며, IDEA상 

(미국), iF상 (독일), Red • Point상(독 

일, Design Innovation Essen상), 오 

사카 국제 디자인 공모전(일본), 사내 

제 안디 자인전 , 삼성 디 자인연구원 (ids) 

및 디자인멤버쉽, 삼성 디자인 이념 및 

지침 소개 코너로 운영 되었다.

1. IDEAdndustrial Design Excellence

Awards) 상

• 신세대 휴대용 Note PC (Net Bo

ard) : 은상

• Funny Telephone (Weeble) : 동상

• 차세대 인터넷 TV(Junior) : 동상

• 석굴암 CD-ROM Title : 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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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즈니스 위크지 표지와 내지에 실린 삼성전자의 IDEA 수상기사

2. Funny Telephone
4. 차세대 인터넷 TV

• Total Multimedia Concept : 금상 

('96년

미국 산업디자인협회가 주관하고 비 

즈니스위크지가 후원하는 가장 권위 있 

는 디자인 공모전이다. 각국의 혁신적 

인 디자인 및 소비자를 배려한 제품에 

대해 시상하며 , 그 품질을 산업계에 적 

극 홍보하는 디자인상이다.

특히 지난 6월, '97년 IDEA상에서 

4개 프로젝트가 컨셉부문 및 멀티미디 

어부문에 입상하는 놀라운 성공을 이 

끌어 비즈니스위크지 표지에 'The 

World's Best Products* 라는 타이틀 

로 소개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아시아의 호랑이들에게는 미래의 경 

제적 성공과 디자인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더 이상 최저가의 OEM 생산자 

에서 벗어나서 자체 브랜드 생산자로 

계로 퍼져있는 삼성 디자이너들이다. 

한국의 디자■인 컨셉 혁신은 대기업의 

자체 브랜드 육성 노력을 반영하는 것 

이다. 이제 이러한 추상적인 아이디어 

를 상품화해야 할 때이다. ”

-비즈니스 위크一

2. iFdndustrie Forum Design Hannov- 

er) 상

• 복합전화기 (SP-RA968)

• 잉크젯 프린터 (MJC-650P)

• 진공청소기 (VC-9000)

독일 하노버 디자인협회가 주관하는 

대규모의 국제 공모전으로서 공업디자 

인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며, 수상제품 

은 정보통신으로 유명한 세빗쇼(Cebit 

Show)와 연계, 다수의 박람회에 전시 

된다.

변신하고 있다. 그것이 한국 회사가

컨셉 디자인부문에서 4개 이상의 

IDEA상을 수상한 이유이며 엄청난 

변화이다.

삼성이 컨셉부문에서 3개의 상을 수상 

했고(멀티미디어부문 1개 상), 이는 

곧 디자인 강화를 위한 노력을 반영한 

것이다.

수상자들은 서울, 영국, 미국 등 전세

3. Red Point(Design Innovation Ess- 

en) 상

• 전자렌지 (WB-M945)

•진공청소기 (VC-9000)

독일 디자인센터가 선정하는 레드• 

포인트상은 매년 개최되는 '디자인•이 

노베이션'공모전의 출품제품 중에서 

우수한 제품 디자인에 주어진다.

디자인의 혁신성, 기능성, 인간공학, 

생태계와의 융화 등을 기준으로 한다.

4. 제8회 오사카 국제 디자인 공모전

• 헤드 마운트 캠코더 (WIN CAM) :
대상(총리대신상)

일본 국제 디자인 교류협회에서 주 

최하는 국제 디자인 공모전으로 2년마 

다 한 번씩 열리며 , 올해로 8회째를 맞 

았다(주제 : 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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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도표 1. 삼성디자인연구원(ids) 및 디자인 멤버쉽

1.석굴암 CD-KOM 타이틀

2. Total Multimedia Concept
3. 복합전화기

Design Membership

금번은삼성디자인•동경에서 디자인 

한 司드 마운트 캠코더 (WIN CAM)' 
가 대상(총리대신상)을 수상했다.

5. 삼성디자인연구원(ids) 및 디자인멤버쉽 

(도표 1)

삼성 디 자인 연구원 (ids • Innovative 

Design Laboratory of Samsung) 은 

삼성그룹의 기업내 교육기관이다. '95 

년 9월에 개설, 사내 디자이너의 능력 

향상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미국 Art 

Center의 지원으로 국제감각과 창의 

력을 갖춘 핵심인력을 전략적으로 육 

성할 예정이다.

디자인멤버쉽은 디자인 전공 학생들 

을 대상으로 한 자유 연구기관이다. 

'93년 8월부터 활동을 개시, 국내 디 

자인대학(원) 재학생 중 '끼' 있는 우수 

인력을 중심으로 디자인멤버쉽을 구성 

하여 회사가 별도의 디자인 공간을 마 

련하고 우수한 자질 (Creative, Sense) 

의 디자이너를 육성 •발굴하기 위해 만 

들어 졌다.

6• 삼성 디자인 이념 및 지침 도표 2)

'삼성의 날' 운영

8월 25일 오후 2시 , 2001년 ICSID 

총회의 성공적인 한국 유치 지원 및 한 

국 디자인산업의 국제적 유대 및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해 금번 토론토 총회에 

참석한 미주권 및 아시아권의 유명 디 

자이너를 초청. 삼성의 디자인을 소개 

하기 위한 삼성의 날 을 개최하였다.

삼성전자 디자인실 정국현 이사의 

인사말 및 서신택 부장의 삼성디자인 

이념 및 지침 를 비롯해서 삼성 전 

시관의 운영 컨셉을 프리젠테이션하는 

동안 로버트 블레이크 (Robert Blai

ch), 에쿠앙 겐지 (Ekuan Kenji) 등 

초청된 50여 명의 디자이너들은 자연 

스럽게 서로의 공통 관심사를 주고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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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도표 2. 삼성 디자인 이념 및 지침 : 사용자로부터 출발하여 내일을 담아내는 디자인

Lifestyling
Perceive & Comprehend Lifestyle Trends 
새로운 생활양식을 창출하는

Coherent
Consistency &
Variety 
맛. 멋, 그리고 나가 

살아있는

Innovative
One Step Ahead 
사용자의 기대수준을 

뛰어 넘는

Harmonious
Harmonize with 
Environment 
사용환경. 자연환경이 

고려된

Interactive
Design for the 
Experience 
사용자와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Intuitive
Agreeable Use & Meaning 
설명을 듣지 않고도 바로 이해되는

七
1.잉크젯프린터

2. 헤드마운트 캠코더

았다. 특히 IDEA상을 수상한 Funny 

Telephone (Weeble), 석굴암 CD- 

ROM Title은 행사에 참석한 디자이너 

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였다.

2001년 ICSID 考회를 준비하며

지금 디자인계의 시선과 관심이 한 

국에 집중되어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하루빨리 한국이라는 좁 

은 울타리를 벗어나 우리의 활동무대 

를 세계를 지향하는 글로벌(Global)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세계 디자이너와 대화의 장을 만들 

고 네트워크 (Network) 를 통해 한방향 

으로 움직일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비 

로소 세계 디자인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해진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공동의 과제 

일 것이다.

2001년 ICSID 총회 유치는 내일을 

위한 선행투자이며, 한국 디자이너들 

이 해외로의 활로를 찾을 수 있는 실천 

적인 행사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그 

리고 디자인이 국가 경쟁력을 배가시 

킬 수 있는 요소로서 핵심기능과 역할 

을 수행한다는 것을 사회 전반적으로 

인식시키고, 범국민적 호응과 공감대 

를 얻어낼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나아 

가야 할 것이다. ki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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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ID '97 토론토대회

한국산업디자인 특별전시관-LG전자

• 이 철 배 / LG전자 디자인연구소 주임연구원

LG
전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와 공동으로 지난 8월 23일부

터 8월 27일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된 국제산업디자인단체협의회 (In

1 .LG전자 디자인연구소 전시관

2 . 메트로 토론토 컨벤션 센터 내의 ICSID 전시장

ternational Council of Societies of 

Industrial Design, 이하 ICSID) 총회 

와 병행한 디자인 전시회에 8월 24일

부터 26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참여 

하였다. 특히 이번 ICSID 총회 전시는 

한국이 2001년 ICSID 총회 유치를 위 

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시점에서 개최

된다는 전략적 중요성에서 우리 나라 

의 ICSID 회원사인 3개사가 적극적으 

로 전시회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전시관 셜치

LG전자 디자인연구소는 이번 전시 

를 위해 8월 11일 모든 전시준비를 마 

치고 전시관에 부착될 각종 그래픽 원 

고와 전시물 및 전시 관련 장비들을 

Air Cargo로 토론토 현지로 송부하고 

19일에는 전시관 설치를 위한 인력을 

파견하였다.

토론토 현지에서의 그래픽 검토와

전시물 확인을 거쳐 8월 22일부터 23 

일까지, 공동으로 전시에 참여한 2개 

사와 함께 전시관 설치를 완료하고 24 

일 아침 전시관을 개관하였다. 전시에 

참여하는 3개사가 전시관 구성을 위한 

구조물 대여와 설치를 토론토 현지의 

한 업체를 공동으로 이용함으로써 촉 

박한 전시 일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 

고, 전시관 전체에 한국 기업관이라는 

공동의 일관성 (Identity)을 부여하고 

자 노력 했다.

전시관 개요

2001년 ICSID 총회의 한국 유치를 

지원한다는 배경을 갖고 시작한 전시 

회이니 만큼 LG전자를 포함한 3사의 

전시관은 각사의 홍보관 성격보다는 

한국 대기업들의 디자인력과 디자인에 

대한 투자 규모와 관심도가 매우 높다 

는 것을 홍보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우선 전시 부스의 규모에 있어서도 

이번 ICSID 총회에서 2001년 총회의 

한국 유치를 위한 한국의 디자인 잠재 

력을 과시하기에 충분했다. 전시 및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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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장으로 이용되었던 '메트로 토론토 

컨벤션 센터 (Metro Toronto Conven

tion Center. 이하 MTCO' 2층에는 

약 90여 전시부스(1 Booth Unit= 

3MX3M))가 배열되어 있었으나실제 

로 전시가 이루어진 것은 70부스 정도 

였다. 이 전시장의 중앙 후면에 위치한 

한국 기업 3사가 차지한 면적은 전시 

관의 한쪽 벽면 약 5。미터를 꽉 채우 

는 규모의 30부스 정도였다. 한 기업 

의 전시장 크기는 10부스 단위로서 

6Mxi5M에, 높이도 4.5M에서 6M 

에 이르는 대규모 전시장으로 MTCC 

2층에 모인 참가자들의 시선을 한 몸 

에 받기 에 충분한 규모였다.

정면에서 보아 맨 왼쪽이 LG전자, 

중앙이 현대자동차, 우측이 삼성전자 

의 순으로 전시관이 배열되었으며 LG 

전자와 삼성전자 전시관 상단에는 대 

형 태극기를 부착하여 한국의 이미지 

를 부각시켰다.

LG전자 디자인 전시관

LG전자 디자인 전시관은 크게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구성되었다. 정면 

중앙의 기업정보 영역에는 중앙 타워 

전•후면으로 각각 LG전자의 회사소개 

및 국제디자인공모전 소개 정보를 배 

열하고, 그 옆으로 LG전자의 최신 기 

술과 디자인이 결집된 제품의 예를 전 

시하였다. 중앙 타워 뒤쪽의 정보검색 

영역에는 'Surf on the LG'라는 주제 

로 21인치 모니터와 LG전자의 PC 4 

대를 배치하여 LG그룹, LG전자, LG 
전자 디자인연구소의 웹 사이트 및 

—전자 디자인공모전 CD-ROM에 수 

록된 멀티미디어 정보를 방문자가 직 

접 검색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전시 관의 좌측 어드밴스드 디자인 (Ad

vanced Design) 영역에는 LG전자 디 

자인연구소의 최신 디자인 제품 약 20 
여 점을 전시하였다.

1• 기업정보 영역

기업정보 영역은 전시관 중앙 45M 
높이의 대형 타워를 중심으로 구성되 

었다. 타워의 전면에는 LG전자 및 LG 

전자 디자인연구소의 규모와 조직구조 

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면서 LG전자 

사장의 연설문 일부를 강조하여 제시 

함으로써 LG전자가 디자인을 매우 중 

시하는 기업풍토를 가지고 있음을 명 

시하였다.

1.LG전자 디자인 전시관 기업정보 영역 “디자인은 우리에게 있어 중추적 중요 

성을 갖는다. 우리는 디자인을 더 이상 

형태나 스타일의 문제가 아닌 제품 그 

자체로서 생각하게 되었다.

Design is of central importance to 

us ； we have come to think of it no 

matter of form or style—A product 

itself. ”

중앙 타워의 후면에는 LG전자 디자 

인연구소장의 ICSID 총회 참가자에게 

보내는 메시지와 LG전자 국제디자인 

공모전의 연혁 및 개요, 주요 수상작의 

연도별 사진과 지 난 1995년 공모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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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1. LG전자 디자인 전시관 어드밴스드 디자인 영역

2. LG전자 디자인 전시관 정보검색 영역

련 행사 사진을 디스플레이하여 관심 

을 모았다. 특히 많은 디자인 관련 교 

육기관 인사와 학생들의 디자인 공모 

전에 갖는 관심의 열기가 대단하였다.

타워의 우측에는 LG전자 홍보용 

Video와 LG전자 디자인연구소 홍보 

용 Video 및 LG전자의 해외광고 모음 

집을 방영하는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 

였으며, 아울러 첨단 기술과 디자인이 

융합된 예로써 포켓형 소형 컴퓨터류 

인 HPCCHand Held PC)와 PDA 

(Personal Digital Assistant)를 전시 

하였다. 이 중 이미 양산 중인 HPC와 

PDA는 총 5대의 샘플제품을 방문자 

가 직접 사용해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2. 정보검색 영역

이 영역에는 LG전자의 PC와 21인 

치 모니터 4세트를 배치하여 방문자가 

직접 LG와 LG디자인에 대한 각종 정 

보들을 열람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열람 가능한 정보는 LG그룹 웹 사이 

트, LG전자 웹 사이트 및 LG전자 디 

자인연구소 웹 사이트의 전체 수록 정 

보와 1995년 —전자 국제디자인공모 

전 CD-ROM의 수록 내용이었다. 초 

기화면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로 

즉시 액세스가 가능하고 언제든지 초 

기 화면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용하 

기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였다.

3. 어드밴스드(Advanced) 디자인 영역

이 영역에는 LG전자 디자인연구소 

가 개발한 최신 제품디자인 및 디자인 

연구 결과물을 전시하여 자사의 디자 

인 역량과 연구활동의 예를 제시하였 

다. LG전자 디자인연구소에서 진행한 

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적 인간 프 

로젝트 결과물과 LG전자 소속의 디자 

이너가 대상을 수상했던 '97 대한민국 

산업디자인 전람회 수상작을 비롯한 

R&D 개념의 디자인, 세계 최초 와이 

드 포맷 LCD TV로서 이번 전시물 중 

독보적인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었던 

15.4인치 와이드 LCD TV 5종 등이 

전시되었다. 그 외에도 컬러풀한 VCR 

및 DVD 플레이어, 캠코더 등 약 20여 

점이 전시되어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 

평을 받아 한국 제품의 디자인 수준을 

과시하였다.

초청 리섑션 및 프리젠테이션

전시관 개므｝ 당일인 8월 24일 오후

2시에는 ICSID 2001 총회 유치에 결 

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럽 

지역 ICSID 관련인사를 대상으로 한 

초청 리셉션이 LG전자 주최로 실시되 

었다. 이날 행사에는 LG전자 디자인 

연구소장인 김철호 상무를 비롯한 LG 

전자측 인사와, 노장우 원장을 비롯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측 인사 및 당시 

ICSID 회장인 Mr. Uwe Bahnsen, 

사무총장 Ms. Kaarina Pohto, ICSID 

전회장인 Ms. Mai Philip을 비롯한 

ICSID 관련 유력 인사 20여 명이 참

『산업디자인』 통권 155.1997.9/10



여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샴페인과 음료 및 한국 전통 한과를 

곁들인 이날 리셉션 중간에는 LG전자 

디자인연구소장의 환영인사와 LG전 

자 국제디자인공모전에 대한 간단한 

프리젠테이션이 실시되었다. 이날 U- 

we Bahnsen 당시 ICSID 회장을 비 

롯한 참석인사들은 한국의 디자인 붐 

(Boom) 속에서 한국 유수 기업들의 

디자인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LG전자 

국제 디자인공모전 개최와 관련한 LG 

전자의 노력과 그 성과에 대해 깊은 인 

상을 받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에 

서는 총 전시규모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 기업 전시관의 분위기 

와 기업과 정부가 힘을 합쳐 유치를 진 

행하는 한국의 유치활동을 보건대 이 

미 한국 쪽으로 유치가 기울고 있는 것 

아니냐는 성급한 예측도 거론되었다.

후 기

ICSID 총회 전시회에의 참가 요청 

과 결정이 다소 늦게 이루어져 한달여 

남짓한 시간에 전시관 구성을 하느라 

다소간의 시간적 부족이 있던 전시회 

로 준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도사실이었다.

현지 시간 8월 27일 오후, 전시관 

철수 작업을 하고 있던 MTCC의 전시 

장에는 드디어 한국이 2001년 ICSID 

총회를 유치했다는 General Assem- 

bly의 결과가 들려 왔다. 결과적으로 한 

국 기업의 디자인 수준 홍보와 한국의 

ICSID 유치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되었 

던 이번 전시의 목적이 달성된 것이었 

다. 이번 전시를 위해 힘든 노고를 아 

끼지 않았던 LG전자 디자인연구소의 

여 러 담당들과 한국산업 디자인진흥원 

국제부 담당들에게 이 지면을 빌어 감 

사를 드리고 싶다.

한편,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것만은 

아니었다. ICSID 총회를 주관했던 

Design Exchange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행사의 총 참여인원은 약 800명 

이었다고 한다. 이것은 우리가 전시관 

을 설치하기에 앞서 접했던 참여인원 

의 예상 숫자보다 적은 숫자였다. 토론 

토 거리의 풍경에서도 전 세계 디자이 

너들의 축제가 토론토 시내에서 벌어 

지고 있다는 느낌은 전혀 받을 수 없을 

만큼 축제 분위기 형성이나 일반적인 

홍보도 상당히 미약한 편이었다. 애써 

구성한 여러 기업의 전시관들도 일반 

인에게는 전혀 개방되지 않아 Con

gress 에 참석한 소수의 디자이너들에 

게만 관람기회가 주어졌던 것도 아쉬 

운 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토론토 ICSID 전시회 참여 후 

의 전반적인 느낌은 우리 나라에서 개 

최되는 2001년의 총회가 토론토보다 

더 훌륭한 구성과 보다 많은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더 큰 노력이 필요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ki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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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저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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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년 ICSID총회의 성공으로 가는 길 

- 참여자 중심의 디자인대회 구성

• 권 은 숙 / 한국과학기술원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97
년 8월 28일. 제20회 세계산업디자인단체협

의회(ICSID)의 총회에서 2001년 제22차

ICSID 대회의 서울 개최가 확정되는 순간까지, 한 

국산업 디자인진흥원 (KIDP)과 한국산업 디자이너 협 

회(KAID), 한국텍스타일협회(KTDA), 그리고 기 

업이 함께 노력하였던 목적은 매우 단순하고도 분명 

하였다. 그것은 바로 세계의 디자이너들이 함께 모 

여 디자인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디자인을 통하 

여 우의를 돈독히 하는 ICSID 대회를 바로 한국에 

서 개최하는것!'

한국은 지난 '93년 영국 글라스고우 대회에서 유 

치계획에 실패하였고, '95년 타이페이 대회에서부 

터 2001년 대회유치를 이미 홍보하여 왔었다. 그러 

나 '95년 타이페이와 '97년 호주 시드니의 대회 개 

최로 인하여, 아시아권이 연속적으로 총회를 유치하 

였다는 점이 한국에게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여, 

2001년 이후로 대회 유치를 권유하는 나라가 상당 

히 많았다. 이미 실패를 경험한데다, 많은 국가들이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2001년의 대회 유치는 

다소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디자인 산 

업 육성의 중요성이 정부와 기업에 크게 확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2001년의 대회 유치는 디자인 분 

야의 투자와 관심을 더욱 끌어들일 수 있을 뿐 아니 

라, 한국의 디자인 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최고 

의 기회이자 도약의 발판이라는 판단에는 의심의 여

2001년의 총회 유치는 디자인 분 

야의 투자와 관심을 더욱 끌어들 

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의 디 

자인 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자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다.

지가 없었다. 따라서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는 상징 

적인 해에, 세계 디자인계의 관심을 한국으로 이끌 

수 있는 놓칠 수 없는 기회라는 판단하에, '97년 새 

로이 모습을 갖춘 KIDP가 KAID, KTDA, 기업과 

함께 2001년 ICSID 대회의 유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온 것이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에, 대회 유치의 성공이 발 

표되는 순간은 마치 꿈과 같았다. 대회 유치의 성공 

을 축하하는 외국의 디자이너들은 한국의 노력이 너 

무 열정적이었고 감동적이었으며, 2001년이 크게 

기대된다고 우리를 격려하였다.

지금 하나의 목표로 매진하여왔던 꿈이 실현되었 

으며 , 그 기쁨의 순간도 차분히 가라앉고 있다. 따라 

서 이제는 꿈을 꿈같이 실현하기 위한 또 다른 노력 

이 필요한 때이다. 국내 •외의 관심이 매우 크기에 그 

에 따른 책임감 또한 무거워질 수 밖에 없다.

'95년 타이페이 대회악 '97년 토론토 대회익 비교

2001년 ICSID 서울 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ICSID 대회의 성격을 새롭게 규명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글에서는 최근 개최되었던 

'95년 타이페이 대회와 '97년 토론토 대회의 장•단 

점을 비교 분석하여 2001년의 대회를 성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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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수 있는 기본 요소들을 추출해 보고자 한다.

1. '95 타이페이 대회

일본에 이어 아시아권에서는 두 번째로 ICSID 대 

회를 개최한 대만은 '21 세기를 향하여 변화하는 세 

계를 위한 디자인(Design for a Changing World 

Toward Century 21)' 이라는 대회의 주제를 통하 

여, 변화되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과 환경 및 미래의 

삶 둥을 주요하게 다뤘다. 대만은 '95년 9월을 디 

자인의 달 로 선포하고, 국제 디자인계와의 교류를 

기본목표로하여 대만의 경제와 산업디자인계의 발 

전을 세계의 디자인과 언론에 홍보할 수 있는 중요 

한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대만의 대회 

에는 기본적인 ICSID 대회와 총회 이외에도, 젊은 

디자이너들을 위한 '국제 워크샵(International 

Young Designers Workshop)' , '타이페이 국제디 

자인전시회' 등을 9월에 걸쳐 연속적으로 개최함으 

로써, 가능한 많은 수의 디자이너들이 참여하고 정 

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행사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었다. 대만 행사의 주최자인 타이완무역개발 

위원회(CETRA)는 공식 등록인원이 약 1천명이며, 

외국인 참석자의 수가 500명 이상이라고 밝혔으며 , 

일본은 150여 명이 참석하여 최다 참석자국이 되었 

다(한국은 KAID를 중심으로 약 25명이 참여). 따라 

서 주최측에서는 행사의 공식언어였던 영어와 타이 

완어 외에 일본어를 동시에 통역하는 서비스를 제공 

하였다.

대다수를 차지한 서 양의 발표자들에 반하여 , 음양 

오행설을 바탕으로 한 건축이론으로 동양 디자인의 

정신을 하였던 타이완의 王鎭華씨는 많은 발표 

자 중에서도 가장 돋보인 존재였다. 대회의 개막식 

과 폐막식에 제공된 맛깔스런 음식과 다채로운 행사 

는 다소 촌스러운 점도 있었지만, 손님을 후하게 대 

접하는 풍성함과 따스함이 넘쳐서 참석자들의 마음 

을 기쁘게하기에 충분하였다.

그러나 타이페이 대희의 경우, 정부주도하에 진행 

된 일련의 행사들이 지나치게 관료적이었다는 인상 

을 지우기가 어렵다. 모든 식순에서 잠시 나타나 사 

진세례를 받고 떠나는 많은 정부의 관료들은 참석자 

들과는 분리된 공간의 사람들 같았으며, 이에 반하 

여 대만 디자이너들의 생각과 활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너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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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ICSID 

대회의 성격을 새롭게 규명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 

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엄청나게 큰 전시공간에 비하여 작은 공간을 갖고 

있는 소수의 대만 디자이너들과 텅빈 학교의 전시장 

들, 그리고 대회기간 중에 스쳐가며 인사를 나누게 

된 대만의 디자이너들 이외에 외국의 디자이너들이 

그들의 모습을 볼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타 

이페이 대회는 행사를 주최한 CETRA의 입장과 외 

국의 디자이너들에게는 서로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될 수 있 

으나, 정작 대만 디자이너들에게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한 대회였다고 판단된다. 대회의 개최 이후에, 대 

만 디자인에 대한 세계의 위상이 높아지지도 못하였 

을 뿐 아니라, 타이페이 대회에 대한 평가에서도 구 

성과 조직이 세련되지 못하고 90년대에 걸맞는 대 

회로서 발전시키지 못하였다는 평가가 일반적이었 

던 것이다.

2. '97 토론토 대회

타이페이 대회에 실망하거나 지리적 이유로 참석 

하지 못하였던 디자이너들은 '97년의 토론토 대회 

에 많은 기대를 하였다.

인간을 위한, 인간의 문제를 디자인으로 해결하자 

는 토론토 대회의 개념은 '인간의 마을(Humane 

Village)'을 주제로 선정하여, 4년 동안 이 주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왔기 때문이다. '94년과 '95 

년에 출판된 The Humane Village Journal' 은 경 

제, 사회 , 기술과 미래 등의 분야에 걸쳐 디자이너들 

이 통찰하여야 할 인간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함 

으로써, ICSID 대회 개최에 앞서 캐나다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대회 개최가 결정된 

순간부터 시작된 이 연구의 결과물들은 피상적으로 

진행되었던 과거의 ICSID대회와는 전혀 다른 형식 

의 대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키 

기에 충분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 8월말에 개최되었던 토론토 대회는 

많은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실망을 안겨다 

준 대회였다. 47개국에서 총 875명이 등록함으로써 

타이페이 대회의 수준을 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구성과 추진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 

내었다.

토론토 대회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대회추진조직 

이 국가 차원에서 바람직하게 형성되지 못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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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를 이끌 수 있는 추진력과 재정이 크게 부족한 

점에 있다. 본래 캐나다는 미국산업디자이너협회 

(IDSA)와 협력하여, 북아메리카지역의 디자이너들 

이 함께 개최하는 대회를 구상하였다. 그러나 단체 

간의 문제가 얽혀 미국이 지난 6월 워싱턴에서 

IDSA 총회를 따로 개최함으로써, 미국측의 참석자 

는 최다참석자국임에도 불구하고 약 80여 명 정도 

였다(한국은 약 40여 명이 참석) . IDSA의 집행부는 

토론토 대회를 추진하는 구성원들이 일관적이지 못 

하였으며, 계획이 계속 변경되었기 때문에 미국과의 

통합대회를 구성하는 일이 불가능하였다고 한다. 사 

실 대회에 앞서, 세계의 디자인계에 진행 프로그램 

을 홍보하고 참석을 독려하는 과정에서부터 토론토 

대회에 대한 불안감은 예측되었었다. 비싼 등록비에 

비해 부실한 내용의 프로그램은 세계의 디자이너들 

을 끌어들이기에 부족하였으며, 참석희망자에게 전 

달되는 여러 종류의 서식들도 세계 디자인대회에 걸 

맞지 않는 형식과 내용이어서, 대회 조직력의 엉성 

함을 드러내보였다. 예측한 대로 대회기간 중의 발 

표 및 토론내용은 너무 피상적이어서, 앞서 출판되 

었던 The Humane Village Journal' 의 개념들이 

발전되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캐나다인을 포함하여 토론토 대회의 모든 참석자 

들은, 이 대회가 국제대회로 인정받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행사였다고 평가하였다. 세계의 디자인대회 

가 가질 수 있는 문화적 다양^과 차이점을 체험할 

기회도 없었으며 , 주최국인 캐나다 디자인계나 문화 

를 접할 수 있는 자리조차 준비되지 못하였다. 또한 

세계의 디자이너들을 굶주리게 한 점심식사는 이 대 

회를 궁핍한 대회로 기억하게 만들었다. 대만의 형 

식적인 정부의 관료들과 달리, 개막식부터 3일간이 

나 디자이너들과 함께 디자인을 통한 교류에 동참하 

였던 토론토의 바바라 흘(Barbara Hall) 시장의 열 

성적인 참여에도 불구하고, 토론토 대회는 형식과 

내용면에서 모두 실패한 대회였다.

2001년 ICSID 서올대회의 성공으로 가는 길

ICSID 대회의 성공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매우 

다양할 수 있다. 얼마나 많은 국가에서 , 얼마나 많은 

디자이너들이 참석하였는가에 의한 정량적인 평가 

는 가장 쉬운 성공의 지표가 된다. 비록 학회는 아닐 

지라도 ICSID 총회에 많은 디자이너와 교육자를 참

세계의 디자이너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여 주는 좋 

은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한국 

에 오고싶은 욕망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또한 디자인계의 전체 흐름 

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다변적 문 

화의 특성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전반에 걸친 

지식의 폭과 깊이가 적절히 조화 

된 프로그램이어야 할 것이다.

석시키기 위해서는, 세계의 디자이너들이 필요로 하 

는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여 주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한국에 오고싶은 욕망을 불러일으켜 

야 한다. 바람직한 프로그램이란 과거의 대회에서 

답습적으로 다뤄졌던 주제에서 벗어나, 디자인계의 

전체 흐름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다변적 문화의 특 

성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전반 

에 걸친 지식의 폭과 깊이가 적절히 조화된 프로그 

램일 것이다.

또한 21세기를 시작하는 첫 해에 개최되는 

ICSID 대회는 과거의 대회들이 지녔던 문제점을 개 

선하는 것 이외에도, 정보화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차원의 대회로 발전시켜야 하는 부담감도 안고 있 

다. 브라질에 앞서 한국을 개최국으로 선택하였던 

세계의 디자인계가 원하는 바도, 바로 한국이 이같 

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로 판단되었기 때문 

이다. 따라서 2001년 ICSID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 

무리하기 위해서는, 대만과 캐나다의 경우를 통하여 

추출될 수 있는 ICSID 서울 대회 성공의 지표를 정 

리하여 볼 필요가" 있다. 2001년 ICSID 대회의 방향 

이 될 수도 있는 성공적 지표의 추출은, 대회의 참석 

자 입장에서 판단하면 가장 쉬울 것이다. 사용자 중 

심 디자인 (User Centered Design)' 의 개념을 도입 

하여 , ICSID 대회의 참석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성 

공의 지표를 한국과 세계인의 입장에서 정리하여 보 

면 다음과 같다.

1. 한국의 디자인계가 얻게 되는 이익과 성공의 지표

• 한국 내 일반인과 기업, 관공서에 디자인의 중요 

성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디자인 관련산업의 발 

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게 한다(디자인 인프라 

에 대한 안정적 발전 도모).

• 2001년 완성되는 '디자인센터' 를 포함하여, 유형 

과 무형의 형태로 한국산업디자인계가 얻게되는 

소유재산을 확보한다.

• 젊은 디자이너들에게 디자인계를 이끌어가는 세 

계적 디자이너들을 접하고, 세계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정보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디자인계에 한국 

디자인계의 위상을 확고히 한다.

2. 세계의 디자인계가 얻게 되는 이익과 성공의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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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계의 주요 이슈에 대한 지식체계를 확립하 

고, 디자인 정보교류 체계를 확고히 한다.

• 세계의 디자이너와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서로를 

알고, 다른 문화권의 아름다움을 이해할 수 있도 

록 편안한 만남의 장소가 된다.

• ICSID 대회의 형식과 구성에 대한 새로운 전형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ICSID 대회의 발전에 기여 

한다.

종합적인 선업디자인 옴림픽 개최를 위하여

ICSID 대회는 학회의 차원을 넘어서는 세계 산업 

디자인계의 올림픽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갖춰져 

야 할 대회(Congress)와 ICSID 회원단체간의 총회 

(General Assembly)를 개최하는 것 이외에도, 

2001년 ICSID 대회에서는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하 

여 세계의 디자이너 뿐 아니라 디자인 관련산업의 

종사자들을 함께 참여 시 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전 세계의 디자인 진홍기관 중에서 가장 큰 조직 

을 갖고 있는 KIDP와 매년 30,000명 이상의 디자 

인 전공자를 人］회에 배출하고 있는 한국의 디자인계 

가 2001년을 맞이하여 이와 같이 종합적인 산업디 

자인 올림픽을 개최하지 못할 이유는 결코 없다고 

본다.

그러나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민간단체의 유기 

적인 결합에 의하여 이뤄지는 ICSID 대회가 양적 

팽창에만 치중한 속빈 강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디자인관련단체와 개인의 지속적인 노력이 우선적

20이년 ICSID대회의 성공은 대 

한민국 산업디자인계가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가 아니라. 디자인 선 

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일 

뿐이다. 탄력있고 구르기에 용이 

한 발판을 만들고. 그 발판으로 

향하는 길을 닦는 것이 20이년까 

지 완성하여야 할 우리들의 일인 

것이다.

으로 필요할 것이다. 앞서 제시한 성공의 지표에서 

우세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대회 추진과정에서 국 

제적 감각이 있는 내용 과 '형식'을 고루 갖추어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이만한 국제행사를 치뤄낼 능력 

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와 국제적 관례의 습 

득은 ICSID 대회의 참석자와 행사 지원자들이 개인 

적으로 극복하여야 할 문제이다. 또한 국제감각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대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양 

한 국제행사를 통한 운영요령을 체계적으로 경험할 

필요도 있다. 1999년에 개최될 인터디자인(Inter 

Design)은 그 대표적 예가 될 것이다.

4년에 걸친 대회의 운영과정에서 디자인계의 분 

열과 갈등으로 인해 ICSID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 

리하지 못했던 토론토 대회를 거울삼아, ICSID 대 

회의 공동주최기관과 기업 및 학계간의 유기적 조화 

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기울일 

필Q卜 있다. ICSID 대회의 유치라는 하나의 목표 

를 위하여 한국의 산업디자인계가 똘똘 뭉쳐서 시너 

지 효과를 창출하였던 것처럼 , 2001년 ICSID 대회 

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한마음으로 우리의 디자인 

계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2001년 ICSID 대회의 성공은 대한민국 산업디자 

인계가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가 아니라, 디자인 선 

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일 뿐이다. 탄력있고 

구르기에 용이한 발판을 만들고, 그 발판으로 향하 

는 길을 닦는 것이 2001년까지 완성하여야 할 우리 

들의 일인 것이다.kidp

『산업디자인』통권 155.1997.9/10



2001년과 함께하는 디자인의 정보화

• 김덕경/두산정보통신 대리

대 사회를 흔히 정보화 사회, 혹은 고도 정보 

화 사회인 '21 세기로의 이행기 로 보는 것 

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럼 정보화 사회는 어떤 모 

습일까?

급속도로 발전하는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을 이용 

한 원격 화상회의, 원격 교육, 원격 진료 등은 시공 

의 제약을 극복하여 대도시로의 집중화 현상을 완화 

시킬 것이다.

또한 사회 생활의 또한 근무지를 직장에 국 

한시켜오던 종래와는 달리 SOHOCSmall Office- 

Home Of行ce）를 근간으로 가족 및 이웃 중심의 사 

회생활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정보화 사회는 개인 생 

활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대단히 긍정적이라 

하겠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정보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 

응하여야 하며,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기술 발전 및 도입 , 확산을 무엇보다도 우선 

하여야 한다.

그러나 맹목적으로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 는 식 

의 정보화는 오히려 변화와 혼란을 가중시켜 업무 

및 사업 수행의 혼선을 빚기 쉽다. 따라서 우선적으 

로 정보화 추진을 위한 목적을 명확히하여 이에 합 

당한 디자인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첫째, 삶의 질의 향상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에 적

이제 우리는 이러한 정보화 사회 

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기술 발전 및 도입, 확산 

을 무엇보다도 우선하여야 한다 

우선적으로 정보화 추진을 위한 

목적을 명확히하여 이에 합당한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보의 소 

유가 어느 한 곳에 집중되어서는 안되며, 정보의 분 

산과 공유를 통해서 적절한 견제와 협조가 동시에 

이 루어져야 한다.

둘째, 정보화가 사회생활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된 

다는 점이다. 개인 정보의 유출 및 불법적인 사용으 

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셋째, 불량정보의 유통이다. 비윤리적 정보, 허위 

정보 등으로 인해 정보화에 대한 반감이 생겨서는 

안된다.

최근 일고 있는 인터넷의 열풍은 정보화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정보화에 대한 관심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보화에 대한 국민 

들의 인식도는 1986년의 26.6%에서 1994년 

86.8%로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정보화를 인식하 

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중요성 또한 실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게익 디자인 정보화

1•독일

독일 자동차 회사인 BMW사의 경우 자사와 협 력 

업체를 직접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축과 새로운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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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거액을 투자하여 신차 모델 

디자인부터 생산, 시험단계를 묶는 시뮬레이션 시스 

템을 도입했다. 이와 관련하여 BMW의 연구개발부 

에서는 시뮬레이션 시스템의 도입으로 향후 3〜5년 

안에 신차 개발 기간을 50% 정도 줄일 수 있게 되 

었다고 한다.

2•일본

나고야에 디자인센터를 건립하면서 10 Base-T 

ATM LAN 및 광 파이버 배선을 이용하여 대규모 

정보유통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중소기업 진홍을 위한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서비 

스 제공, 전자 도서관 운영 , 회원제로 운영되는 디자 

인 네트워크 인터내셔널을 통해 관련 정보를 서비스 

하기 위한 관련 사업에 착수하여 산업디자인에 정보 

시스템을 접목함으로써 효율을 높여 나가고 있다.

기존 자원의 통합적인 관리를 통 

한 정보자원 관리체제를 확립하여 

외부 사용자들이 산업디자인과 관 

련된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획득 

할 수 있도록 정보서비스를 대상 

으로 전산화를 추진하여 사업효과 

를 극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있다. ■
 산업디자인정보 修 

유통체제구축 jh
진홍사업 확대를 위한 시스템 구축 산업디자인 정보제공 서비스 환경 구축

•기업지도. 개발 시스템구축 

•진흥, 전시홍보 시스템 구축

• 국제, 조사연구 시스템구축

• 교육연수 시스템구축

■. •국내외 초고속 통신망 접속

•외부 DB 연동

•외부 사용자

3. 네덜란드

산업디자인 정보 유통체제 구축

네덜란드 Eindhoven 산업 디자인 학교 (Akade- 

my Industrial Design Eindhoven)가 설립한 독립 

법인인 EDC는 범유럽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품 개 

발, 디자인 및 건축 분아;의 통합된 제품 개발을 촉진 

하기 위한 정보의 창출 및 유통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유럽연합(EU)의 자금 지원을 받아 유럽 전역 

을 하나로 묶는 다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코디네 

이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Eindhoven 중심 

에 있는 The White Lady 라 명명한 건물을 미래 

멀티미디어 디자인 도서관 으로 발전시킬 것을 목표 

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국내 선업디자인이 정보화 실태

우리 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산업디자인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인식 및 관심 부족으로 인하여 눈부 

시게 발전한 기술 분야에 비해 후진성을 면치 못하 

고 있다. 디자인 채택 역시 자체 개발은 전체의 

40.9%에 불과하고 나머지 51.9%는 사용계약 및 

바이어 정보에 의존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대외 의존 

도가 높은 형편이다.

국내 산업디자인계의 정보화 실태는 지난 3개월 

간 실시한 KIDP 정보화 장기계획 수립시 산업디자 

인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작업형태는 디자인 개발시 CAD 둥 단위 패키지 

만을 사용할 뿐 대부분 수작업으로 업무가 처리되고 

있었다. 자료 보관 형태는 대부분 문서상태로 보관, 

혹은 개인적으로 디스켓 상태로 보관되어 있어 자료 

검색이나 보관상의 문제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전 

산화 요구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체 대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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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가 시급하다고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관심도 

와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선업디자인 정보화 추진 5개년 게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산업디자인 육성과 진홍을 위 

해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관련 정보의 체계적 축적과 

유통을 목표로 KIDP에서는 두산정보통신과 함께 

산업디자인 정보화 추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 

진 중에 있다.

본 프로젝트에서 새롭게 구축되는 정보시스템은 

LAN, WAN으로서의 정보인프라 구축, 기존에 수 

행하고 있는 각종 진홍사업을 확대 실시할 수 있도 

록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기존 자원의 통합적인 관리를 통한 정보자원 관리체 

제를 확립하여 외부 사용자들이 산업디자인과 관련 

된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정보서 

비스를 대상으로 전산화를 추진하여 사업효과를 극 

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계별 정보확 사업내용

1. 1997년 : 산업디자인 인프라 구축

정보시스템 도입 및 인터넷 활용 등을 통해 향후 

대내외 디자인 관련 정보•자료를 효과적으로 수집 •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산업디자인 정보화추진 5개년 계 

획이 완료되는 2001년이 도래하 

면 국내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기관 및 기업. 협회 뿐만 아니라 

세계 각珀 산업디자인 관련 기 

관 및 협회, 학교와의 통신 및 협 

조 체제가 구축되어 시공을 초월 

하여 상호 정보 迎류 및 협동 작 

업이 가능해 질 것이다.

2. 1998년 : 산업디자인 정보 기반 확대

진흥사업 확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반적인 정보화를 도모하고, 향후 총체적 

인 산업디자인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조성 

한다.

3. 1999년 : 시스템 통합 및 정보서비스 시험 운영

차기년도（2000년）의 본격적인 정보서비스를 위 

한 기반 조성을 위해 부가적으로 필요한 시스템 및 

DB를 구축하고. 정보서비스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4. 2000년 산업디자인 정보 상용서비스 제공

명실상부한 국내외 산업디자인 정보센터를 구축 

하여 업체 및 외부 사용자를 대상으로 디자인 관련 

주요 정보（멀티미디어 정보 및 On Demand 정보） 

에 대한 상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5. 2001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제적인 협력체제 

를 정립하고, ICSID 총회 진행 현황을 국내외에 중 

계 한다.

정보확이 성공적인 수항

국제통신망 구상도（2001）

국제 초고속 퉁신망을 이용한 디자인 협력

산업디자인 정보화추진 5개년 계획이 완료되는 

2001년이 도래하면 국내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기 

관 및 기업 , 협회 뿐만 아니라 세계적 각국의 산업디 

자인 관련 기관 및 협회, 학교와의 통신 및 협조 체 

제가 구축되어 시공을 초월하여 상호 정보 교류 및 

협동 작업이 가능해 질 것이다. 한국 산업디자인의 

세계화와 선진화를 이룩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과 꾸준한 투자, 원활한 정보 공유를 위한 과감한 정 

보 공개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ki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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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문학시△템을 통한 

유기적인 문화밸트화 및 환경조명 제언

• 박우 성/경기전문대학 교수

년 스웨덴 스톡흘름에서 열린 제1회 ICSID 

총회 이후 '인간의 마을(The Humane Vil

lage)' 이라는 주제로 캐나다 토론토에서 20회 대회 

를 마친 세계산업디자인단체협의회 대회는 산업디 

자인의 공통과제를 인식함은 물론 이의 해결 방안과 

계몽을 선도하는 국제기구로서 그 역할을 담당함과 

동시에 그 나라의 디자인 선진화와 더불어 개최도시 

를 세계의 디자인 중심지로 알리는 계기가 되어 왔 

다. 이러한 역사성을 고려해 볼 때 2001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ICSID는 한국 디자인의 질적 •양적 확대를 

통해 디자인 선진국으로 도약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기대와 더불어 우리의 서울을 세계 속의 서울, 디자 

인 선진도시로 보여 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으로 전망된다.

성공적인 서울대회를 위하여 준비되어야할 여러 

분야가 있겠으나 본 논고에서는 국제도시 서울의 현 

모습 및 위상을 고찰하고, 제반 환경시설물 중 우리 

의 서울을 새롭게 연출하는데 필요한 부분으로서 새 

로운 문화 환경시스템 및 특히 도시 야경을 중점적 

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문화유선으로서의 서올

지난 600여 년간 이루어 온 유구한 서울의 역사 

성 위에 미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중첩한

지난 600여 년간 이루어 온 유구 

한 서울의 역사성 위에 미래에 대 

한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중첩한 

인간적이며. 문화적이고 세계에 

자랑할만한 서울의 모습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세계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인간적이고 문화적이며, 세계에 자랑할만한 서울의 

모습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세계인들에게 보여 

줄 수 있을 것 같다.

1. 역사도시서울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서울은 풍부 

한 역사환경을 자랑한다. 그 예로, 사대문 안의 고 

궁, 즉 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경희궁 등은 

위엄있고 기품있는 우리 민족의 미의식을 반영해주 

고, 전통적인 창살무늬나 처마의 곡선은 그 시대의 

건축양斗을 엿볼 수 있음은 물론 우리 고유의 아름 

다움을 느끼 게 해 준다. 또한 남대문, 동대문과 같은 

수도 서울의 관문을 통하여 복잡다난한 역사적 사건 

의 와중에서도 의연한 모습을 잃지 않고 오늘에 이 

르는 우리 민족의 저력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종로 한복판에 위치하여 우리 고유의 아름다 

움을 고수하게 해주는 한복전문 패션스토어와 우리 

민족의 풍류와 멋을 느낄 수 있는 인사동 역시 역사 

속의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곳이다.

2. 인간도시 서울

맑고 밝은 안전한 서울, 살아있는 서울로서 한강 

수상 스포츠, 햇살 비치는 도심 공원 및 골동품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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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들이 현대와 만나는 장소인 인사동 골동품 거 

리,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 헌 참고서 등을 찾아 

이리저리 기웃거리던 추억의 장소인 청계천 책방거 

리와, 청소년•대학생들의 문화 명소이며 연극 포스 

터로 뒤덮인 대학로 등을 들 수 있다.

3. 문화도시 서울

상징이 풍부한 서울로서 역사적 상징인 남대문, 

평화와 번영의 상징인 평화의 문, 묵은 해를 보내며 

새해의 번영을 기원하는 보신각 타종 등이 그 상징 

적 유물들이 되겠다. 이와 더불어 문화공간•놀이터 

가 많은 서울을 대표하는 장소들을 살펴 보면 공연 

예술 및 전시예술의 장소인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 

회관, 국립극장, 호암아트흘, 문예회관 및 서울시립 

박물관, 민속박물관, 미술회관 등이 있고 이외에 롯 

데월드, 서울랜드, 드림랜드, 한강고수부지 등은 훌 

륭한 시민 위락시설들의 예가 되겠다.

4. 세계도시 서울

21세기 지구촌 시대를 적극적으로 주도할 수 있 

는 도시인 서울은 영종도 국제공항 타운과 일반 무 

역전시회에서 전문 교육 컨퍼런스에 이르기까지 1 

년 365일, 100여 종이 넘는 교역을 이벤트로 개최 

하는 쉴 틈이 없는 곳인 한국무역센터와 도심공항터 

미널은 국제 교류의 중심이 되는 장소로서 손색이 

없으며 또한 서울 한복판에 세워진 세계의 축소판 

이라고 할 수 있는 이태원과 한남동 외인 주택가 등 

도 있다.

서올시를 위한 환경디자인 및 환경조명 제언

1 •문화벨트화

미로와 같이 산재해 있는 서울의 여러 문화유산 

및 시설물들을 체계적으로 통일화하여 내 •외국인들 

에게 손쉽게 원하는 장소를 찾고 방문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환경문화시 

스템을 현 사인시스템에 반영하는 하나의 유기체적 

문화벨트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그 실질적인 예를 

들면 기존의 지도 및 사인시스템에 역사문화유적지 

및 특정문화지, 상업문화지 등을 구별하여 도로 및 

환경문화시스템을 현 사인시스템 

에 반영하는 하나의 유기체적 문 

화벨트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그 

실질적인 예를 들면 기존의 지도 

및 사인시스템에 역사문화유적지 

및 특정문화지. 상업문화지 등을 

구별하여 도로 및 각종 홍보물에 

문화 지도시스템 계획을 적극 도 

입하는 방법이다. 이같은 문화벨 

트화는 크게 3부분으로 구분하여 

제안할 수 있을 것 같다.

각종 홍보물에 문화 지도시스템 계획을 적극 도입하 

는 방법이다. 이같은 문화벨트화는 크게 3부분으로 

구분하여 제안할 수 있을 것 같다.

먼저, 서울시의 역사 문화환경벨트화로 서울시 도 

심을 한 지역으로 하면서 한강을 기준하여 동, 서, 

남, 북의 방위성으로 지역을 구분하고, 각 지역에 보 

존되어 있는 상징적 문화 우산들을 시대적, 위치적, 

교통적인 면 등 제반환경적인 면들을 고려하여 서로 

의 연계성을 갖고 안내시스템을 구성하는 방법이다. 

일 예로 외국인 방문객이 서대문구의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 투숙하고 있다면 서대문의 독립공원, 독립문 

을 시작으로 하여 경복궁, 덕수궁, 중앙박물관, 비 

원, 창경궁, 종묘 등을 하나의 축으로 묶어 안내시스 

템을구축하는 방법이 있겠다.

둘째로, 특정문화환경 벨트화로서 인사동 골동품 

거리, 청계천 책방거리, 대학로, 경동 한약시장, 평 

화시장 등을 하나로 벨트화하여 우리의 옛 모습과 

근대모습, 그리고 현 우리의 서민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업문화환경 벨트화로, 지역을 도심 

지역과 강남지역으로 나누는 것이다. 쇼핑문화를 위 

주로 한 도심 지역의 경우 롯데백화점을 시작으로 

미도파백 화점 , 신세 계 백화점 , 남대문시 장, 쁘렝 땅백 

화점，이태원 등을 하나로 벨트화할 수 있고, 강남의 

경우 롯데월드, 삼성동 현대백화점, 로데오 거리, 갤 

러리아명품점 등이 상업문화환경 벨트화의 한 예가 

되겠다.

2. 환경조명을 통한 상징적 야경 연출화

서울의 중심을 관통하는 한강은 과거 한강변의 기 

적이라고 불리웠던 고도성장의 모습을 내•외국인에 

게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로써 서울의 얼굴을 대표하 

고 있다. 이같은 변모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1981년 

9월 28일에 시작되었던 한강 종합개발사업으로 서 

울이 국제도시로서의 참된 모습을 갖추도록 하자는 

취지로 시작되어 저수로의 정비, 고수부지 조성, 올 

림픽대로 건설 등 한강이 지닌 개발 가능성의 극대 

화를 기능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룰 수 있었던 하나 

의 사업이었다.

그러나 수질오염을 비롯한 한강 및 한강변 경관의 

획일성 및 몰개성의 부분은 국제적으로 도시문화환 

경의 개성화를 추구하는 각국의 주요 추세에 상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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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제점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다. 특히 한강변 야 

경의 경우는 강을 끼고 있는 선진 세계 여러 도시들 

과 비교할 경우 심미적인 측면에서 매우 뒤떨어져 

있으며, 더욱이 우리 고유의 문화적 특성은 전혀 고 

려되지 않은 채 어찌 보면 마치 죽어 있는듯 하면서 

산만한 느낌을 주고 있다. 이러한 현 상황하에서 특 

히 새로운 조명 개념을 통한 한강 야경의 연출은 서 

울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는 중요 계획이 될 것이라 

고 생각한다. 이에 과거의 무미건조한 한강의 모습 

이 아닌 볼거리가 있는, 안전한, 그리고 아름다운 한 

강을 만들기 위 한 조명 계획 을 제 안하고자 한다.

(1) 현한강야경의 문제점

불규칙한 강수량으로 인해 강물이 범람치 못하도 

록 수면이 일반 도로나 보도보다 매우 낮게 위치하 

게 되는 한강의 위치적 문제가 자연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건물 위에서 관망하지 않는 한 한강 밖에서는 

한강의 전경을 볼 수 없게 되어 있다. 또한 그 반대 

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강 내의 유람선 위에서 외 

부 환경의 전망을 여의도 지역외에는 쉽게 관망할 

수 없는 양면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두번째로 행주대교를 포함하여 현재 사용되어지 

고 있는 16개의 대교들 중 가로등 외에 경관 조명을 

설치한 몇 개의 대교들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행주대 

교의 경우 Up-Light 방식으로 지나치게 교각을 밝 

히려 하다보니 운전자에게 눈부심(Glare)현상을 일 

으켜 불편함을 주고 있다. 성수대교의 경우는 끊어 

진 다리를 재건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치형의 다 

리 부분만 밝게하여 아치형 다리와 아치형 다리를 

이어주는 직선 도로부분이 어둡게 보이게 되고 이같 

은 밝기의 불균형 현상은 마치 다리가 끊어져 보이 

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낳게하고 있다. 또한 대교 

의 주변 밝기에 비해 대교가 너무 밝아 처음보는 순 

간에는 다소 화려하게 보이나 두세 번 연이어 보게 

될 경우 다리의 정취를 전혀 느낄 수 없는 지루함과 

눈부심 현상을 느끼게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지적한 바와 같이 환경조명의 경우 새로운 야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디자인 영역이 잘못 

계획되었거나 지나치게 밝게 할 경우 또 다른 환경 

공해가 될 것임을 주의하여야 한다.

⑵ 한강 야경을 위한 환경 조명 제안

서울의 중심을 관통하는 한강은 

가거 한강변의 기적이라고 불리웠 

던 고도성장의 모습을 내•외국인

에게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로써

서울의 얼굴을 대표하고 있다. 새 

로운 조명 개념을 통한 한강 야경 

의 연출은 서울의 야경을 새롭게 

하는 중요 계획이 될 것이라는 생 

각과 더불어 과거의 무미건조한 

한강의 모습이 아닌 볼거리가 있

는, 안전한, 그리고 아름다운 한

강을 만들기 위한 조명계획을 제 

안하고자 한다.

가 대교의 인지도를 창출하는 빛

야간에 운전자가 올림픽대로나 강북강변로를 운 

전시에 대교의 색상을 보고 대교의 이름을 손쉽게 

기억함과 아울러 각각의 다리를 구별할 수 있도록 

사인 개념의 빛 연출을 하는 방법으로써 광원의 색 

온도(Color Temperature) 및 연색성 (Color Ren- 

dering) 을 고려하여 광색을 다르게 연출하여 대교마 

다의 차별성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이같은 연출기법 

은 대교마다의 형태적 특성 및 각각의 형태에 알맞 

는 색상을 결정하고, 그 위에 적절한 평균 조도를 설 

정하여 빛의 균일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는 일이 우 

선되어야 한다.

나. 대교의 상징성(표정)을 창출하는 빛

일본의 요코하마 대교나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같은 도시의 랜드마크(Landmark)로서 한강의 상 

징적 의미를 창출할 수 있으며 , 우리 고유의 정서적 • 

심미적 특성을 고려한 테마(Theme)가 설정된 연출 

방안이 필요하다. 일 예로 올림픽대교같은 현수교의 

경우 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워진 상징적 의미 

를 고려하여 올림픽 정신 및 운동경기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를 빛의 이미지로 재해석하여 빛과 운동감 

(Light and Motion) 이 느껴지는 활기차고 역동적 

인 빛을 연출하는 방법을 계획할 수 있겠다.

다. 환경친화적 야경을 창출하는 빛

환경조명의 기본 방향인 안전성(Safety), 보호성 

(Security), 심미성 (Aesthetics)을 고려하여 고수부 

지를 포함한 한강변의 제반 공간들과 한강을 조화있 

게 연출하는 방법이다. 이 연출방법에서 특히 고려 

해야할 사항은 시설물 사용자들을 우선으로 하는 안 

전성과 보호성이며 , 개개의 작은 공간보다는 전체적 

인 전경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필요하겠다. ki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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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ICSID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 정 경 원 / 한국과학기술원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ICSID 집행위원

세기가• 열리는 해에 ICSID 대회를 우리 나 

라에서 개최할 수 있게 된 것을 무엇보다 기

쁘게 생각한다. 또한 1999년 ICSID 인터디자인 

(Interdesign)대회도 우리 나라에서 열리게 되어 우 

리 디자인계는 이제 명실공히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 

고 있음을 실감하게 되 었다.

ICSID 대회는 'Congress'와 

'General Assembly(GA)' 로 구 

성되는데, Congress는 특정 주 

제를 내걸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 

들을 초빙하여 개최하는 국제적인 

산업디자인 학술대회의 성격을 갖 

는다.

약적인 성장을 하였음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 

한다. 특히 이번 토론토에서의 승리는 우리 정부와 

민간 부문이 합심 협력하여 일구어낸 개가이기에 더 

욱 값진 것이다. 실제로 이번 토론토 대회 기간 중에 

는 유사 이래 처음으로 40여 명의 한국 대표단이 참 

가하여 각기 맡은 바 소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 

다.

오렌 숙원의 성취

디자인 션진국 진입의 게기

필자는 특히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웨덴 

등과 겨루면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우리 

가 ICSID 대회를 유치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무한 

한 긍지와 보람을 느낀다. 1995년 가을에 ICSID의 

집행 위원으로서의 첫 임기를 시작한 이래로 첨예한 

유치 활동의 소용돌이에서 잠시도 벗어날 수 없었기 

에 이 번의 승리가 남다르게 느껴진다.

지난 2년간 필자는 ICSID 집행위원회에서 에드 

와르도 네토(브라질), 아드리안 빌조엔(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치열한 물밑 경쟁 

을 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ICSID의 집행위원이기 

이전에, 유치 신청을 한 국가의 대표로서 , 모두 자국 

의 자존심을 지켜야 하는 특수한 입장일 수 밖에 없 

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역사적인 디자인 행사를 우리 나라 

에서 개최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디자인 분야가 비

우리 나라에서는 혼히 '세계 디자인 올림픽'으로 

불려지고 있는 ICSID 대회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세 계 산업 디 자인 단체 협 의 회 (International Cou

ncil of Societies of Industrial Design ； ICSID)' 의 

정기 총회와 부대 행사를 가리킨다.

ICSID 대회는 *Congress 와 'General Assem- 

bly(GA)'로 구성되는데 , Congress는 특정 주제를 

내걸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개최하는 

국제적인 산업디자인 학술대회의 성격을 갖는다.

GA에서는 2년 간의 임기동안 ICSID 집행위원회 

가 수행한 제반 업무에 대한 결산, 차기 회장 및 집 

행 위원회 선출, 다음 ICSID 총회 개최지 선정 등과 

같은 통상적인 업무가 폭 넓게 다루어진다. 또한 개 

최국의 관심과 사정에 따라 국제 우수 디자인 제품 

전람회, 각국의 디자인 홍보관, 디자인 교육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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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회 등과 같은 부대 행사들이 열려 다채로움을 

더해주게 된다.

1959년 스웨덴의 스톡흘름에서 첫번째 대회가 개 

최된 이래로 지난 38년 동안 밀라노, 워싱턴, 파리, 

런던, 헬싱키, 교토, 타이페이 둥 19개 도시에서만 

ICSID 대회가 개최될 수 있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번 행사의 유치가 갖는 의미는 매우 각별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우리 나라가 디 

자인 선진국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번의 행사 유치를 계기로 앞으로 4년동안 범 국 

가적인 디자인 붐을 조성하고 치밀한 진흥 활동을 

전개한다면, 우리 나라가 디자인 선진국으로 진입하 

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라고 생각한다.

대회 개최에 따른 허(虛)와 실(實)

그와 같은 맥락에서 많은 나라들이 앞 다투어 IC

SID 대회를 자국으로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먼저 대내적으로 디자인 붐을 조성하여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대외적으로 국제 사 

회에서 자국 디자인의 위상을 제고시킴으로써 국가 

경쟁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일 것이다. 일본의 

예를 보면, 1973년 교토에서 제8회 ICSID 대회를 

개최한 것을 계기로 디자인 부문에서도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5년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두 번째로 대만 

은 제 19회 대회를 개최한 것을 계기로 국가 산업 전 

략을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OEM)에서 벗어나 독 

자적인 디자인 개발 방식으로 전환시키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ICSID 대회의 개최가 곧 바로 디자인 선 

진국으로의 진입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간 

과해서는 안된다. 일찌기 ICSID 대회를 개최하고도 

아직까지 디자인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지 못한 나라 

들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ICSID 대회를 개최하고 

나서 디자인계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나라도 

있다. 1993년 스코틀랜드의 글라스고우에서 제18 

회 대회를 개최했던 영국의 주최측은 아직까지도 행 

사의 적자로 인해 짊어진 부채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토론토 대회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

1CSID 대회 준비위원회(가칭 : 

이하 준비위라 칭함)'를 조속히 

구성하여 모든 행사 준비를 주도 

면밀하게 추진해 갈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준비위는 먼저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 (Master Plan)을 수 

립하여 행사의 목적, 성격, 주제 

등에 대한 면밀한 연구와 검토를 

통해 2001 서울 총회가 명실공히 

거세기의 산업디자인이 나아갈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었다. 행사의 유치 못지 않게 명칭에 걸맞는 훌륭한 

내용을 담아서 참가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 

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실감했다. 물론 토론토 대회 

준비위원회에서도 글라스고우에서 행사 유치를 성 

공시킨 이후, 4년동안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해왔기에 

나름대로 대과없이 행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그러나 많은 참가자들이 1995년의 타이페이 총회와 

비교하며 이번 행사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 

으면서 국제적인 행사를 잘 치루어 낸다는 것이 얼 

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실감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2001년 ICSID총회의 유치 성공을 계기 

로 우리가 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바로 그것이 

이제부터 우리가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고 심사 숙 

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국가 전락 사업으로 추진

무엇보다 먼저 2001년의 ICSID 대회를 2000년 

의 ASEM이나 2002년의 월드컵대회와 같은 반열 

의 국가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미 1996년 7월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마련 

한 디자인 산업 세계화 전략보고서에 2001년을 

「디자인의 해」로 선포하고, ICSID 대회를 유치하여 

세계적인 디자인 이벤트를 개최함으로써 2005년까 

지 우리 나라를 세계적인 디자인 선진국으로 탈바꿈 

하자'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과 같은 맥락이다. 디 

자인 산업이야 말로 21세기의 국가 기간 산업으로 

서 경쟁력 증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문 

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1CSID 대회 준비위원회(가칭 : 이하 준 

비위라 칭함)' 를 조속히 구성하여 모든 행사 준비를 

주도 면밀하게 추진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준비 

위는 먼저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 (Master Plan) 을 

수립하여 행사의 목적, 성격, 주제 둥에 대한 면밀한 

연구와 검토를 통해 2001 서울 총회가 명실공히 21 

세기의 산업디자인이 나아갈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러 가 

지 방향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각각의 장단점에 대 

한 분석을 통해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준비위는 앞으로 남은 4년간의 기간동안 우 

리가 해야 할 과업들을 선정하고, 우선 순위에 따라 

모든 과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로드 맵 

(Road Map)을 마련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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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준비위는 2년 후 시드니 대회에서 서울 대회 

의 기본 계획과 준비 상황을 보고하고, 인준을 받아 

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또한 그 이후로는 

수시로 집행위원회에 진척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2001년에는 집행위원회에서 직접 대회 준비 현장을 

답사하게 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다.

행사의 범위 및 기간과 관련지어서도 계획이 필요 

하다. 단지 며칠동안 의례적인 방법으로 진행되는 

디자인 학술 대회처럼 단순한 일과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흥미롭고 유익한 프로 

그램을 개발함으로써 대회를 전후하여 수 개월 이상 

의 기간 동안 다양한 디자인 행사가 지속적으로 전 

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989년 제17회 대회를 

유치한 나고야시는 갖가지 테마의 디자인 전시장과 

이벤트로 이루어진 디자인 EXPO를 개최하여 전세 

계적인 화제를 불러 일으켰음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한다. 이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계기로 

일본은 디자인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다졌으며 , 나 

고야시는 세계적인 디자인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인프라의 구축

모든 행사의 성패는 그 행사를 추 

진해갈 사람들의 수준에 의해 좌 

우되기 마련이므로, 국제적인 마 

인드를 갖고 행사의 추진과 진행 

에 적극 협력할 디자이너들을 폭 

넓게 확보해야 한다.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프 

라(Infra-Structure)가 조성되어야 한다. 먼저 

199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 센터 의 건립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져 2000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디자인 센터를 중심으로 다채 

로운 행사가 전개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완비하 

여 대회를 차질없이 치룰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하기 때문이다.

모든 행사의 성패는 그 행사를 추진해갈 사람들의 

수준에 의해 좌우되기 마련이므로, 국제적인 마인드 

를 갖고 행사의 추진과 진행에 적극 협력할 디자이 

너들을 폭넓게 확보해야 한다.

특히 모든 행사•가 ICSID 공식 언어인 영어로 진 

행됨을 감안하여 영어로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 

는 디자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디자인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일지 라도 

행사의 진행이나 동반자 프로그램 등과 같은 활동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미리 확보하여 디자인을 이 

해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1999년 7월에 개 

최될 ICSID 인터디자인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 

으로써 국제적인 디자인 행사를 개최하는 데 따르는 

노하우를 이해하고 경험을 쌓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정성이 담긴 대회

끝으로 '동방예의지국 의 친절과 정성이 담긴 대 

회를 만들어 가자는 점을 강조해두고 싶다. 내용면 

에서 수준높고 알찬 행사를 마련하는 것 못지 않게, 

감성적으로도 만족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지 프로그램에 나와있는 행사를 대과없이 치루 

어 내는데만 급급하지 말고 여유 와 즐거움 이 넘 

치는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단 한 끼의 식 

사에서도, 단 한 번의 여흥에서도 우리의 정성이 느 

껴질 수 있도록 하여 세계의 산업디자이너들을 우리 

의 영원한 친구로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 수 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우리가 유치해온 두 가지 디자인 

대회를 모두 훌륭하게 치루어내기 위해서는 많은 장 

애 요인들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어쩌면 우리는 스 

스로 시험대에 올라선 것인지도 모른다. 향후 4년 

간 세계디자인계는 우리가 토론토에서 한 약속이 얼 

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가를 주목할 것이기 때문이 

다. 승리의 기쁨을 마음 속 깊이 간직하고, 알차고 

따뜻한 정성이 듬뿍 담긴 2001년 ICSID 서울 대회 

를 일구어 가기 위해 우리의 예지와 역량을 모아 가 

야 할 시점이다.

Viva Design Korea!' ki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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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ICSID총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비쥬얼 아이덴티티 제언

• 정석 원 / 엑스포디자인연구소 소장

2001
ICSID총회가 드디어 한국에서 개최된다. 

산업디자인 올림픽' 이라 일컫는 이 행人｝

가 우리 나라에서 개최된다는 것은 시각디자이너 입 

장에서도 정말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행사는 우리 디자인계 전체에 있어 큰 전환 

의 계기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행사 개최시기가 마 

침 21세기를 여는 첫해라는 것도 그렇거니와 2002 

년 월드컵을 바로 눈앞에 둔 시점이라는 것도 시기 

적으로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어쩌면 이 

행사를 계기로 우리 나라는 디자인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초고속 성장이라는 짜릿한 경험을 맛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는 그동안 세계적인 대회를 여러 번 개최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88년 서울올림픽과 '93년 대 

전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루었고, 그 이외에도 크고 

작은 많은 국제행사들이 세계화의 붐을 업고 수없이 

개최된 바 있다.

이제 우리는 국제적인 행사에 관한 한 더 이상 아 

마추어일 수가 없다. 지금까지 축적된 소중한 노하 

우가 어디 한둘 뿐이겠는가? 더욱이 디자인적인 측 

면에서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 

고 감히 자부할 수 있다.

비주얼 아이덴티티 작업에 투입되 

는 추진 조직은 디자인 실행조직, 

디자인 행정조직, 디자인 자문 및 

심사조직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비주얼 아이덴티티 작업이 성공적 

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디자인 

실행조직 혼자의 힘만으로는 불가 

능하다. 여기에는 실행조직과 행 

정조직, 그리고 자문 및 심사조직 

3자간의 원활한 코디네이션이 전 

제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무엇부터 할 것인가?

어떤 행사든지 개최가 확정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행사에 대한 비주얼 아이 덴티티 를 만 

들어 내는 일일 게다. 상징 이미지의 개발은 곧 그 

행사의 얼굴을 만드는 작업 이기 때문에 행사의 성패 

를 가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우리는 이미 서울 

올림픽 때와 대전엑스포에서도 이러한 일련의 작업 

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 

러한 기본적인 작업이 먼저 이루어진 후에야 비로소 

각종 시각물이나 홍보물 둥의 작업이 체계적으로 진 

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주얼 아이덴티티 작업에 대한 성패는 추 

진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된 

匸｝. 일은 사람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므로 곧 어떤 사 

람이 조직에 참여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비주얼 아이덴티티 작업에 투 

입되는 추진 조직은 디자인 실행조직, 디자인 행정 

조직, 디자인 자문 및 심사조직으로 구성된다. 그러 

나 비주얼 아이덴티티 작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디자인 실행조직 혼자의 힘만으로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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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다. 여기에는 실행조직과 행정조직, 그리고 자 

문 및 심사조직 3자간의 원활한 코디네이션이 전제 

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아울러 행사를 총괄하는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이에 대한 강력한 지원도 뒷받 

침되어야 한다.

이번 2001년 ICSID총회에서는 이러한 추진 조직 

구성의 방법론에 있어서도 이후에 개최될 모든 국가 

적인 대규모 행사의 귀감이 되도록 잘 다듬어져야 

할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비주얼 아이덴티티 개발을 위한 추진 조직이 구성 

되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일을 풀어갈 것인가를 생각 

해 보아야 한다.

이번 2001년 ICSID총회는 세계적인 행사임과 동 

시에 디자인계에 의한, 디자인계를 위한 잔치라는 

점에서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 따라서 행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항목은 행사의 내용 에 있을터이지만 

행사의 형식'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 

다. 디자인 행사이니 만큼 형식에 해당하는 비주얼 

아이덴티티 개발부문에도 모든 디자이너의 관심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국내의 모든 디자이너가 행사에 대 

한 주체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주 

체의식을 갖지 않고서는 행사의 열기가 뜨거워질 수 

없고 혼（魂）을 심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행사를 위한 비주얼 아이덴티티 작업을 전개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공개 경쟁과 

지명 경쟁의 방법 중에서 효과적인 방법을 하나 택 

할 수 있다. 다만 우리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이유로 

소수의 사람에 의 한 신속한 일처 리만을 고집하는 우 

（愚）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비록 시간과 경비가

20이년 C이D총회를 디자인 혁 

명을 위한 호기로 삼아야 한다. 

세계 만방의 디자이너들에게 우리 

의 것을 자신있게 보임으로써 우 

리의 저력을 한껏 과시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의 기업인들에게는 우 

리 나라 디자이너들이 세계 디자 

이너들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 

다는 신뢰감을 확실하게 심어주어 

야한다.

많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가급적 많은 디자이너의 참 

여를 유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공개 경쟁을 통하 

여 이 행사의 중요 디자인 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행사의 의미를 더욱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도하다.

무엇올 보여줄 것인가?

우리는 그동안 많은 세계적인 행사를 자신있게 치 

루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것 에 대해 너무도 

위축되어 온 게 사시이다.

백남준, 정명훈 등 우리 나라 예술가들이 세계 곳 

곳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데 반해 디자이너 중에는 

이렇다할 사람 하나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곧 '우 

리의 것 에 대한 자신감의 결여로 보아야만 한다.

아직도 우리 나라 기업인들은 디자인 프로젝트를 

외국의 디자인 회사에 많은 금액을 지불하며 용역을 

맡기는 것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두 

고 기업인들의 사고가 문화적 사대주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고만 나무랄 수도 없다. 그들이 갖고 

있는 우리 디자이너들에 대한 불신의 폭이 상당히 크 

다는 점에서도 우리는 부끄러워 할 줄 알아야 한다.

이제 주사위는 우리 앞에 던져져 있다. 우리는 '산 

업디자인 올림픽 이라고 불리우는 이번 2001년 

ICSID총회를 디자인 혁명 을 위한 호기로 삼아야 

한다. 세계 만방의 디자이너들에게 우리의 것을 자신 

있게 보임으로써 우리의 저력을 한껏 과시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의 기업인들에게는 우리 나라 디자이 

너들이 세계 디자이너들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다 

는 신뢰감을 확실하게 심어주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 2001년 ICSIE唔회의 비주얼 아이덴 

티티 개발 작업에 대한 기본 컨셉도 바로 여기에 초 

점을 맞추어야 할 일이다. ki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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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어울림을 위한 포△트이벤트 전락

• 조 중 완 / 제4세대 경영연구소 대표

m 량생산, 대량판매를전제로 한대중소비사회 

■il 의 시장（마켓）개념은 다품종 소량생산기술 

의 출현과 소비자 니즈（Needs）의 변화에 따라 변모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생활의식의 변화는 갖가지 미디어를 통한 

정보의 범람을 유발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매 

스미디어는 재화 나 '사건 등 존재에 대한 정보는 

줄기차게 대량으로 전파하면서도 정보 수용자와의 

관계성이라고 하는 커뮤니케이션 본래의 모습과는 

괴리되어가는경향이 있、다.

이벤트는 그 곳에서 전개되는 '재화 나 '사건 과 

접함으로써 그것을 매개로 하여 자신과 주위 사람들 

과의 새로운 관계를 발견하고 자신에게 어떤 '의미' 

가 있는지를 발견하는 장이며, 그러한 새로운 발견 

이 감동의 원천이 된다.

새로운 이벤트는 결코 미지의 재화 나 사건 만 

을 보여줌으로써 감동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 

라 기존에 존재하는 것이라도 평소 무관심하게 보아 

넘기던 것을 새롭게 다시 보고 거기서 새로운 자신 

과의 관계를 발견하여 전혀 다른 감동을 맛보는, 새 

로운 발견, 자신과의 의미 의 발견을 창조하는 새 

로운 미디어이다.

매스커뮤니케이션은 본래 발신자가 수신자를 향 

해 일방적으로 보내는 '수동적 , '원심적 , '확산적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이지만 이벤트는 일정한 곳에

2001년 ICSID총회의 주제를 어 

울림'으로 정한 것은 높이 평가할 

일이다. 앞서말한 이벤트의 본질 

적 의의를 되새겨 볼 때 실로 단 

순명쾌하고도 정곡을 꿰뚫은 주제 

라 아니할 수 없다. 토론토 총회 

에서 압도적 찬성을 획득한 데는 

주제가 갖는 호소력에 힘 입은 바 

적지 않을 것 같다.

수신자가 모여 교류하는 '능동적 , '구심적 , '수속 

（收束）적' 인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이다.

갈수록 복잡화, 거대화되는 현대사회에서 잊혀지 

고 상실해 가는 만남 과 어울림 을 소중하게 지키 

면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장과 기회를 조성하는 

것이 이벤트이고 과거의 매스미디어에 결여된 적극 

적, 능동적,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새로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미디어이다.

지난 8월 28일 ICSID 캐나다 토론토 대회에서 회 

원의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서울이 2001년 총회 

개최지로 결정된 사실은 적어도 디자인과 관계가 있 

는 사람이면 익히 알고 있는 일이다. 더욱이 21세기 

최초의 개최국이 된 사실은 우리에게 커다란 의미가 

있다.

이에 서울 대회의 의의를 한껏 살리고 성공적 개최 

를 염원하는 뜻에서 몇마디 의견을 말하고자 한다.

우선 서울 대회의 주제를 '어울림 으로 정한 것은 

높이 평가할 일이다. 앞서말한 이벤트의 본질적 의 

의를 되새겨 볼 때 실로 단순명쾌하고도 정곡을 꿰 

뚫은 주제라 아니할 수 없다. 토론토 총회에서 압도 

적 찬성을 획득한 데는 주제가 갖는 호소력에 힘 입 

은 바 적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어울림 에는 갖가지의 함축된 의미가 있 

겠지만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라, 만남과 어울림을 통 

해서 어떤 의미를 찾고자 함인지 무엇을 얻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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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인지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앞으로 조직위 

원회나 사무국이 조직되어 구체적 행사계획이 검토 

되리라 생각되는데 제일 먼저 할 일은 주제를 수직 

전개하여 (Breakdown) 총회와 총회를 구성하는 개 

별행사 및 부대행사의 컨셉을 명확히 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행사의 다양한 목적을 전략적 관점에서 

구조적으로 파악하여 일반이 알기쉽게 일체화한 명 

확한 컨셉을 부제로 정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생활가치관이나 소비패턴의 변화가 소위 

'산업의 문화화'를 촉진하고는 있지만 문화활동의 

산업화, 즉 '문화의 산업화 도 동시 진행되고 있음 

은 세계적 추세이다.

또한 시스템론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디자인이 추 

구하는 궁극적 가치가 꿈의 실현 , '생활의 질 향 

상 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디자인만이 갖는 독점적 

가치도 아니며 디자인만이 가치추구의 유일수단일 

수도 없다. 그것은 산업은 물론 생활, 문화, 종교, 교 

육, 심지어 정치, 행정 , 군사 등 사회라고 하는 하나 

의 통합된 시스템을 구성하는 제요소가 추구하는 공 

통의 가치이고 공동선인 것이다. 따라서 산업디자인 

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단지 산업적 측면에서만 접근 

해서는 안된다. 사회시스템의 다른 요소, 특히 생활• 

문화와의 상호작용을 무시한 산업디자인은 살아 숨 

쉴 수 없는 것이다.

한편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선진국에서는 경쟁적 

으로 21세기 문화전략 수립에 몰두하고 있다고 한 

다• 영국의 밀레니엄위원회',미국의 예술•인문학 

대통령 위원회 , 프랑스의 '국가 문화정책 연구위원 

회 의 활동이나 일본의 '문화입국을 위한 긴급제안 

등이 그것이다.

물론 우리 나라도 문화체육부 내에 '문화비전 2천 

년 위원회 가 설치되어 , 보고서와 2천년 기념사업계 

획 등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이들 국 

가 문화전략, 또는 계획과 ICSID총회의 유기적, 합 

목적적 관계설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는 의문이다.

2001년 ICSID총회가 단순히 산업정책적, 또는 

통상산업 부산하단체의 행사로만 기획되고 진행되어 

서는 안된다. 통산부를 주축으로 문화체육부, 교육 

부,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국방부, 내무부 등 디 

자인의 생산과 소비측면에서 기여도가 큰 부처를 총 

망라한 범정부적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다.

올림픽의 이상이 '인류의 화합 을 내걸고, 참가에 

의의가 있다고는 하지만 개인이나 국가가 자존심을

2001년 ICSID총회의「어울림」이 

진정한 어울림이 되려면 디자인 

선진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당당히 

'우리의 디자인 을 들고 어울릴 

때 그 의미가 있다. 그러기 위해 

서는 우리의 문화성을 되살려 현 

대의 디자인으로 재현한 한국적 

아름다움과 멋이 넘치는 '한국의 

디자인'창조가 시급하다.

걸고 기록과 메달에 도전하는 것이 현실이다. 마찬 

가지로 2001년 ICSID총회의 어울림 이 진정한 어 

울림이 되려면 디자인 선진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당 

당히 '우리의 디자인 을 들고 어울릴 때 그 의미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문화성을 되살려 현 

대의 디자인으로 재현한 한국적 아름다움과 멋이 넘 

치는 '한국의 디자인 창조가 시급하다. 그것은 단 

순히 한국적인 것을 강조하는데 그쳐서는 안 될 것 

이다. 세계의 문화와 조화를 이루고 수용될 수 있는 

세계인이 만족해 하는, 그리고 세계인의 경제, 문화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한국적 디자인이어야 한다. 

그것은 동시에 선진국과의 사이에 점점 높아지고 있 

는 경제마찰의 근저 에 깔려 있는 문화적 마찰을 사전 

에 회피하는데도 적지 않이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그것은 우리 국민 생활 속에 녹 

아들어야 하고 우리의 디자인문화를 생활 속에 뿌리 

내리게 할 필요가 있다. 산업디자인의 진흥이 산업 

경쟁력 강화와 동시에 국민의 디자인문화 복지증진 

에 초점이 맞추어져야겠다.

따라서 2001년 ICSID총회를 목표년도로 하여 

，한국의 디자인 창조를 위한 국가전략과 디자인의 

생활 문화화전략의 수립,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종합 

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할 때 

ICSID총회는 2001년에 개최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시작되었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고 2001년 총회는 

그간의 활동과 성과를 총결산하는 장으로 생각함이 

마땅하다.

흔히 올림픽과 엑스포를 선진국에 진입하는 패스 

포트라고 한다. 그리고 이 두가지는 이벤트의 백미 

이다. 우리는 서울올림픽과 대전엑스포를 통해 이루 

말할 수 없는 대단한 성과를 올린 것이 사'실이다. 그 

러나 올림픽은 그 흥분이 너무나 쉽게 냉각되었고 

엑스포는 실제 파급효과에 비해 과소평가되거나 후 

유증이 비판받기도 한다. 이를 귀감삼아 2001년의 

총회가 디자인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총회의 열기나 

흥분이 지속적으로 확대•재생산되도록 처음부터 

'포스트이벤트 에 대한 전략적 계획도 필요할 것이 

다.

마지막으로 총회의 철저한 매니지먼트로, 최근 일 

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국제이벤트에서 드러나 

고 있는 졸속과 무계획성으로 인한 시행착오는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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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한국, 국제적인 디자인의 거점 조성

- 디자인센터 빌딩

• 편집실

업계의 급증하는 디자인 수요에 부응하고 디 

자인 공급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디자인센

터를 건립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산업경쟁력을 제고 

시키고, 산업디자인의 무한경쟁시대에 대응하며, 디 

자인마인드의 저변확대를 위한 거점시설로서의 역 

할을 담당할 21세기 디자인 인프라의 중심기능을 

수행하도록 디자인센터'를 건립할계획이다.

이 디자인센터는 디자인 개발의 기반시설로써 디 

자인인프라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 단순한 하드웨 

어적 건물이 아닌, 미래의 디자인인프라 수요에 부 

응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산업의 디자인 수준을 단기간 내에 획기적으 

로 향상시키고, 현재 선진국의 60〜70% 수준에 머 

무르고 있는 것을 2000년대 초반까지는 선진국의 

80〜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일찍부터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어 

지자체에서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을 맡아서 수행하 

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힘으로 안되는 경우에는 

중앙에 지원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디자인 관련 활동 

이 이루어져 왔다. 현재 일본에서는 디자인산업이 

성행하고 있다. 디자이너는 물론 일반인들도 디자인 

에 관한 대단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있으며 전시 

문화도 잘 발달되어 볼거리를 제공하는 전시장이나 

이벤트흘도 곳곳에서 성행 중이다. 현재 20개의 주

산업계의 급증하는 디자인 수요에 

부응하고 디자인 공급기반을 확충 

하기 위하여 디자인센터를 건립함 

으로써 우리 나라의 산업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산업디자인의 무한경 

쟁시대에 대응하며, 디자인마인드 

의 저변확대를 위한 거점시설로서 

의 역할을 담당할 21세기 디자인 

인프라의 중심기능을 수행하도록 

디자인센터 를 건립할 계획이다.

요 도시에 디자인센터를 건립하여 운영 중이며, 각 

민간기업체에서도 디자인실이나 디자인 부서가 없는 

회사가 없을 정도이다. 또한 뉴욕시의 경우도 디자 

인인프라 시설만 10만여 평에 달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의 경우 디자인인프라 시설은 

KIDP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처럼 열악한 우리 나라 

의 디자인인프라 시설을 확충하고 디자인 한국 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제고하도록 하여 국제적인 디 

자인의 거점으로조성할 계획이다.

디자인센터는 디자인의 진흥, 연구, 정보화, 교육, 

전시 및 회의기능 등을 수행하는 비상업적 공공시설 

위주로 운영할 계획으로 KIDP, 디자인벤처보육센 

터, 우수디자인 홍보관, 연수원, 정보센터, 연구시 

설, 도서관, 전시장, 디자인박물관, 수장고, 출판시 

설, 회의실, 이벤트흘 및 관련단체 사무실 등을 입주 

시킬 예정이다.

건립 추진게획

• 건립기간 : '97〜2000（4년）

• 건립위치 : 경기도 분당

• 건립규모 : 부지 3,200평 , 건평 9,000평

• 예 산: 8백억 원

•추진일정

一'97년 : 부지매입 및 기본조사皆계, 디자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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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립단 구성, 현재 부지 선정 및 매입, 12월 중 

기본설계 완료

一'98년 : 실시설계 및 기초공사

一'99년 : 골조공사 및 마감공사 일부

-2000년 : 부대시설 및 인텔리전트 공사, 입주

디자인신텨 수용시셜

디자인개발의 기반이 되는 교육, 연구, 정보화 관 

련시설 및 전문회사 창업보육시설과 전시관, 자료 

관, 이벤트흘, 디자인박물관, 상설홍보관, 청소년 창 

작공간 및 국제회의장 등 비상업적 공공시설 위주로 

설치 예정이다.

1•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기업의 디자인개발 지원, 디자인관련 각종 전시 • 

홍보사업,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육성, 국제교류•협 

력 둥 종합적인 진홍업무 수행

2. 각종 디자인 진흥시설

(1) 디자인전시관

산업디자인전람회, 우수산업디자인(GD)상품 선 

정제, 국제디자인박람회 등 각종 전시회를 개최하여 

전문가들이 국내외 디자인계의 흐름을 파악토록 하 

고 일반인들의 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고취

(2) 디자인박물관

국대의 역대 우수다자인제품 및弓자인 역사 관련 

문헌 등을 보관하고 디자인개발 과정상의 각종 물품 

및 자료를 전시함으로써 전문가들에게 필요한 정보 

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촉진

(3) 이벤트홀(Event Hall, Multipurpose Hall)

디자인관련행人卜 각종 심포지움 및 패션 제품(의 

류 등) 발표회 등 행사의 성격에 따라 다용도로 활용 

함으로써 일반 대중과 교류할 수 있는 핵심적 기능 

을수행

(4) 창업보육시설

역 량있는 신진디자이너의 디자인전문회사 창업활

디자인센터는 디자인의 진홍. 연 

구, 정보화, 迎육, 전시 및 회의기 

능 등을 수행하는 비상업적 공공 

시설 위주로 운영할 계획으로 

K1DP. 디자인벤처보육센터. 우수 

디자인 홍보관, 연수원. 정보센 

터, 연구시설, 도서관. 전시장. 디 

자인박물관, 수장고, 출판시설, 

회의실, 이벤트흘 및 관련단체 사 

무실 등을 입주시킬 예정이다.

성화를 위해 창업관련 각종 자문 및 시설을 제공하 

고, 열악한 디자인전문회사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구의 역할 수행

⑸ 청소년문화공간(Youth Culture Center)

청소년들을 위한 디자인관련 창작 및 문화공간으 

로 디자인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갖출 수 있도 

록 하는 바람직한 디자인 조기교육의 장을 제공

3. 디자인 연수시설

기업의 현장디자이너에 대한 재교육, CAD/CAM 
둥 전문교육, 경영자 및 일반인들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

4. 디자인 기초연구시설

디자인수준의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감성 •색채 • 

조형 • 인간공학 등 디자인 기초분야 실험실을 설치하 

여 취약한 기반기술을 연구하고 개인이나 중소기업 

이 구매할 수 없는 특수 연구장비 및 시설을 공동으 

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1) Life-Style Simulation 실험실

실험 주거공간 2개 설치

(2) Human Factor 표준실험실

Human-Machine Interface 등을 실험

(3) Proto-Type 시험제작실

신기술, 목업 제작 등

(4) 조형 비교실험실

기본 조형에 대한 비교 및 반응■실험 등

(5) 표면처리 분석 실험실

제품의 표면처리에 대한 분석 등

5. 디자인정보화 시설

정보화시 대에 부응하기 위 한 정보인프라시설로서 

디자인관련 D/B를 제작하여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주문형 전자메일서비스 및 국내외 통신망을 통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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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정보를 제공할 정보유통체제 구축•운영으로 디 

자인센터의 두뇌역할 수행

6. 회의시설

（1） 국제회의장

*2001 ICSID 총회 등 디자인관련 각종 국제회 

의를 개최하여 디자인 지식체계의 형성과 국제적 교 

류•협력의 메카로써 핵심적 역할을수행

⑵ 중•소회의실

학계 및 업계의 세미나, 학술모임 , 소규모 국제회 

의 등을 개최하고 언론기관에 시설 •공간을 제공하여 

보도의 편의를 제공

디자인센터 빌딩은 디자인개발의 

기반이 되는 교육, 연구, 정보화 

관련시설 및 전문회사 창업보육시 

설과 전시관, 자료관. 이벤트흘. 

디자인박물관, 상설홍보관. 청소 

년 창작공간 및 국제회의장 등 비 

상업적 공공시설 위주로 설치 예 

정이다.

7. 디자인관련단체 및 업체 사무실

（1）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등 디자인관련 8개 단체를 

수용

분야별 정보의 교류 및 진홍정책과의 유기적 협조 

체제 형성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 한국산업 디자 

이너협회 , 한국시각정 보디자인협회 , 한국패키지 디 

자인협회 , 한국텍스타일디자인협회 , 한국디스플레 

이 디 자인협 회 . 공인산업 디 자인전문회 사협 회 , 한국 

디자인학회）

（2） 디자인관련업체 사무실

디자인전문회사, 연구소 등을 수용하여 유기적인 

산업디자인 개발체제를 구축하고 빠르게 발전하는 

디자인개발기법의 정보교류 등을 통한 시너지효과 

기대

8. 디자인개발지원용품 판매장

（1） 디자인마트

디자인개발에 필요한 각종 물품 및 소프트웨어 둥 

을 염가로 판매하고, 우수디자인상품의 판매로 좋은 

디자인을 선별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문화형성에 기 

여하며 디자인 개발지원한 물품을 상시 판매함으로 

써 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물품의 판매수익을 도모

9. 기타시설

（1） 휴게실 및 전문가 교류공간, 로비 및 상설홍보관, 직 

원식당 및 대중식당가 조성

각종 국제회의 개최, 디자이너간의 교류 등에 따 

른 연회장시설 및 회의 참석자, 관람객을 위한 휴식 

공간 등 Sky Lounge로써 각종 행사의 부대시설로 

활용하고 1충 로비에는 Registration, Information 

Desk, Foyer 등과 우수디자인상품을 상설전시하 

여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kidp

I 입주기관（시설）별 소요면적

구 부 면 적（평） 비 고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1,000 사무실, 출판시설 등

디자인 진흥시설 2,500 디자인 전시관（1,000평）, 디자인 박물관（500평）, 

이벤트홀（500평）, 상설홍보관（500평）

디자인교육시설 400 연수시설

디자인 기초연구시설 300 신기술연구시험실

디자인 정보화 시설 500 정보센터（200평）, 정보자료관（300평）

회의시설 500 중소회의실

디자인 관련단체, 업체 1,700 관련단체 사무실（400평）, 디자인전문회사, 민간연구소 등（1,300평）

디자인 개발지원용품 판매장 500 디자인 마트

기타 1,600 휴게실, 전문가 교류공간（500평）, 청소년창작공간（300평）, 

직원 및 대중식당가（500평）, 창업보육시설（300평）

합 계 9,000 지상 8층, 지하 咼지하 2층~4층 :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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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신업디자인 지원 시△템

- MIDAS 프로젝트

• 편집실

서
울에서 2001년 개최되는 ICSID 총회를 성 

공적으로 치루기 위하여 KIDP는 많은 프로 

젝트를 기획 진행하고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프로 

젝트가 1997년 KIDP와 DIC (Doosan Information 

& Communication Corporation) 가 합작으로 시작 

한 MIDAS (Multimedia Industrial Design Aid 

System) 프로젝트이다

MIDAS 프로젝트의 목적은 산업디자인 전문가를 

위한 디지털 기술 기반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적용 

할 수 있는 기술정보의 형태로서 디자인 정보 서비 

스를 개발, 공급하는 것이다.

2001년에는 세계의 모든 디자이너들이 이미 구축 

된 정보 기술 환경에서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그 

들은 네트워크 상에서 공동 작품들의 다양한 형태들 

을 통해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MIDAS 프로젝트는 산업디자인 정보 센터, 산업 

디자인 통신 플라자, 선진 디지털 기술 센터, 산업디 

자인 가상 시장 및 디자인 가상 아카데미 등으로 구 

성될 예정이며 산업디자인 분야에 있는 모두가 

MIDAS의 사용자가 될 것이다.

MIDAS의 목표

1. 네트워크 상의 한국 산업디자인 교류를 위한 가상 센터

MIDAS 프로젝트의 목적은 산업 

디자인 전문가를 위한 디지털 기 

술 기반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적 

용할 수 있는 기술정보의 형태로 

서 디자인 정보 서비스를 개발, 

공급하는 것이다.

• 디지털 환경에서의 멀티미디어 통신

• 디지털 기술 기반 구축

• 네트워크 상에서의 정보, 교육, 장비 및 EC 서비스

2. 아시아 산업디자인의 정보와 네트워크 통신의 중심

• 인접 국가와의 고속망 접속

• 정보 서비스의 공유와 협조

3. 외국인을 위한 한국 산업디자인의 창구 역활

• 한국 산업디자인 시장의 접근

• 한국 산업디자인 정보의 산실

• 한국 산업디자인 협조 교류를 위한 창구

개발 전략

1• 관련 부분의 통합

• 디자이너, 상품개발자, 관련 기술을 해결할 수 있 

는 다른 전문가나 조직

2. 한국 환경에서 실행 가능하고 증명된 기술과 조정

• 모든 프로젝트 부분에서 실행 가능하고 증명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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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의 적용

• 이미 자기 자신의 서비스 시스템을 갖고 있거나 

혹은 개발 중인 조직 간의 협조

3. 협조

• MIDAS를 개발하고 사용하기 위한 다른 국가나 

국제적인 기구와의 협조

4. 서비스의 상업화

• 전문가들이 MIDAS의 가치를 인정하는 서비스

• 정보 센터, 디지털 기술센터, 가상시장

선업디자인 정보센터

1 • 디자이너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세계

• 종합 학문 분야로서의 디자인과 생산개발 데이터

시IDAS 프로젝트는 산업디자인 

정보 센터, 산업디자인 통신 플라 

자, 선진 디지털 기술 센터, 산업 

디자인 가상 시장 및 디자인 가상 

아카데미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산업디자인 분야에 있는 모두가 

MIDAS의사용자가 될것이다.

베이스

一인간공학, 재료학, 건축공학 등

•목록

一인명부

一세계의 디자인 회사

-세계의 디자인 연구소

一이벤트, 전시회 , 관련 회의 , 워크샵 등

2. 디자인 갤러리

• 세계의 디자인상 수상 작품들

• 카테고리별, 산업별, 지역별 디자인 작품 분류

3. 디자이너를 위한 마케팅 정보 센터

• 디자인 센서스

—디자이너, 디자인 회사, 디자인 연구소

• 마케팅 연구

—산업별, 영역별, 나라별, 통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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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규정

一지적 소유권, 환경 관련법 등

4. 디자이너의 탐색과 연결

• 분야별 전문 산업디자이너와의 디렉토리 서비스

• 디자이너의 탐색 및 여러 방법으로의 연결

• 분석 및 논문 서비스

5. WebZine 디자인

• Web 상의 멀티미디어 출판물 서비스

一한국 내의 산업디자인 뉴스

一산업디자인지

-KIDP 뉴스

6. 네트워크 상의 한국 디자인 박물관

• 한국 디자인의 역사

• 한국의 역대 디자인 작품 모음

선업디자인 롱신 플라자

1 • 디자인 플라자

• 관련 그룹에 의 한 Web Forum
• 네트워크 상의 화상 회의

• 디자인에 관련된 뉴스 서비스

• 우편 목록 서비스

2 . 방송 센터

• Web과 E-mail을 이용한 주문자 멀티미디어 방송

션진화된 디지털 기술 챈텨

1 • 디지털 기술 센터

이미 개발된 디지털 기술 장비와 CAD/CAM, 가 

상현실, 3차원 입체영상을 위한 S/W, 시뮬레이션과 

보조 장비 , 고속 인쇄장비

• 직접 접속 서비스 : KIDP와 한국 주요 도시의 위

20이년에는 세계의 모든 디자이 

너들이 이미 구축된 정보 기술 환 

경에서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그들은 네트워크 상에서 공동 작 

품들의 다양한 형태들을 통해 전 

혀 새로운 방법으로 작품을 만들 

수 있을것이다.

성서비스센터가 ATM망에 의해 연결

• 원격 접속 서비스 : 네트워크를 통한 원격 접속

2 . 가상 디자인 워크

• 네트워크 개발환경에서 디자인 및 생산을 위한 협 

력 워크

・ IDCP와 ADTC의 장비 및 S/W를 이용하고 

KIDP의 네트워크를 이용

선업디자인 가성 시장

1. 가상 디자인 엑스포

• 네트워크 상의 가상 디자인 전시회 센터

-연간 순회 전시와 특별 이벤트

一전세계 산업디자이너를 위한 상업 전시회 공간

2. 가상 디자인 시장

• 네트워크 상의 국제적 디자인 시장

一가상 디자인 엑스포와 연결

一완벽한 전자 매매 서비스

—네트워크 상에서 디자인 관련 업무 마켓 운영

네트워三 성의 한국 디자인 아카데미

1. 네트워크 상의 산업디자인 대학원

• 선진 교육을 위해 국제디자인학교에 가입 (IDAS) 
一석.박사 과정 가능

• 실시간원격 교육 서비스

-아시아 주변 국가 학생의 원격 수강

—전세 계 우수 석 학의 원격 강의

• IDIC, IDCP, ADTC망을 이용한 모든 네트워크 

서비스이용

2. 네트워크 상의 가상디자인 교육센터

• 유망 디자이너를 위한 원격 교육 서비스

• 전문 디자이너를 위한 평생 교육과 훈련 서비스

• 구축된 망을 통한 유용한 모든 서비스. kidp

* MIDAS 웹사이트 -Webmaster@kidp.or.kr -dicsky@doosan.co.kr

『산업디자인』 통권 155.1997.9/10 l=^M57

mailto:Webmaster@kidp.or.kr
mailto:dicsky@doosan.co.kr


체4회 전국 초 중 고등학생 

산업디자인 전람회

右 L 국산업디자인진흥원이 주최하고 통상산업부, 교육부가 공동후원하는「제4회 전국 초•중•고등학생 산업 

I」디자인전람회」가 '97년 9월 25일（목） 10시 30분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월 4일（토）까지 10일간 KIDP 

전시장에서 열렸다.

지난 '94년부터 개최하여 산업디자인의 저변확대, 인재의 조기발굴 및 관심증대의 계기를 이루었던 초•중•고생 

전은 특히 이번 제4회를 맞이하여 모두 4,036점이 접수되었으며 그 중 수상 44점, 특선 109점, 입선 608점, 

준입선 830점 등 총 1,591점이 선정되었다.

올 초•중•고생전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별 출품을 100점으로 제한, 사전 예선을 통해 선정된 작품만을 출품토록 

하여 지난 해보다 출품작은 줄어든 반면, 전반적인 수준은 크게 향상되었다.

초등학생부는 1,807점이 출품되어 그 중 수상 18점, 특선 35점, 입선 297S, 준 

입선 533점 등 883점이 선정되었다. 영예의 대상인 국무총리상에는 서울 혹석초 

등학교 4학년의 김지민양이 출품한「한복 쇼핑백디자인」이 차지하였고, 금상에는 

교육부장관상으로 경기 문원초등학교 6학년 성정은양의「환경포스터-땅이 죽어간 

다」, 통상산업부장관상으로 서울 월천초등학교 4학년 조용진군의「갓전화기」, 총 

무처장관상（신설）에는 서울 둔촌초등학교 5학년 정지명양의「공중전화박스」가 차 

지하였다.

중학생부는 총 529점이 접수되어 그 중 수상 13점, 특선 19점, 입선 72점, 준입 

선 94점 등 198점이 선정되었다. 영예의 대상인 국무총리상은 대전 신일여자중학 

교 3학년 이주희양이 출품한「동물모양을 응용한 장식용 자물통디자인」이 차지하 

였고, 금상으로 통상산업부장관상에는 인천 산곡여자중학교 3학년 야은정양의「공 

사장 안전가리개」, 교육부장관상에는 경남 남지여자중학교 1년 황선희양의「전통 

문화응용 달력디자인」, 총무처장관상（신설）에는 경기 서신중학교 2학년 홍안나양 

의「한국적 포장지디자인」이 차지하였다.

고등학생부는 총 1,700점이 접수되어 그 중 수상 13점, 특선 55점, 입선 239점, 

준입선 203점 등 510점이 선정되었다. 영예의 국무총리상은 대전 신일여자정보 

디자인고 2학년 김혜경양이 출품한「입체 동화책디자인」이 차지하였고, 금상으로 

통상산업부장관상에는 강원 북원여고 2학년 박은실양의「유아용 팬티 포장디자 

인」, 교육부장관상에는 서울 상명공고 2학년 전승규군의「재활용 쓰레기통디자 

인」, 총무처장관상（신설）에는 서울 염광정보산업공고 3학년 김성경양의「분수대 

환경디자인」이 차지하였다.

한편, 학생 개인상 금상 이상 수상자와 지도교사상 금상 이상 수상자에게는 해외견 

학의 기회가 주어진다. kidp



R 애랍된몸식뽀II 기

트뎜오임 Q 원인.
1. 초동학생부 혁우수성

시성네용 국무舍리상

셩 멍 감지민

출품■멍 한복쇼핑백디자인

학 교 멍 서을혹석초등학m 4힉년

부 문 포정

작善셜멍 우리 q라 전통어성인 힌복올 담는 쇼핑豐 디叶인. 지료를 힌지로 z응하여 힌국적인 느 

짐올 부각시키고, 힌면은 여N의 색동저고리로, 다른 힌면은 님N억 한복 윗저고리로 하여 다앙하게 

연출. 힌지시용괴 바느질N국은 내응물인 한복의 느잠올 사설적으로 표현0!주고 있으며, 한지 N이 

°1 証 볗어 앙감올 주는 한펀, 보관이니 이동시 한복0! 구감이 인가도록 디斗인.

2. 초詈힉생부금상
시상네용 동선부정관상

성 멍 조용전

출품■덩 갓전회기디N인

학 교 멍 서£ 워쳔초등학］a 4학년

부 문 N품

직품셜멍 내가 전회국 시장이 된다면 이 갓전회기를 세계 곳곳으로 수출하여 우리 니라의 멋올 세 

1°1 알리고 싶다”. 앳닐 선비들이 쓰고 다니던 깃울 융융하여 전회기°! 고풍△렵고 이색적인 느낌올 

부여. 비튼이 숩가 고장니지 읺도록 내부 안정성도 고려.

3. 초동학생부 금성

시상11용 R옥부정핀상

성 멍 성정온 
출품몰멍 땅이、어간다

학 교 명 경기 문욀초등힉口 6학년

부 문 시각
W吾셜3 미5돤 옹식士레기가 척지도 읺온N 토앙오염의 주원인으로 님는 심각힌 현실올 고발하 

고, 모두 함미 处레기비출올 줄여 횐경올 보호하지는 의도로 디N인

4 초통학생부 금성
시성네용 종무처장괸상

성 멍 청지명

출품불덩 공중전회뱍스디자인

힉 교 맹 서을 둔촌초등학］a 5학년

부 문 환경

A품셜E Q리 니라의 상징인 대극□日롤 공중전화박스의 출입문과 뒷면 유리0! ：1려녕어, 나라를 

생각하는 미옴으로 자신의 灭처럼 기굿하가 시용하기를 바라는 미움01서 디지인. 벽면올 유리로 하 

여 답답함이 없도록 하였고, 테극무日를 이용하여 우리 문화0! 디한 °1착심을 갖도록 디N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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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동물모양을 옹용한 丿 

장식용 자툶 디자인

谑庇 洞 b 우 단 

諸고 엉빈矶第는 상2僧 

： 弼 科辅 묘耻 鹤 

浙 士지;는 旗部 므6 
보□는 血은횩」강각£ 선흐 

百고 있는 強 .叼】 혖기 

補운 동吾 로旳 옹옹S 

皿 m狄矩掲 &겄 

고 기舌9福82用己장식 

성올 B駝期보다 噩恥二

1. 중학생부 혁우수상
시성내용 국무書리성

성 멍 이주히

출품暑멍 동물모잉£ 융융힌 정식융 자물동 디N인

학 교 멍 디전 신일여N중학足 3학년

부 문 저품

작품셜맹 시중0! 있는 N물통의 디可인이 디우 단순하고 일반적이란 생각이서 시로운 자물통 디지 

인올 저인. 딱딱하4 느겨지는 자물통의 모습보다는 디자인척 감각울 션호하는 요言 세디0! 맞기 귀 

여운 동물모앙올 옹용하여 디자인.

2. 중학생부 금성

시성네용 a옥부장관성

성 멍 황선히
후품물멍 젼二문앙옴 이융한 달력디자인

학 고 맹 경남 남지여항 1학년

부 문 시각

작품셜댕 보통 일성생회0!서 볼 수 있는 달력온 다부분 네모모앙으로 딱딱힌 느낌올 주기 띠문0! 

杳더 부드러운 모竹온 없옿지 고민하다가 둥근모잉의 달력올 만들개 됨. 둥근모앙으로 부드렵기 보 

이며, 전통문앙올 이융하여 H1 옥척인 9괴를 높임.

3. 중학생부 금성
시성내용 통선부장긴성

성 멍 야온정
출품물멍 공%정인전가리개

학 교 맹 인쳔신곡여웅3학년

부 문횐겅
3품설E □극억 '앙, 감-건곤감이, 음 올 옹용한 공사장 인전가리개 디자인.

가운데 하안부분온 여려장 연결훴올 띠 서로 물결무니로 연결되어 시선올 집중시검.

태극기는 국경일0！민 볼 수 있는 멀리 있는 것이 이니라 생활 속0! 기가이 있으며 우리0H 기장 친 

숙한 것임올 강조하여 니리N링의 미옴을 갖도록 디N인.

4. 중학생부 금성
시성1!용 총무처정관성

셩 명 홍인니

출품물멍 한2적 문앙의포장지디자인

학 교 멍 경기 서신중 2학년

부 문 포정

작품셜멍 기존 옻, 弔기, 연 둥억 포정디N인은 우리 니라 전통을 처디로 이0!시키지 못히고 있어 

모앙, 색갈 둥올 전롱놀이기구°1 맞기 디자인하고 갈当히면서 친근감있고 힌 번 보면 쉽가 잊어버리 

시 않으며 실용성 둥도 고려하여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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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둥학생부 금상
시상내용 口육부정관성

셩 명 전숭규

출품물명 제활용쓰레기통

학 교 명 서올 성명공고 2학년

부 문 제품

작품셜멍 척지도 읺고 모앙과 가격이 지주 바페어 불민한 位레기 종량지 봉투 디신 일루비늄, 종 

°1, 플라스틱으로 된 제활용품을 이용하여 生레기외 士레기동이 함메 재횔용될 수 있도록 디자인.

제횔용미^라 고유색을 사용하여 누구니 쉽게 일이보도록 함.

4. 고둥학생부 금성
시성내용 총무처장관성

성 명 감성경

출품물멍 분수대디자인

학 교 맹 서올염광여자청보선업공고3학년

부 문 환경
W품셜3 &수대 중앙0!는 태극올 기본으로 하는 중심올 민들고 n q극문앙을 중심으로 무궁화 

翼잎올 익인회시겨 식수대읙 기본틀올 만듬. 식수디의 받침디 n방엔 티극기억 건곤감리를 옹용한 
문잉을 넣어 무궁확와 테극기0! 디한 정겨움과 포근함올 느기도록 디자인.

1. 고통학생부 혁우수상

시상q용 국무書리성

성 멍 감q경

출품몰명 입遡동화책디자인

학교 명 대젼 신일여지정보디外인고 2학년

부 문 n 각

작품셜밍 만 5세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익 어린이를 디싱으로 책0！ 홍미를 가가하고 가까이 하 

도록 입N적으로 만든 동회책디자인.

영문으로도 되어있어 어！외에 수출하여 외국의 어린이들도 우리 니라의 전래동회를 임올 수 있개 하 

였으며, 이를 통어！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를 셰1에 일리고자 함.

2. 고詈학생부 금생
시성내용 통신부장관상

셩 넝 박온실

출품呈멍 팬티포장디자인

학 교 명 강원 북원여고 2학년

부문 포장

작품셜坦 유아용 요람0!서 힌트를 얻음. 혼들리는 요림처렴 팬티를 눟은 상자도 혼들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디자인으로 표현하였으며 귀엽고 갈폼하게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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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민/흑석초등학교4학년

• 이성종/지도교사

大」I 계에서 선이 아름답기로 소문이 난 한복.
•시 I 우리 나라의 전통의상인 한복을 담는 쇼핑백인데 한 눈에 우리의 전통 한복이라는 생각이 드는 쇼핑백은 없을 

까?〜짜자잔.

제4회 전국 초등학생 산업디자인 전람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지민 어린이의 작품인 '한복 쇼핑백디자인 이 바 

로 이러한 고민을 아이디어화하여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어머니가 한복을 사가지고 오셨을 때 네모 반듯한 쇼핑백 안의 내용물이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해 했던 경우가 있었 

는데 바로 그 때 우리의 '한복 쇼핑백 디자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예쁜 햔복, 이곳에 넣으세요 - 한복쇼핑백

I 편집실

현재 서울 흑석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김지민 어린이는 많은 친구들이 작품을 내서 자신은 큰 상을 탈 것이라 

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는데 큰 상을 타게되어 무척 기쁘다며 즐거워했다.

특히 이번 제품은 한쪽 면은 여자의 색동저고리로, 다른 한쪽 면은 남자의 윗저고리를 나타내도록 하여 쇼핑백 안에 

한복이 들어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하였는데, 진짜 한복의 느낌을 살리도록 겉의 한지 사이에 솜을 집어넣어 

바느질을 해 주었다. 아무래도 서투른 바느질이다보니 지도교사인 이성종 선생님과 함께 바느질을 하면서 바늘에 손 

尹혀러 번 찔리기도 하고, 또 바늘이 부러지기도 하여 그럴때면 선생님과 많이 웃기도 하였다고 했다.

이성종 선생님 역시 평소 아끼던 제자가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된 것이 여간 기쁘지 않다고 말하면서 평소 의상디자이 

'너가 꿈인 지민이가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던 부분인 의상부분과 결합된 쇼핑백 디자인으로 자신의 소질을 찾고 노력 

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져 지민이에게 꿈을 심어준 것이 무엇보다 기쁘다고 그때를 생각하며 웃으셨다.

"디자인은 참신한 아이디어가 생명인데, 학생들이 자꾸 형식에 치우쳐 모방하려는 경향이 많아 이를 바로잡아 주기 

가 어려워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학생들이 관심과 홍미를 가진 부분들을 중심으로 디자인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한 그러한 동기유발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요 평소 모든 사물을 관심있게 쳐다볼 수 있도록 관찰력과 자기 생각을 결 

합시키도록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성종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즐거움과 희망을 주는 것이 교사라는 생각으로, 교사의 잣대로 아이들을 지도하기 보다 

는 아이들의 편에서 이해하려는 교사가 되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단다. 그러나 교육에 대한 투자가 미약하고, 아이들 

이 소질을 계발할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잘 안되어 있어 무척 아쉽다고 했다.

한편 '꾸미기' , '口림그리기 를 좋아하다보니 제일 좋아하는 시간도 미술 시간이라는 김지민 어린이는평소에 불편 

했던 점이나 하気이 꼭 생겼으면 좋겠다는 것을 직접 생각하여 만들어 보거나 꾸며 보는 것이 디자인이며, 따라서 일 

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디자인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우리 나라 것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훌륭한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며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ki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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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희/대전신일여중3학년

• 류 차 현 / 지도교사

火 I 중에 있는 자물통 디자인이 매우 단순하고 일반적이란 생각에서 새로운 자물통 디자인을 제안해 보았습니다.

I 기존의 기능만을 중시하는 자물통과는 달리 동물모양의 자물통은 기능과 장식 모두를 겸한다는 것이 큰 특징 

입니다.”

제4회 초•중•고생 산업디자인전람회 중학생부 최우수상을 수상한 대전신일여중의 이주희양.

딱딱하게 느껴지는 도형 형태의 자물통 모양보다는 기린, 원숭이, 나비, 물고기, 강아지 등의 동물모양을 응용하여 

친근감 있는 자물통 디자인을 진행했다.

디자인 감각이 쑓 - 동물모양의 자물통

I 편집실

이번 작품을 진행하면서 아크릴봉을 어떻게 하면 잘 구부려질까로 많은 고민을 해야만 했다고. 아크릴봉을 열심히 

휘어주신 성기혁 선생d, 작품 마무리와 많은 도움을 주신 류차현 선생님께 제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했다.

물론 이주희양 역시 신일여중의 유명한 디자인반이다. 이번에도 여름방학 동안 디자인반 특유의 시스템인 전원 합숙 

을 하면서 모든 작품을 진행했다.

즈旧에도 그랬지만 친구와 언니들이 직접 만든 음식을 먹고, 같이 자고, 청소하는 등 합숙생활을 하면서 작품 진행 

못지 않게 참 기억에 많이 남는 시간이었어요. 집에서 하지 않은 일도 해서 힘든 점도 많았구요：

디자인은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라는 이주희양은 취미와 특기 모두 그림그리기로, 장래희망 역시 디자이너라고 귀뜀.

한편 4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많은 응모자에게 송구함。）을 느낀다는 이번 최우수상의 지도를 담당했던 류 

차현 선생님. 미술교사인 그의 열의가 남다른 곳으로 대전신일여중은 널리 알려진 곳이기도 하다.

학교의 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디자인반의 각종 수상덕분으로 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투자의 계기를 마련해 주 

었다고. 그래서 신일여중은 디자인반 뿐 아니라 전교생 모두가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다고 한다.

“디자인 수업은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곧 일상생활의 사물에 상존하는 

것으로 왜?' 라는 의문과 더 편리할 수 있다 라는 가설을 염두에 두고 보다 과학적인 눈으로 사물을 관찰하도록 지 

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는 풍부한 자료의 제공으로 사고할 수 있는 자유로운 상상의 시간을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평소 교육관 

을 피력했다.

앞으로의 디자인 교육은 디자인이 궁극적으로 우리 나라의 고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현장교육으로 가시화되어 

지방에 위치한 학교들이 갖는 문화적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 교과과정에서 다루어진 내용들을 직접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학습의 전개가 보다 용이할 수 있도록 지방으로의 문화적 혜택이 많이 부여되었음 하는 것이 류선생의 바램 

이기도 했다 .ki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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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경/

대전신일여자정보고등학교 2학년

• 양슬기/지도교사

人 I 데렐라, 백설공주, 알라딘의 요술램프, 인어공주 등 꼬마적 우리의 기억 속에 아름다운 상상의 세계를 만들어 
J 주던 외국의 동화책 만큼이나 콩쥐팥쥐, 흥부와 놀부, 장화홍련, 견우와 직녀 등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을 

통해 오래 전부터 내려오던 우리 고전 동화들을 밤새워 듣던 기억들을 간직하고 있을까…

전래동화의 입체동화책 디자인으로 이번 고등학생부 최우수상을 수상한 대전신일 여자정보고등학교의 김혜경 양.

만 5세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책에 흥미를 갖게 하고 가까이 하도록 입체적으로 만든 동화 

책이다. 해외에 수출가능하도록 국•영문을 모두 수록하여 외국의 어린이들도 우리 나라의 전래동화를 읽을 수 있게 

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도 세계에 소개할 수 있을것이라는 의도로 진행했다고 한다.

전래동화가 았는 입체동화책 匸］자인

I 편집실

"나이어린 동생이 있는데 책 읽는 것을 너무 싫어해요. 평소에 동생을 보면서 책을 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입체동화책을 생각하게 되었고 이번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시중에 있는 동화책들은 평면으로 되어 있어 어린이들이 책을 오래 보지 못하고 싫증을 냈는데 이 작품은 입체 

적으로 제작되어 어린이들에게 관심과 흥미를 갖도록 만들었다는 것과 외국의 동화보다 우리의 전래동화를 어린이 

들에게 더 많이 알릴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며, 아이디어 전개에서 완성까지 가장 많은 도움을 주신 양슬기 선생님께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인다.

제품의 재질, 기능, 기술 및 미적 조형성 등의 여러 요소와 생산, 소비면에서의 각종 요구를 검토하는 종합적인 계획 

이 바로 김혜경양이 생각하는 디자인이란다.

시간이 날 때마다 음악을 켜놓고 따라부르거나 피아노를 친다는 김혜경양의 꿈은 인테리어 디자이너라고 한다. 앞으 

로 사람들이 자신이 꾸민 공간에서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신이 난다고 .

a

■하편 지도교사인 양슬기 선생님 역시 3년째 신일여자정보디자인고등학교 디자인과에서 디자인교육을 담당하고 있

이번 업체동화책의 경우 아이디어의 표현방법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고 컴퓨터그래픽을 이용하여 제작상의 어려움을 

책을 찾아가며 진행했던 당시의 어려움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어 기쁘다고 말한다.

「 I
.「젹 "학생들이 항살최선을 다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언제나 간직할 수 

있게좋은 조언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宀安 현재 양술가■선생님의 디자인 교육은 창의력과 독창적인 표현력에 가장 중점을 두고 전반적인 디자인 이론과 실기를 

병한！하고 았다고 한다. 그러나 학생 개개인의 개성과 특성에 따른 개별적인 교육과 늘 열려있는 사고를 가질 수 있게 

해 葩야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우리의 디자인 교육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이에 디자인이 산업전반에 미치는 영 

향을 인식하여 디자인 교육에 실질적인 관심과 정책 반영을 해주기를 강조하기도 했다.ki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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酯 〃도성품-체품

업제명 서귀포 예사랑 질보공방

상품명 제주관광기념 은질보 공예품

대표자 이혜숙

TEL 064-62-1486
FAX 064-62-1486

주 소 제주 서귀포시 동옹동 808너
지도위월 김세환-서울산업대

KIDP 담당자 박동준

특 징 은과 칠보의 조화를 통한 아름다운 자연미를

살린 제품

업체명 동우산업

성품명 자동접이식환풍기

대표자 노시훈

TEL 0652-243-1933

FAX 0652-243-1932

주 소 전북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78너
지도위윈 홍정표-전북대

KIDP 담당자 박동준

특 징 주로 사용되는 밀폐된 실내공간에서 시원한 느낌이 

나도록 경쾌한 선의 조영미를 살려 디자인

업처냉 제패

상품닝 실리콘칫솔

대표자 권영철

TEL 02-3281-8147

FAX 02-3281-8149

주 소 경기도 부전시 원미구 도당동 182-3

지도위원 최종석니.R」디자인

KIDP 담당자 박동준

특 징 지아의 법랑질 마모를 최대한 막기위해 칫솔모 

재료에 실리콘을 사용. 기존 칫솔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개념의 짓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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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PI 지도상품一제품

업제명 （쥐삼보

상품명 냉온정수기

대표자 김석한

TEL 0551-97-2718/9

FAX 0551-97-3641
주 소 경남 마산시 회원구 봉암동 666-꺼

지도위원 옹정표-전북대

KIDP 담당자 박동준

특 징 수도직결식 냉온정수기능을 겸하고 있으며, 다른 경쟁사와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깨끗한 이미지의 디자인 전개

업체명 다보물산인더스트리얼

상품명 생활도자기

대표자 김희정

TEL 02-323-9890

FAX 02-323-9893
주 소 서울 마포구 망와동 379-36

지도위월 이경미-FOX 디자인

KIDP 담당자 박동준

특 징 전통자기의 멋을 연대 감각에 맞도록 디자인하여 

소비자들이 부담없이 사용하도록 하였음

업체명 에프시산업（주）

상품명 고급욕실용품 세트

대표자 유호식

TEL 0343-24-3675

FAX 0343-23-2989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874너
지도위원 윤일만-볼트디자인

KIDP 담당자 박동준

특 징 가정 욕실에서 사용되는 모든 제품을 통일시켜

제품의 가치를 높였고, 욕실의 분위기를 한껏 살릴 수 있도록 □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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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idf 지도상품-N품

업저胃 누리（주）

상善딩 영수증프린터

대표자 이호식

TEL 02-3281-2030
FAX 02-3141-2034

주 소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713-6
지도위월 김성진-디자인조디악

KIDP 담당자 박동준

号 징 잦은 이동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매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 휴대가 가능하게 디자인

업M 胃 삼화도자기

상善皆 커피잔

대표자 이내균

TEL 0612-73-9922

FAX 0612-707-3634
주 소 전남 화순군 동면 운농리 1041
지도위월 손게중-조선대

KIDP 담당자 박동준

륵 징 자연스러운 추상 문양을 적용한 커피잔 세트

업0밍 다산전자

상號I 전화기 Headset, Amplifier
대표자 정구영

TEL 02-556-8664

FAX 02-567-1706
주 소 서울 마포구 신수동 371-22 공구회관 1층
지도위월 김태호-전북대

KIDP 담당자 박동준

■ 징 일반전화기에서 수화기를 들지않고 헤드폰을 사용하여 

통화할 수 있는 시스팀의 본제로 사무능률을 높일 수 있게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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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P| 지도성품一제품

업0胃 （주）모나미

상酰I 젤러펜

대丑자 송하경

TEL 02-549-0025
FAX 02-517-6244
주 소 서울 강남구 청담동 125—20
지도？!왼 고석전-대유공전

KIDP 담당자 박동준

■ 정 셀 타입의 잉크를 사용함으로내 필기감을 높였고 

수입제품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차별성을 부각

업0밍 시스템 Co.
상習밍 System Diary Coil
대표자 정운태

TEL 02-807-0550

FAX 02-807-0551
주 소 서울 금천구 시응5동 918너9
지도위월 고석전-대유공전

KIDP 담당자 박동준

■ 징 즉석 펀칭기능이 있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서류를 

전공하여 시스팀 다이어리에 절할 수 있게 디자인

업처^ 성일무역

상g밍 여성용패션가방

대표자 이성우

TEL 0342-707-8897

FAX 0342-707-3634
주 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탑동 APT영 공장 나동 402 
지도위읜 유용범-경성전문대

KIDP 담당자 박동준

■ 징 중저가용패션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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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P 지도상품-시각 •포정

업체명 건실공업사

상품명 톱, 줄

대표자 임재구

TEL 02-802-8079

FAX 02-892-2482

주 소 경기도 광명시 소하1동 219
지도위원 지영란-정읍전문대

KIDP 담당자 안상락

특 징 수출용 카탈로：］로 제품의 이미지를 간결하게 표연

업제명 경기도 포전군 농촌지도소

상품녕 더덕

대표자 박정훈

TEL 0357-33-5959

FAX 0357-34-1208
주 소 경기도 프전군 신북면 기지리 산71
지도위원 전상희-문애드

KIDP 담당자 안상락

특 징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주고 식품구매 의욕을 돋구는 색상과

패턴을 사용하여 디자인

백
운
산
 
더
덕

업제目 계룡식품

상품명 엿기름

대표자 안봉인

TEL 0461-33-7474

FAX 0461-33-7475

주 소 충남 논산군 두마면 도곡리 336
지도위원 김재민-디자인하우스

KIDP 담당자 송하동

특 징 계룡산을 일러스트로 단순하게 표연하여 지역적 특성을 나타낸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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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P| 지도상품-시각 •포장

업체명 국제산업

성품녕 회전식옷걸이

대표자 정태연

TEL 02-575-9925

FAX 02-577-4058

주 소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13너2
지도위원 이호명-인전전문대

KIDP 담당자 안상락

특 징 죄점단 이미지를 영상하하여 고급스럽게 디자인

업체명 ZI레이트화성

상품명 OHP 필름

대표자 양일수

TEL 02-274-8688
FAX 02-263-2263

주 소 서울시중구 오장동14너0

지도위원 하병연-KPDA

KIDP 담당자 이성수

특 징 제품의 특징을 다양한 컬러와 변하있는 레이아웃으로 口자인

엄제녕 금과농엽

상품명 장아찌

대표자 설용선

TEL 0674-52-6050

FAX 0674-52-2011

주 소 전북 순창군 금과면 오정리 430너
지도위윌 박종운-조선대

KIDP 담당자 이성수

특 징 밝은 색상을 배경으로 전통적인 이미지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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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F 지도상품-시각 •포장

업치网 금용인日내셔날（주）

상酬I 스카프, 넥타이

대표자 최병호

TEL 02-333-0704
FAX 02-332-6356

주 소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226-21
지도위원 강이환-디자인파트너

KIDP 담당자 이성수

・ 징 일본, 미국, 유럽 등으로 수출하는 넥타이, 스카프의 포장□자인으로 

심플하고 세련되게 □자인

업 0胃 금정산업

상目딩 가정용가구

대표자 이규달

TEL 0523-386-1787

FAX 0523-386-0443
주 소 경남 양산시유산동458
지도위월 김희라-위드디자인

KIDP 담당자 이은석

■ 징 제품의 이미지에 적합한 디자인 컨셉으로 제품의 특징을 잘 표연

업0딩 금촌농업엽동조합

상目딩 지대미, 청결미

대표자 안광헌

TEL 0348-944-2824/5

FAX 0348-945-2725

주 소 경기도 파주군 금촌읍 금촌리 329너48

지도위원 서옹래-KPDA

KIDP 담당자 이성수

■ 징 새로운 이미지의 쌀 포장디자인으로 기존의 지대포장과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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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0딩 대응의료기

상目멍 복대

口표자 선명규

TEL 02-453-9063
FAX 02-453-9677
주 소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48너4
지도위월 최동섭-문애드

KIDP 담당자 안상락

■ 징 의료보조기구로 건강과 안정을 표연하여 디자인

업0胃 동남수산（주）

상晉胃 냉동수산물

댸표자 김복태

TEL 0631-44-3134

FAX 0631-44-3137

주 소 전남목포시 서산동6-4
지도위월 박일재-조선대

KIDP 담당자 이성수

특 징 냉동식품의 신선도를 강조하여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준 포장디자인

업저関 동양전자（주）

상目胃 소형청소기

대표자 정영기

TEL 051-524-5965

FAX 051-524-5964
주 소 부산시 금정구 회동동 153-8
지도위원 이영용-부산예술전문대

KIDP 담당자 안상락

느 징 제품 특성에 알맞는 패키지디자인으로 광고 및 옹보Q과를 높이도록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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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제명 동화（쥐

상품명 컴퓨터용지, 복사용지

대*자 최석구

TEL 062-525-4111
FAX 062-524-7001

주 소 광주시 북구 신안동 120-2
지도위윈 정잔환-신성전문대

KIDP 담당자 이성수

특 징 컴퓨터용지를 생산하는 기업의 이미지를 간결하게 표연

업제명 두레산업（쥐

성품명 미곡

대표자 이상학

TEL 0658-44-7542

FAX 0658-44-7545
주 소 전북 김제시 만경읍 몽산리 106너2
지도위원 이하영-뷰애드

KIDP 담당자 이성수

특 징 영문과 한글을 함训 디자인하여 수출과 내수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된 옹보용 카탈로:]

업저명 마미상사

상품명 액세서리

대표자 박종무

TEL 02-481-9800

FAX 02-481-7593
주 소 서울시 강동구 암사1동 492너3

지도위원 김광식-VIDAK

KIDP 담당자 송하동

톡 징 유아용 장난감 포장으로 어린이의 정서에 초점을 맞추어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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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제명 메텍싀쥐

상품명 통신기기, 계측기

대표자 김의명

TEL 02-546-4101
FAX 02-546-0242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15-4
지도위원 김홍산-서울기능대

KIDP 담당자 허석

특 징 계측기 포장으로 제품의 이미지를 최대한 포현하여 안정적 

레이아웃으로 디자인

업체명 물금농업협동조합

상품명 미괵쌀

대표자 양춘자

TEL 0523-82-0330/2

FAX 0523-84-7900
주 소 경남 양산시 물금읍 물금면 392-52
지도위원 김혜경-위드다자인

KIDP 담당자 이은석

특 징 상품의 이미지를 브랜드에서 잘 표현하여 산뜻한 이미지를 주 컨셉으로 디자인

업제명 범양냉방공업（주）

상품명 에어컨, 냉동기

대표자 남게오

TEL 0343-52-5701

FAX 0343-53-8176
주 소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689Y
지도위원 강병돈-용인대

KIDP 담당자 허석

특 징 냉방기기 생산업체에 어울리는 시원한 컬러와 

심플한 로고로 업체의 이미지를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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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0胃 삼향농산

상普댕 떡국

대표자 김정훈

TEL 0631-281-7070

FAX 0631-281-7072
주 소 전남 무안군 삼향면 지산리 889너9
지도워읟 김윤배-조당산업대

KIDP 담당자 안상락

・ S 한국의 전통문양과 떡국의 이미지를 21래픽으로 처리하여 연대적 감각으로 □자인

업Hg 삼현종합식품（주）

상〃 김치류

대표자 강철구

TEL 0371-44-1717

FAX 0371-44-1718

주 소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 905
지도위월 남용연-강원대

KIDP 담당자 허석

■ 징 일본수출용 김치 제품의 홍보용 카탈로口 디자인으로 

한국적 이미지를 강조하여 제작

업처^ 상서농업협동조합

상目딩 전통장유

디표자 김형인

TEL 0683-81-1601
FAX 0683-83-8940

주 소 전북 부안군 상서면 하오리 521
지도위월 김병옥-군산대

KIDP 담당자 이성수

■ 징 전통적인 문양을 적용하여 장유의 특징을 간결하게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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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606
Q 자동안전장치

Q 3단게 조절기능

。가습기 장치내장

■ 상아전기산엄

업처网 상아전기산업

생■딩 전기다리미, 스토브

대*자 심우섭

TEL 0351-63-4524/5

FAX 0351-867-6513
주 소 경기도 양주군 외전읍 덕계리 271-5

지도위월 윤。순-KPDA

KIDP 담당자 이성수

■ 징 노란색을 메인컬러로하여 제품의 이미지를 반영하고, 

제품이 잘 보이도록 디자인

업0胃 새로텍（쥐

상吕딩 외장영저장장치

대표자 박삼일

TEL 02-585-4501

FAX 02-582-0369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7네 건한빌딩 4층 

지도위월 하병현-KPDA

KIDP 담당자 이성수

■ 징 차세대 휴대용 디스크로 경쟁력있는 브랜드와 

강한 비쥬얼로 제품 포장의 질을 향상시킴

업H딩 성동산업

생目딩 도어록

대표자 김한섭

TEL 02-294-3701
FAX 02-298-8565
주 소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790-7
지도워원 김철중-레드인터내셔날

KIDP 담당자 허석

■ 징 제품을 클로즈업시켜 고급스럽게 디자인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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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제명 세진식품상사

상目딩 건포류, 건어류

대표자 최항염

TEL 042-581-7882
FAX 042-585-8237

주 소 대전시 중구 산성동 324너4

지도위원 김재민-（주）CAC
KIDP 담당자 송하동

특 징 자연을 소재로 신선한 먹거리, 정갈한 식품 이미지를 강조한 0.1.

업처명 신양옌］유쥐

상품명 현미유

대표자 이광종

TEL 0681-536-1131

FAX 0681-536-2088
주 소 전북 정읍시 영파동 580-5
지도위월 정성환-전북대

KIDP 담당자 이성수

특 징 주부를 대상으로 한 제품으로 신선함과 깨끗함을 강조

업처胃 신천지식품

상품胃 면류

대표자 양순복

TEL 064-55-2234

FAX 064-57-2588

주 소 제주도 제주시 일도2동 165-20

지도위원 임수연-C&COM
KIDP 담당자 허석

특 정 3자를 口래픽화하여 간단명료하게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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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凡명 에릭스전자

상품명 칫솔살균기

대표자 최민기

TEL 0343-24-0221/3

FAX 0343-22-8296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864-7
지도위월 강이환-디자인파트너

KIDP 담당자 이성수

특 징 깔吉한 브랜드네임과 심플한 레이아웃으로 

상품가지를 높임

업처関 영도직물

상품명 리본, 테이프

대표자 이문섭

TEL 0357-543-4902

FAX 0357-543-4904

주 소 경기도 포전군 가산면 가산리 4어-3

지도위월 선병일-KPDA

KIDP 담당자 이성수

록 징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을 겨냥한 P.O.P• 디자인

업체皆 용두물산

상픔胃 생선찜

대표자 나원우

TEL 0593-34-5578

FAX 0593-854-4463
주 소 경남 사전시 사남면 죽전리 694-20

지도위월 임수연-C&COM
KIDP 담당자 이은석

특 징 제품 실사를 레이아웃하여 제품력을 돕고 타입별 

배열호과를 주어 차별화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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依D외 지도성품-시각 •포정

업제명 우영（주）

상품명 Built-up-Beam
대표자 우영인

TEL 0395-53-2433

FAX 0395-53-2435
주 소 강원도 태백시 절암동 철암농공단지 7블럭

지도위윌 임수연-C&COM
KIDP 담당자 허석

특 징 건설연장 절재자재의 소재 카탈로口로 경쟁사와 차별하 시도

업체명 유원화학공업（주）

상품명 농수산물포장박스

대표자 정완호

TEL 0345-495-6040

FAX 0345-495-6080
주 소 경기도 안산시 석곡동 시화공단 6바 504

지도위윈 임종규-KPDA
KIDP 담당자 이성수

륵 징 농산물 박스에 부작되는 스티커로 제품의 신선한 이미지를 표연

업저胃 은성미디어（주） 

상품西 완구블록

대표자 윤석봉

TEL 032-529-1302
FAX 032-513-7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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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0명 이호상사

상폼@ 귀금속

대표자 이호탁

TEL 0653-832-2534

FAX 0653-835-2257
주 소 전북 익산시 영등동 191-30 귀금속수출공단

지도위윈 박봉의-KPDA

KIDP 담당자 이성수

貝 징 귀금속, 보석을 소재로 한 리플렛으로 아름다움과 품위를 강조한 디자인

업0g 일광산업

상暑胃 볼링공, 볼링용품

대표자 이종근

TEL 0593-854-6939

업H밍 제림패키징（쥐

상晉밍 포장기개

대표자 이준제

TEL 02-718-2891

FAX 02-718-3297
주 소 서울시마포구 구수동44너

지도웎월 이순애-CD'S

KIDP 담당자 허석

号 징 기업의국 영문 로고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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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제명 조광에스시（주）

상품명 광고POP
대표자 윤주성

TEL 02-684-5152

FAX 02-688-8781
주 소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417-2

지도위원 임수연-C&COM

KIDP 담당자 허석

특 징 무빙 모빌디자인으로 소비자와의 친근감을 표연

업제명 경일전자

상품명 샤워기 

대표자 오관근

TEL 0345-499-4767

FAX 0345-499-4377
주 소 경기도 시응시 정왕동 1261-2 
지도위원 이하영-뷰애드

KIDP 담당자 이성수

룩 징 욕실용샤워기포장디자인

업제명 카이노스주얼리

상품円 보석, 은기류

대표자 왕춘옥

TEL 02-545-1466

FAX 02-545너467

주 소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12너3
지도위윈 이하영-뷰애느

KIDP 담당자 이성수

특 징 보석류를 상징하는 브랜드 디자인으로 고급제품임을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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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상품-시각 •포장

업제명 코컴산업

상품명 자동차도난경보기

대표자 박태권

TEL 02-960-5292
FAX 02-968-4166

주 소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3동 38-46
지도위읜 박용원-경기대

KIDP 담당자 허석

륵 징 도난경보기 포장으로 제품의 이미지를 감성세대에 

타겟을 두어 제작

업제밍 

상품명 

대표자 

TEL 
FAX 
주 소

탑메이트상사 

주방용품기기 

한정규

02-577-5178/9 

02-577-5156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44-6

지도위원 이진구-인덕전문대

KIDP 담당자 허석

특 징 차별화되고독자적인포장지

업제명 태봉섬유（주）

상품명 재생섬유, 마섬유

대표자 이봉상

TEL 062-571-6470
FAX 062-571-8946

주 소 광주시 북구 일곡동 684-2
지도위웓 채성길-비앤애드

KIDP 담당자 이성수

특 장 섬유업체의 카탈로：］로 제품의 이미지가 부각되고 

은은한 느낌이 돋보이는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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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P| 지도성품-식각 •포장

업제명 평장무역（주）

상품胃 미용가위

대표자 정영의

TEL 02-886-0401/2

FAX 02-886-0403
주 소 서울시 관악구 봉천7동 1596-6
지도위윌 이호명-인전전문대

KIDP 담당자 안상락

특 징 가위의 일러스트를 몬드리안 타입으로 단순화시켜 시각적 기능전달을 

최대한 반영하여 디자인

업체넝 풍세농업협동조합

상품녕 지대미

대표자 현석문

TEL 0417-566-7008

FAX 0417-566-7446
주 소 충남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348
지도위월 신언모-충남대

KIDP 담당자 송하동

톡 징 '능수버들 이라는새로운브랜드명을부각시키도록□자인

업0胃 한국다보

상音胃 바이오생활도자기

대표자 신승절

TEL 0652-222-3238/9

FAX 0652-222-0272

주 소 전북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305
지도위윈 정성환-전북대

KIDP 담당자 이성수

록 징 도자기 포장으로 티0의 브랜드 타입과 전제적 컬러가 잘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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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IDPI 지도상품一시각 •포장

업저명 한국도어

상품명 패션방화문

대표자 채유석

TEL 02-430-9638
FAX 02-430-9639
주 소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50-5
지도위윈 김병옥-군산대

KIDP 담당자 이성수

특 징 과감한 레이아웃과 색채를 적용하여 제품을 

한층 더 부각시킨 카탈로口 디자인

업제명 한송제약（주）

상품명 녹용약재

대표자 남권희

TEL 02-967-9807

FAX 02-967-0625
주 소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2동 1171너
지도위월 정진영-디자인日지

KIDP 담당자 허석

특 징 HanSong'의 H.S• 를모日브로 도약하는 

발전적 이미지의 심볼마크 디자인

엄처밍 한일수지공업（쥐

상품명 양변기부소 시트

대표자 이남재

TEL 032-867-4295
FAX 032-866-5455

주 소 인천시남구 도화동731
지도위윌 전모윤-경원대

KIDP 담당자 허석

특 징 전체 품목의 이미지적 통일화를 皿한 심플한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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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P| 지도상품-시각 •포장

업제명 호남맛김지

상품명 김치

대표자 이연

TEL 0652-251-9933
FAX 0652-251-9936

주 소 전북 완주군 비봉면 백도리 7어

지도위원 박봉희-KPDA

KIDP 담당자 이성수

특 징 시원한 레이아웃으로 제품력을 최대한 상승시킨 카탈로：!디자인

업저녕 옹전군농촌지도소

상품胃 쌀포장

대표자 이항우

TEL 0366-33-5959

FAX 0366-32-6364

주 소 강원도 옹전군 옹전읍 희망리 7
지도위웓 김철중-레드인日내셔날

KIDP 담당자 허석

특 징 '오리논쌀 이라는브랜드로차별화를주고경쟁력 확보에중점을두어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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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토•고•호tL 0 E

족쟁이 생각

•한광석/

전통염색공예가

匸匚 다시 '임금 을 뽑는 선거의 계절이 다가왔다. 대통령이라는 직책은 선거로 뽑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 

-그一 되지만, 임금 이라는 자리는 뽑는다는 말이 어쩐지 경망스럽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한 것 같은 송구스 

러움이 있다. 비단 나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우리 민족이 언제부터 그랬는지 정확한 날짜까지는 모르지만, 대통령 선거만 다가오면 그 놈의 '色 이 항상 말썽 

이다. 특정한 한 사람과 한 집단이 같은 색을 좋아한다고 여기 저기서 손가락질을 하고, 겉은 쪽빛이라도 한꺼풀 

벗기면 분명히 소목빛이 나온다고 우겨댄다. 색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것임을 감안할 때, 우리의 이 

러한 색에 대해 느끼고 있는 현실이 우리를 더욱 답답하게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오늘날 현대인은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색채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 산업화와 과학문명이 풍부하지만 값싼 

색채를 발전시켜낸 결과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색채문화 속에서는 우리 고유의 색, 즉 이 땅에서 만들어진 천 

연의 색이나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던 전통적인 색은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는 우리의 전통적인 민족색 

채를 모두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옷이나 음식, 주거공간 등의 생활 색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자연 환경까지도 외래색에 점령당하고 말았다.

오랫동안 우리 강산에서 뿌리를 내리고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때부터 아침, 저녁으로 보아 왔던 토종 

야생화들의 아름다운 자태와 색깔들도 이제는 모두 수입된 서양꽃에 밀려서 사라지는 현실이다.

색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것임을 감안할 때 우리의 이러한 색채 현실, 즉 민족 색채에 대한 망각은 

바로 이 시대의 식민화된 문화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써 비민주적인 사회 현실과도 맞물려 있다. 그 찌 

그러진 현상은 우리의 정치현실에 그대로 투영되는데, 앞에서 말한 바대로 대통령 선거만 다가오면 여지없이 사 

람들의 정서를 삐딱하게 만들어 버린다. 그래도 요즘에는 많이 발전해서 과거처럼 그런 경우야 없지만, 아무튼 

우리는 그놈의 '色 만 나오면 아연 긴장하게 된다.

얼마전 한국과 일본의 축구경기에서 한국팀의 유니폼이 붉은색인 것을 보고서 우리가 그렇게 잡아내려고 했던 

색을 왜 한국 축구선수단의 유니폼만은 오랫동안 붉은색을 입혀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너무 단순한 내 생 

각인지도 모르겠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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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전통 생활양시 속에는 본래의 우리 것, 아름다운 생활 정서에 어우러진 색과 선과 맛이 간직되어 있었다. 

거기에는 조상의 슬기와 얼이 스며있고, 사람이 사람을 생각하며 창조해 낸 삶의 철학이 담겨 있었다. 이는 과거 

우리의 문화유산에서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스런 문화 전통과 인본주의적 의미는 안 

타갑게도 근대화 과정에서 제국주의의 침략게 밀려나 현대 생활로 바르게 발전되지 못했다. 특히 삶의 지혜로 

만들어져 왔던 전통적인 생활구조가 식민지 시대를 통해 철저히 파괴되고 말았던 것이다.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범람하는 서구화와 산업화의 폭풍에, 또한 거대한 자본의 위력에 눌려 현대사회를 사는 우리에게 맞는 

민족적 생활양^을 재창조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생활색채의 한 부분으로써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전통염색의 경우를 들어보더라도 마찬가지다.

전통염색은 복잡하고 불편한 노동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값싼 화학염료의 대량생산에 그 자리를 밀려날 

수 밖에 없었다. 그렇게 되어 좋은 품질의 전통염료는 사라졌는데, 그렇다고 그 빈 자리에 수준높은 외래의 염료 

나 염색방법이 자리잡은 것도 아니었다. 결국 우리는 불행한 시대, 질 낮은 생활 속에서 색상의 타락을 보아 왔 

고, 모두의 무관심 속에서 색채에 대한 불감증까지 얻게 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이다. 한편 현대염색의 경우 순수 

조형성을 표방한 섬유예술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 역시 서구식 흉내내기에 급급해 있는 현실이다.

우리의 전통염색은 자연의 모방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자연에서 채취되었다. 하지만 인간의 색채생활은 사회 

성을 띠고 발전해 왔다. 더욱이 계급사회 형성 이후 신분을 나타내기 위한 색채 사용이나 화려와 장엄을 상징한 

종교 색채 등 지배층이 누렸던 질 높은 색채의 생활화가 좋은 증거이다. 또한 서민들이 즐겨 쓰던 소박하고 담백 

한 생활 색채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민족적 색감의 표현이다.

풍요로운 전통색채의 응용사례는 과거의 문헌이나 그림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민족 생활색채의 발전은 고구려 고 

분벽화나 고려불화, 조선시대 초상화나 풍속화 등에 잘 나타난다. 이러한 것들 중에서 특히 현대 정서에 •근사한 

식물성 생활색의 아름다움은 조선 후기 풍속화와 인물화에서 돋보인다. 그리고 당시 옷이나 보자기, 자수 등 섬 

유예술 작품에 그러한 삶의 숨결이 홈씬 배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민족의 색채감정은 수묵담채화 

는 물론이고 불교미술이나 민화의 진한 채색조화 속에도 담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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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독특한 색채문화의 전통과 색채 감정은 다름아닌 이 땅의 사람들이 자연과 융화하고자 하는 가운데 체득 

한 생명존중의 정신에서 비롯되었다. 그 생명존중의 풍토는 생활 경험에서 우러나온 만큼 민족적인 심성의 표현 

이 진솔하고 자연스럽다. 그래서 귀족들의 권위색이나 종교색, 고급스런 생활색은 호사스러운 그대로 염색기술 

의 높은 수준에서, 그리고 서민들의 소박한 생활색은 저렴하고 담백한대로의 실용성에서 우리가 배우고 계승해 

야 할 장점들이 있다.

전통적인 생활색채는 우리 강산과 들녘에서 얻어진 식물성 염료로 이루어졌다. 식물성 염료를 즐겨썼던 것은 모 

시 •삼베•무명 •명주 등 천연섬유를 물들이기 용이해서이지만 기본적으로 오랜 농경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얻어진 

것으로 우리의 기후나 풍토, 체질에 맞는 최선•최상의 결과였다.

많은 식물염료 중에서도 쪽물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옅은 옥색에서부터 맑은 하늘색, 깊고 깊은 바닷물 

의 검푸른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색을 낼 수 있는 쪽물은 사계절에 다 어울리고, 우리의 피부색과도 잘 어울린 

다. 그리고 '잇꽃 에서 나오는 분홍색들의 가냘픔과 꼭두서니 에서 나오는 연분홍색의 가슴 떨리는 아름다움, 

지초 에서 나오는 보라색의 당당한 권위와 포용감, '소목 에서 나오는 타는 듯한 붉은색은 이 땅의 사람들이 얼 

마나 많은 시련 속에서도 가슴깊이 간직하고 살아왔던 아름다운 우리 민족의 정서이다.

전통 염색은 색상 자체의 아름다움과 함께 염색소재인 섬유의 특징적인 재질감을 한껏 살려준다. 그리고 전통염 

료는 섬유를 더욱 질기게 하여 좀이나 악취 등 환경재해에 대한 보호막 구실도 해준다.

전통염료의 대부분이 한약재인 점을 생각할 때 피부 건강이나 인체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예로 쪽물들인 옷은 피부병 치료에 특효가 있다. 또한 염색 공정이 공해문제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다. 현재 

의 인공섬유나 화학염료가 끼치는 해악이나 공해의 심각성을 생각하면 그 가치는 더욱 명확해진다. 우리의 천연 

염료는 이미 현대사회의 첨단에 와 있는 것이다.

나는 물들이는 사람이고, 디자인은 4차원의 이미지 마케팅이다. 그것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새로운 문화 

를 창조하는 것이다. 그 새로운 창조자를 기대해 본다.ki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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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의 향기

2.국보 제95호 칠보투각향로와 뿔향

3.용문일주향로와 뿔향

전통 향의 새로운 세계

• 박 희 준/ 口］«은 사람들의 기억들 속, 적어도 나이 40이 넘은 사람들 중에는 향나무를 조각내어, 향로에 재와 불씨를

향기를 찾는 사람들 대표 I行 담아서 조각낸 향나무 토막을 불 속에 던지면 푸른 연기와 함께 깊이 모를 향나무 향기에 잠겨 , 길기만

한 의식을 치룬 것을 기억할 것이다.

향이라고 하면 의례 제사나 차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시 제사나 차례를 모실 때는 여러 제수를 갖추지 

는 못하여도 향은 피웠다. 그래서 율곡 이이가 쓴 격몽요결 제의초에 다른 것은 갖추지 못하여도 설, 동지, 초하 

루, 보름에 올리는 차례에 향은 피운다고 하였다. 우리와 조상님이 만나는 자리에서 이 향은 항상 있었던 것이 

다. 이런 종적인 만남 뿐만 아니라 생활속에서도 향이 함께 하였다. 책을 읽을 때나 차를 마실 때, 거문고를 탈 

때 등 맑고 운치있는 일에는 이 향이 피워졌다. 그 뿐인가? 여름철에 벌레를 쫓기위해 피우는 모깃불도 이 향문 

화의 한 갈래이고, 추석에 먹는 솔잎 향기가 밴 송편과 이른 봄의 쑥과 한증막 속의 쑥냄새, 그리고 단오날 머리 

를 감는 창포물 또한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향기 였다.

항이 역사

향（香）이란 글자는 벼 화（禾）' 자에 날 일（日）' 자를 하고 있다. 즉, 벼가 익어가는 냄새가 향 의 뜻이라고 하지 

믄1, 옛 고문을 보면 기장 서 （黍）' 자 아래 달 감（甘）' 자를 하고 있다. 기장에 단 맛이 나게 하려면 발효를 시킬 

때 가능한 일이다. 즉 기장으로 술을 만들 때 나는 향기가 바로 향기 향（香）' 자의 본래의 뜻에 가깝다. 이렇게 

기장으로 빚은 술을 '울창주 라고 한다. 울창주는 신을 내리게 하는 강신주로서 오늘날에도 천체나 문묘, 종묘제 

례에서 쓰이는 술이다. 이는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이 하나가 되게하는 역할을 한다. 즉 향은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의 어울림이다.

이렇게 볼 때 향은 신과 이 땅을 이어주는 우주목이기도 하다. 향을 피운다는 것은 옛날 신단수를 타고 내려온 

환웅을 기념하여 모사를 세우고 향을 태워 하늘과 땅이 하나 되게 한 모습을 모방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신단수의 단은 이른바 백단, 자단, 전단의 단（檀）이라는 점은 다시 생각하여야 한다. 그 많은 나무들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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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계청향

2.보림

3. 사계청향

왜 하필이면 우리의 신목으로 단목을 정하였을까? 그것은 오늘날 신화로 치부되는 우리의 고대사와 직결된다. 

웅녀가 먹었다는 쑥과 마늘이 바로 강한 방향제이자 향신료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고대사에 등장하는 단목과 

쑥, 그리고 마늘은 오늘날의 이른바 '아로마 또는 허브 라고 하는 오랜 인류의 향역사와 같이 하고 있다.

불가에서도 불단을 장엄하게 장식하는 불단 오구족 이라고 하여 향로 하나와 촛대 둘, 그리고 꽃병 둘을 든다. 

그 가운데 으뜸이 향로인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향이 타면서 향기를 주위에 맑게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대승 

불교 스님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최상의 향기는 우리 마음의 향기 이다.

항의 종류

향을 만드는 재료를 향재라고 한다. 이 향재는 식물성 향재와 동물성 향재, 그리고 광물성으로 나뉘어진다. 동물 

성 향재로 유명한 것으로 사향이 있고, 식물성 향재는 식물의 뿌리에서 가지, 줄기, 잎과 꽃에 이르기까지 모든 

방향^ 정유를 지닌 것을 향으로 만들 수 있다. 백단, 자단, 침향, 육계, 정향, 목향 등 수 많은 방향^ 한약재가 

향재가 된다. 그리고 나무의 수액이 굳은 유향이나 용뇌 또한 좋은 향재가 된다. 이러한 향재를 만드는 형태에 

따라 그 명칭이 달라진다. 향나무를 토막을 내듯 향재를 작은 덩이를 낸 것을 편향 이라고 하고, 고운 가루로 낸 

것을 분향 이라고 하며 , 환약처 럼 둥글게 환을 지은 것을 환향 , 작은 원뿔모양으로 만든 향을 뿔향 , 모기향 

처럼 감겨있는 향을 권향 이라고 한다. 그리고 흔히 우리가 보는 막대모양의 향을 선향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선향을 동남아에서는 우리처럼 수직으로 꽂는 것이 아니라 뉘어서 피우기 때문에 와향 이라고 하고, 갈대나 가 

는 대나무에 향을 묻혀 놓은 것을 선향 이라고 구분하기도 한다.

중국에서는 백단이나 침향 하나로 향을 만드는 단방향이 주종을 이루고, 일본은 인조화학향과 단방향 및 여러 

향재를 섞어서 향을 만들지만, 우리는 여러 향재를 섞어서 만드는 조합향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항문화의 현실

오늘날 우리 향시장은 저가격대의 조잡한 인조향과 고가격대의 수입향이 80% 이상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제사나 차례에서 인조화학향으로 향을 피우는 것은 플라스틱으로 된 제수나 공양물로 올리는 것과 무엇 

이 다른가? 그리고 향이 다 타기도 전에 향냄새가 머리가 아프다고 꺼버리는 것은 제수를 다 잡수기도 전에 가시 

라는 것과 같은 비례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더군다나 우리 뿌리가 되는 조상님들을 모시는 자리에 외제 수입 

향을 피운다는 것은 우리 기본정서에도 맞지 않다.

이에 '향기를 찾는 사람들 에서는 우리 전통 천연향을 지키기 위한 '우리향을 피웁시다 라는 캠페인을 벌여 

50,000명이 넘는 서명을 小卜 폭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향기를 찾는 사람들과 취운향당은 전통 향을 연구• 

개 발하여 대 만에서 열 린 '96 불교국제 문물전시 회 와 서 울시 가 주관하는 '96 우수문화상품전 , '97 국제 향수페 

어 등의 행사에 참가하며 우리 향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k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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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어•디•자•이•셔•고•사.
L 0 0 례/에센시아

에선］시아 칫솔살균기

•김 범 태/ 그］ 솔살균기를 생산하는 에센시아의 신충식 사장은 요즘신이 난다.

KIDP 저보개바•팀 /丿、I
一 人 지난 9월 La 국제신기술 및 발명품전시회 에서 최고상인 대상과 건강위생용품 분야에서

금상을 수상하고, 일본의 이치멘종합상사와 연간 50만대 수출계약을 비롯해, 미국,영국, 독일에 총 

2,600만 달러 상당의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시회 현장에서만 67만 달러 （약 6억원） 

의 주문을 받고, 세계치과의사연맹（FDD 서울총회 （'97. 9. 5〜9. 9）에서는 공식 연구제품으로 선정 

되어 세계치과의사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다.

칫솔의 세균은 충치외에도 치주염, 감기 등 각종 바이러스를 옮기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조사가 

나왔는데 “에센시아 칫솔살균기는 세계 최초로 자외선살균과 팬환류 방식을 병행한 기기로 자외선 

살균 등과 자동제어 모터팬이 내장돼 칫솔을 걸어두면 자동으로 칫솔의 세균을 죽인다'고 신사장은 

설명한다.

회사명

에센시아

대표자

신충식

주 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63F
Tel. 3473-7828
개발기간

'97.11. 3시 2. 20
지도위원

백지웅一BEE 디자인

이런 그도 항상 성공의 기쁨과 즐거움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4년 여의 연구 끝에 칫솔에 붙은 수억 

개의 세균을 10분 안에 완전히 살균하는 자외선 칫솔살균기를 개발하느라 집과 재산 모두를 써버려 

25명의 사원들에게 월급도 주지 못할 형편일 때가 있었다. 결국 그는 회사소유의 9인승 승합차에서 

기거하며 부인과 함께 여의도 윤중제나 한강고수부지에서 밥을 해먹고 잠도 잤다.

더 이상 견딜 방법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곤 사흘간 열리는 '중소기업 TV백 

화점' 행사에서 칫솔살균기가 왕창 팔리는 것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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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때마침 칫솔에서 병균이 우글거리는 사진이 매스컴을 통해 나가고 에센시아의 제품이 신문 

과 TV에서 소개되자 두 시간만에 제품이 동이났다. 두 시간만에 신사장의 인생도 바뀌었다. 전시회 

동안 무려 2억원의 칫솔살균기를 판매, 직원들의 밀린 월급과 함께 자신의 집도 되찾았기 때문이다.

에센시아는 전기 •전자 응용분야의 R&D와 시제품 완성 •개발전문회사로 출발해 생활위생용품과 의 

료용구 분야 설계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일괄적 체제를 갖춘 기술집약형 제조회사다.

4년 여의 시행착오 끝에 완성시켜 자기상표를 붙여 판매하고 있는 칫솔살균기는 '95년 전국 우수발 

명품으로 선정 된 데 이어 국가연구기관인 한국구강생물공학연구소에서 살균능력을 인정받은 우수 

제품이다. 5분 안에 99%, 10분 안에 완전살균이 가능하며,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의 품질보증도 획 

득, 안정성도 입증되었다.

또한 칫솔살균기가 최종 소비재이고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만큼 개발 초기부터 디자인에 주력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96년, ‘97년 2년 연속 우수산업디자인(GD)제품으로 선정되고, 경쟁업체에 비 

해 빼어난 디자인은 시장확대에 큰 힘이 되었다.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 육성 업체로 안산센터에 기술연구소와 생산본부를 운영하고 있는 에센시아 

는 경기도 부천과 파주에 전문생산설비를 갖추고 있다.

에센시아의 칫솔살균기 생산능력은 '에센시아 플러스' 의 경우 월간 1만 2천〜1만 5천대, 에센시아 

바이 오는 2만 3천 〜2만 5천대에 이르고 있다.ki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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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 산업디자인 /새영국 새브랜드

q c 세기 프랑스역사가 
丄8줄 미슐레는 “프랑

스는 개인, 독일은 민족, 영 

국은 제국”이라고 말했다. 

영국은 의회민주주의와 자 

본주의를 세계 최초로 발전 

시킨 나라지만, 다른 한편으 

로는 제국의 위대함을 세계 

에 과시한 나라이기도 하다. 

영국이 최대로 팽창했을 때

영국의 국가브랜드

이미지 개편작업

I 정 우 량 / KIDP영국 통신원 중앙일보 런던 특파원

1. 크리스 스미스 문화•미디어•체육장관이 런던시 

내 트라팔가 광장에서 영국 관광청의 새로운 로 

고를 선보이고 있다. 

전세계 지표（地表）의 4분의 

1과 5억명 인구를 포함하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 영국의 

라이벌이었던 프랑스가 지 

표의 9%, 1억 4천만 인구를 

장악하고 있었던 데 비하면 

영국의 영향권이 어느 정도 

였던가를 알 수 있다.

19세기 영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산업화한 나라였 

다. 세계 공업생산의 28%를 

차지했으며 강철의 70%, 그 

리고 면직물의 50%가 영국 

제품이었다. 전세계 바다를 

누비는 상선（商船）의 3분의 

1이 영국 소유였으며, 세계 

무역의 25%가 영국 상품으 

로 채워졌다. 파운드는 국제 

통화로 세계 금융자본의 

90%가 파운드화로 결제됐 

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는 

제국도 어쩔 수 없었다. 제2 
차 세계대전 후 영국은 제조 

업 부문의 사양화와 과거 식 

민지 시장의 상실로 경제력 

이 크게 쇠퇴했다. 현재 영국 

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 
D） 국가 중 미국•일본•독일 • 

프랑스에 이어 5위의 경제규 

모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총 

생산（GDP）에서 영국은 미 

국의 6분의 1, 일본의 3분의 

L 독일의 3분의 2 수준이다.

지난 20년간 영국 경제는 

큰 변화를 겪었다. 1979년 

영국 근로자의 32%가 제조 

업에 종사했으나 지금은 

18%에 불과하다. 반면에 같 

은 해 58%였던 서비스산업 

인구는 지금 75%에 달한다. 

보건•사회복지분야 종사자 

2백50만, 금융•재정분야 종 

사자 1백만 이상, 그리고 각 

종 컨설턴트분야 종사자 65 
만으로집계돼 있다.

젊은 영국 만들기 

토니 블레어총리는 최근 

한 모임 연설에서 영국경제 

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과거 

영국이 자랑하던 석탄•조선 • 

철강 등 전통산업에서 새로 

운 창조산업으로의 전환을 

역설했다. 블레어총리는 영 

국이 세계에 자랑하는 록음 

악이 영국 경제에 기여하는 

막대한 공헌을 예로 들면서 

영국의 국가 이미지를 바꿔 

야 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지난 7월 22일 

자 가디언신문에 기고한 영 

국은 재생（再生）할 수 있다' 

라는 제목의 글에서도 같은 

논리를 폈다. 산업혁명의 발 

상지였던 과거의 영국은 세 

계 의 공장*（Workshop of The 
World）' 이었지만, 이제 새로 

운 영국은 '세계의 디자인 

공장（Design Workshop of 
The World）' 이 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영국은 디자인 

산업에서 매년 1백 20억파 

운드（17조 4천억 원）를 벌어 

들이며 , 30만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블레어총리는자신의 생각 

을 과시하기라도 하듯 지난 

7월말 영국이 세계에 자랑하 

는 영화•대중음악•패션산업 

관계자들을 대거 런던 다우 

닝가 10번지 총리관저로 초 

청, 잔치를 벌였다. 영국 언 

론은 총리관저에 연예인들이 

초청된 것은 처음이라고 소 

개하고, 그날밤 총리관저는 

마치 아카데미상 시상식장 

같았다고 보도했다.

블레어총리의 영국 개조 

론（改蜀侖）은 1994년 노동 

당 당수 취임때부터 나타났 

다. 40대의 젊은 블레어당수 

는 새로운 영국, 새로운 노 

동당 을 표방했다. 노동당은 

생산수단의 공유（公有）를 명 

시 한 당헌 제4조를 폐기하고 

94 M■=! 『산업디자인』통권 155.1997.9/10



사회주의 계급정당에서 대 

중정당으로 전환했다. 지난 

5월 총선 승리로 집권에 성 

공한 노동당은 현대화를 주 

요 정책목표로 내걸고, 젊 

은 영국' 만들기에 총력을 기 

울이고 있다.

젊은 영국 만들기는 산업 

구조와 고용구조를 바꾸는 

경제적 측면에 국한되지 않 

는다. 영국이라는 나라의 

브랜드 이미지' 자체를 바꾸

1. 크리스 스미스 문화•미디어•체육장관이 런던시 

내 트라팔가 광장에서 영국 관광청의 새로운 로 

고를 선보이고 있다.

겠다는 계획이다. 영국의 새 

로운 브랜드 이미지는 영국 

이 영광된 과거를 가진 나라 

인 동시에 강력한 미래도 함 

께 가진 국가라는 것이다.

영국 정부는 새로운 영국 

을 세계에 과시할 구체적 방 

법으로 세 가지를 계획하고 

있다.

첫째로 오는 2000년 런던 

그리니치지역에 들어설 밀 

레니엄 돔을 들 수 있다.

파리의 유명한 퐁피두 문 

화센터를 설계한 영국인 건 

축가 리처드 로저스가 설계 

한 밀레니엄 돔은 건축비만 

7억 5천만파운드가 들어가 

는 거대한 건축물로 세계인 

들의 관심을 모을 것이다.

둘째는 앞으로 3년 동안 

영국에서 개최될 주요 국제 

행사들이다.

내년 봄 '아시아•유럽 정 

상회 의（아셈 ）'를 시 작으로 

서방 선진 7개국 정상회의와 

영연방정상회의 등 대규모 

국제행사들이 줄을 잇고 읏 

다. 영국은 이들 행사를 통해 

영국의 달라진 모습을 세계 

에 널리 알리려는 계획이다.

셋째로 관광회시-항공사… 

공항•항만 등 영국을 대외적 

으로 널리 알리는 기업 •시설 

물들에 영국만이 갖는 독특 

한 컬러를 강조함으로써 깊 

은 이미지를 심자는 계획이 

다. 영국을 대표하는 브리티 

시 에어웨이가지난 여름비

행기의 도장（塗裝）디자인을 

전면적으로 교체한 것도 그 

같은시도의 일환이다.

영국이 아이덴티티

'새 영국, 새 브랜드（New 
Brand for New Britain）^ 계 

획을 추진 중인 런던의 디자 

인 카운슬은 지난 5월, 제2 
차 리포트를 발간한 데 이어 

9월에는 마크 레너드의 영 

국 : 국가 아이덴티티 쇄신 

（Britain : Renewing Our 
Identity, 데모스 출판사）' 을 

펴냈다

레너드는 이 책에서 국가 

이미지 쇄신이 국가발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로 

스페인이 호앙 미로의 그림 

을 사용해 프랑코시대의 어 

둡고 무거운 국가 이미지에 

서 밝고 낙천적이며 젊은 국 

가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성 

공했던 사례를 들었다.

레너드는 지금까지 영국 

의 아이덴티티라고 하면 제 

국•영어 •산업혁명 ♦영국성공 

회•축구와 럭비 등이었다고 

지적하고, 1）지구의 중심축, 

2）창조적 섬나라, 3）혼성민 

족, 4）도전적인 기업가 정신, 

5）조용한 혁명의 역人卜 6）얄 

자에 대한 보호 등의 여섯가 

지 기본틀을 토대로 한 현대 

적 국가 아이덴티티로 전환 

할 것을 제의했다.

이와 함께 주목할 것은 영 

국관광청 （BTA） 이 추진하는 

이미지 개선 작업이다. BTA 
는 관광산업 측면에서 왕실 •대 

영박물관•자연풍광 등으로 

선 한계에 부딪쳤다고 보고, 

영국의 새로운 이미지로 나 

이트클럽, 퍼브, 패션, 음식 

등을 들고 나왔다. 이를 위해 

영국의 상징인 유니언 재크 

를 변형시킨 새로운 로고를 

만들어 최근 성대한 발표회 

를가졌다.

그동안 영국이 세계에 내 

놓았던 것은 오랜 역사와 전 

통이었다. 그러나 시대의 변 

화는 더 이상 역사와 전통만 

으로는 버틸 수 없도록 만들 

고 있다. 과거의 나라 영국은 

미래의 나라로 탈바꿈하고 

있는것이다.

영국이 추구하는 노선은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구태의연하 

게 역사와 전통만을 내다 팔 

것이 아니라 활력 넘치는 미 

래의 한국 이미지를 세계에 

알려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영국의 변화 노력을 우리도 

배워야 할 것이다.ki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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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산업디자인/미국 rose사

o 디오를 좋아하는 사 

—그一람들에게 미국의 보 

스（BOSE）사는 낯선 이름이 

아니다. 미국에서 뿐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86개 

국에서 보스사는 이미 두터 

운 소비자층을 확보하고 있 

다.

보스가- 세계 오디오시장 

에서 꾸준한 성장을 계속할

실용적인』괴느굫과

우수하" 디자이 우수한 디자［ * L L

| 이 규 민 / KIDP 미국 통신원 동아일보 뉴욕특파원

用
1. 보스사의 컴팩트디스크와 안방 극장시스템, 

FM라디오를 결합한 탁상형 오디오

2. 실제 공연장에서의 소리 이동

3. 기존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의 이동

4. 반사음 개념을 도입한 보스사 스피커의 음의 이동 

수 있는 것은 이 회사 고유의 

독특한 디자인 개념 때문이 

다. 반사음을 살려 생음악에 

가까운 임장감을 내도록 설 

계된 이 회사의 스피커 시스 

템들은 40년 가까운 세월동 

안 고집스럽게 그 형태와 기 

능을 유지한 채 오디오 팬들 

을 설득해 왔다. 그 결과 오 

늘날 뉴욕 월스트리트의 기 

업분석가들은 미국에서 디

이 회사는 지난 '68년 MIT 
공대 교수인 아마르 보스 박 

사•（현회장）에 의해 설립됐 

다. 세계적인 음향학의 권위 

자이며 클래식음악 애호가 

인 보스 박사는 기존의 스피 

커 시스템을 통해 음악을 들 

을때 항상무엇인지 모를아 

쉬움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 

다. 수 년간의 연구끝에 보스 

박사는 기존의 스피커시스 

템이 안고 있는 결정적인 취 

약점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 

이다. 즉 실제 공연장에서 음 

악을 들을 때는 청중석으로 

직접 전달되어 오는 소리 이 

외에 무대 뒷면의 벽을 통해 

반사되어 오는 소리를 함께 

듣게 되는데 기존의 스피커 

들은 재생된 음을 앞으로만 

향해 뿜어낸다는 점을 찾아 

낸 것이다.

그래서 공연장의 소리와 

가장 유사한 음을 낼 수 있도 

록 반사음을 살리는 방법을 

고안해 만든 것이 오늘날까 

지 유명한 보스 901타입의 

스피커 시스템이다. 그는 내 

친 김에 아예 교단을 떠나자 

신의 이름을 딴 회사를 설립 

하고 상품개발 연구와 경영 

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지금 

까지도 기본적 형태가 변함 

없이 유지되고 있는 보스 

901스피커는 몇 가지 점에 

서 기존의 스피커와 전혀 다 

른 차원의 디자인 개념을 보 

여 주고 있다.

우선 60년대 말까지만 해 

도 스피커는 통이 크고 유니 

트（스피커 알맹이）가 커야 

제 소리를 낸다는 것이 정설 

처럼 통해져 왔었다. 그래서 

웬만한 스피커들은 아파트 

현관문 반쪽 만한 크기였고 

그 속에 들어가는 유니트도 

직경이 15인치를 넘는 제품 

들이 수두룩 했었다.

그러나 보스가 선보인 901 
스피커는 앞면의 넓이가 바 

둑판 반개 남짓에 불과했고 

유니트의 크기도 밥공기와 

비슷한 4.5인치 정도 밖에 

안됐다. 스피커 한쪽에 이 작 

은 유니트를 9개씩 집어 넣 

었는데, 이는 대형 유니트에 

서 나오는 웅장한 소리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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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기 위한 기술적인 시도 

였다.

당시 이 같은 디자인 개념 

은 파격적인 것이었고 일부 

전문가들은 과연 이 스피커 

시스템이 판매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 

하기도 했다.

두번째, 기존 제품과 다른 

1 . 앞과 뒤. 좌우 양쪽으로 음이 전달되도록 설계된 보스사의

스피커들 중 701시리즈

2. 901 스피커 해부도

점으•로 901스피커는 음이 

앞뒤 양쪽 방향으로 분출되 

도록 설계됐다는 점이다. 오 

디오 역사상 뒤쪽으로도 나 

올 수 있게 설계된 것은 이 

제품이 처음이었다. 양면으 

로 음이 나오게 한 이유는 앞 

서 언급한 대로 실제 무대에 

서 연주되는 소리의 일부가 

뒷벽면에 반사되어 청중에 

게 전달되는 것과 같이 스피 

커에서 나오는 소리 중 일부 

도 뒷벽면에 반사돼 청취자 

에게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임장감을 살린다는 이론에 

서 비롯됐다.

보스사의 상징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이 스피커는 시중 

에 나오면서 바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소비 

자들이 기존의 스피커와는 

분명히 다른 소리를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회사- 

설립후 초반 10년 동안 매출 

이 매년 54%씩 증가했다는 

기록은 이 스피커시스템이 

오디오 시장에서 얼마나 큰 

환영을 받았는지 잘 보여주 

고 있다. 이 시스템은 외관상 

디자인이 거의 그대로 유지 

된 채 기술적으로만 조금씩 

개선되면서 지금까지도 베 

스트셀링 제품 중 하나로 존 

재하고 있다.

901시리즈 이외에 이 

회사에서 개발한 

전체 기종의 

스피커들 

은 모두 

앞뒤 양쪽 

으로 음이 

전달되도록 

설계되어 

읏1다. 외양 

이 아름답기 

로 정평이 나 

있는 701시리즈 

도 음이 앞과 뒤 , 그

리고 좌우 양쪽으로 퍼져 나 

오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그 후에 나온 보스사의 신 

제품들도 전부 이같은 반사 

음이론의 디자인 개념으로 

설계됐는데 하나같이 그 실 

용적인 기능과 우수한 디자 

인으로 오디오시장을 선도 

하고 있다.

웨이브 라디오

잘 나가던 보스사가 어려 

움에 빠진 것은 지난 80년대 

초반. 세계적인 석유파동때 

문에 경제성장이 둔화되자 

가장 먼저 영향을 받기 시작 

한 곳이 보스사와 같은 오디 

오 제조업체들이었다. 이 때 

보스사가 재빠르게 선보인 

제품이 웨이브 라디오라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오디오 소유자 

들이 석유위기가 닥치자 전 

기 소비량이 큰 대형 오디오 

시스템 대신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면서 하루종일 FM방 

송을 즐길 수 있는 테이블형 

라디오를 원한다는 점에 착 

안해 만들어낸 제품이다. 이 

제품 역시 크기가 우리 나라 

전화번호부 책보다 약간 두 

꺼운 정도에 불과하지만 내 

부에 음이 빙글빙글 돌아서 

옆과 뒤쪽으로도 흘러 나갈 

수 있는 통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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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 놀라울 정도로 저음 

이 잘 재생되도록 만들어졌 

다.

이 제품은 성능도 성능이 

지만 컴팩트한 디자인 때문 

에 그 해 미국에서「올해의 

디자인상」을 수상했다. 주방 

과 서재 등에 잘 어울리는 

우수한 디자인 덕분에 이 제 

품은 날개 돋힌듯 팔려나가 

석유위기에서 이 회사를 구 

해내는 효자 노릇을 하기에 

이르렀다.

보스사가 또 한 번 디자인 

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제품 

으로 라이프스타일 시리즈 

를들수 있다

90년대 들어 대중적으로 

보급된 컴팩트디스크와 안 

방극장 시스템, 그리고 FM 
라디오를 결합한 탁상형 오 

디오■가 그것이다.

어른 주먹만한 크기의 스 

피커 5조는 실내 곳곳 눈에 

잘 띄지 않는 장소에 분산 설 

수상했다.

탁월한 기술력과 발상전환 

식의 뛰어난 디자인 감각

보스사가 단순히 외형상 

의 디자인에만 치중했더라 

면 오늘날과 같은 높은 평가 

를 받지는 못했을 것이다. 보 

스사의 특징은 제품의 기능 

과 성능을 손상시키지 않으 

면서 미적 감각을 최대한 살 

려내는 탁월한 디자인능력 

에 있다. 이 회사* 3천5백명 

직원 중에 무려 3백여 명이 

직접•간접으로 디자인과 관

「口 치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기종에 따라 2천달러 안팎에

1. &사의 웨이브 라디오 판매되고 있는 이 제품은 가

격대비 성능이 우수한데다 

어느 곳에도 잘 어울리는 수 

려한 디자인 때문에 미국에

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사 

실은 보스사가 얼마나 산업 

디자인에 정열을 쏟고 있는 

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

보스사는 고급제품을 만 

드는 곳이 아니다. 대중적인 

오디오를 생산하는 업체이 

다. 따라서 그 성능도 가격이 

보스보다 수 십배씩 비싼 세 

계 최고 수준의 하이엔드 제 

품들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 매출규모도 국 

내 재벌그룹들이 소유하고 

있는 전자회사들에 비하면 

보잘 것 없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 

사가 40년 가까이 변함없이 

전세계적 명성을 유지하면 

서 연평균 매출대비 순이익 

비율이 16%에 이를 만큼 높 

은 부가가치를 즐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보스사-가 

보유하고 있는 탁월한 기술 

력과 발상전환식의 뛰어난 

디자인감각이 바로 그 이유 

라고 기업분석가들은 말한 

다. kidp

서 가장 잘 팔리는 안방극장 

시스템으로 떠올랐다. 이 제 

품 역시 미국 산업디자인협 

회가 선정한 디자인대상을 

98 ■— I 『산업디자인』통권 155.1997.9/10



미국 인더스트리얼디자이너협회(IDSA)와 비지니스워크(지)가 주최하는 'IDEAQndustri히 Design 

Excellence Award)'이 올해 수성작 141점이 션정되었다.

어 시생재는 성품익 혁신성, 사용자 편이성, 경재성, 적절한 소재와 생선공정, 소비자어!걔 어필할 수 있는 디자 

인, 사회에 미치는 파장 둥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으며 심사 부문은 다음과 같다.

• 비즈니스 및 산업 제품

• 소비자 제품

• 환경 디자인

• 가구

• 의료 및 괴학 장비

• 포장, 口레픽&시용자 인텨패이스

. 수송수단

• 실험적 디지인

• 학생 디자인



선업 q품/금상

Aptiva S 시리즈 (Aptiva S Series)

디자이너 : Robert Steinbugler, 
Ronald Smith, John Swansey 
Client: IBM Corp., Armonk, NY 
특 징 : IBM이 선보인 Aptiva S 시리즈는 기 

존의 모니터, 본체, 키보드가 분할된 컴퓨터와 

는 달리, 모니터와 본체를 일체화 했고, 컴퓨터 

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본체 위에 컴퓨터를 

올려 놓을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컴퓨터가 차지 

하는 면적을 최소화 하였다.

선업 지善/금시

DLL 5010-M 4여거 바코드 셔너 

(DLL 5010-M Laser Bar Code 
Scanner)

디자이너 : Philip Swift, Frank Gong 
Edward Trant, Alan Ball, Drew Tosh. 
David Honan
Client: Symbol Technologies, Inc/Data- 
logic SpA, Holtsville, NY/Bologna, Italy 
특 징 : 스캐너에 힘을 가하지 않고도 정확하 

게 판독할 수 있으며, 라벨의 판독 범위 8•이다. 

인처공학적 측면과 심미성 등을 고려하여 디자 

인되었다.

선업 幅/금상

컬려 시트 프린텨 2030
(Color Jetprinter 2030)

디자이너 : Tom Pangburn, Pete Mendel 
Client: Lexmark International, Inc., 
Lexington, KY
특 징 : 도어부근과 앞쪽 커버 사이의다이너 

믹한 옵셋은, 도어의 열림작동을 나타내줄 뿐만 

아니라, 기계의 雉으로부터 커버들이 순조 

롭게 교체되도록 해준다. 만곡된 표면은 기계의 

3부분이 쉽게 분해되도록 하고자 설계되었다.

선업 q 품/금성

컴퓨텨 익"。리

(Computer Accessories)

디자이너 : Noel Zeller, Harvey Bernstein, 
Seth GreenWald, Lukie Bernstein 
Client: Zelco Industries, Inc..
Mt.Vernon, NY
특 징 : 컴퓨터 주변 환경을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고안된 컴퓨터 액세서리. 컴퓨터 측 

면에 부착하여 문구류를 꽂아 놓고 쓰거나 때로 

는 꽃병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딱딱한 분위기의 

컴퓨터 주변을 유연하고 화사하게 꾸밀 수 있도 

록 제작되었다.

선업 口품/금상

손잠0!가 있는 적립힝 스 q 普려

(The BOSTON Grip StandUP)

디자이너 : George F.W. Boesel, Stapler 
Bob Brunsdon
Client: Hunt Manufacturing Co., 
Philadelphia, PA
특 징 : 뛰어난 기능과저렴한 가격의 손잡이 

가 있는 직립형 스테플러. 쿠션을 제공하는 그 

립과 손의 피로를 줄여주는 트랙션 사이에 고무 

가 있어 철하는데 장애 요소를 가늠할 수 있고, 

직립형의 형태로 보관 면적을 줄임은 물론 어수 

선한 책상에서 쉽게 눈에 띌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다.

선업 可품/금성 

장0! 있는 토스텨기

(Toast Logic Toaster with Window)

디자이너 : frogdesign inc.
Client ： Sunbeam-Oster, Schaumburg, IL 
특 징 : 마이크로 칩이 내장된 이 토스터기는 

알맞은 온도 조절은 물론, 전압이 다른 곳에서 

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또한 창 

이 나 있어 빵이 적당히 구워졌는가를 볼 수 있 

다.

선업 q품/금성

인기 벛 이선화턴소 側기 

(Sheltra Smoke & Carbon 
Monoxide Detectors)

디자이너 ： Sohrab Vossoughi, Pewy 
Yao, Steve McCallion, Greg Hinnzmann, 
Kim Porter Dave Knaub
Client: The Coleman CO., Wichita, KS 
특 징 :빗자루 등에 의해 코드가 빠져경보기 

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기존의 탐지기보다 크게 디자인하여 눈에 

잘 띠도록 했으며, 플랩 뒤에 사용방법을 적어 

둠으로써 사용자 편이를 도모한 단순하고 깨끗 

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제품이다.

산업 4품/금성

ELPH

디자이너 : Yasushi Shiotani
Client: Cannon Inc.
특 징 : 크레디트 카드만한 크기의 초경량 휴 

대용 카메라. 최첨단 사진 시스템 기술이 집적 

된 우수한 기능의 카메라. 비록 작지만 카메라 

몸체가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어 견고하며 우아 

한느낌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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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업 q 품/금상 

스포츠 기彳리

(Fun Saver Sports Camera)

디자이너 : Eastman Kodak Design & 
Engineering Staff
Client: Eastman Kodak Co., Rochester, NY 
특 징 : 코닥이 선보인 스포츠 카메라는 간편 

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컴팩트하게 디자인되어 

포켓이나 비치백 등에 넣고 다니기에 좋다. 또 

한 카메라 외부에 충격 흠수 고무가 있어 충격 

叫 수분에 의한 카메라 손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신엄 可품/금상

3고헌 다저인딕 공구 (Tough To에

디자이너 : Chase Design
애ent: Imperial Schrade Corp.,
테enville, NY
특 징 : 21 가지의다른 기능을 제공하는 포켓 

사이즈외 공구용 박스. 잡기 편한 손잡이, 접음 

식 집게, 안전성을 제고한 드라이버 등 견고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공구.

선업 q 품/금상

서용지 三여・ 도모헌 스彳°1트 

(Perfect Fit™ In-line Skate)

디자이너 : Rick Polk, Adam Luedke, Jim 
Easley, Ken Schomberg. Scott Olson 
Client: Launch Sports, Chanhassen, 
MN
특 징 :한개의다이얼과세개의버클로크기 

조절이 가능한 스케이트. 스케이트를 탈 지형조 

건에 따라 스케이트를 간단히 재조립하면 어느 

곳에서나 편안하게 탈 수 있도록 안전성 제고와 

충격 완화를 향상시켰다.

선업 鴨/온상

디隔 랑선 罰 장비 서스目

(Digital Load Carrying System)

디자이너 : Dennis L. Carlson, Harold F. 
Vandine, Robert S. Sarratt 
Client: GM/Hughes Aircraft Co., 
Arlington, VA
특 징 : 사막지대에서 사용되던 군용 디지털 

통신 시스템이 이제는 개인 휴대 장비로 개발되 

었다. 이러한 디지털통신 휴대장비에는 레이저 

센서, 야간 투시경, 컴퓨터. 2개의 라디오, 위치 

표적장치, 밧데리 등이 들어 있다.

선업 幅/은상

T언 서肉힘 (Personal Post Office)

디자이너 : Pail W. Porter,
David W. Beckstrom, Joan Doutney, 
Joseph Sugrue, Beth Jennings, 
Ian Jenkins
Client: Pitney Bowes Inc., Stamford, CT 
특 징 :새로운 기술을채택하여거리와중량 

에 따른 우편요금을 상정할 수 있는 개인 사서 

함. 잉크 제트 프린팅과 스마트 카트 기술을 결 

합, 필요한 우표의 양을 정확하게 프린트할 수 

있고 사용자로 하여듬 계량된 만큼 우표를 붙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선업 龍/은성

TapeStor 백업 드리여비

(TapeStor Drive Family)

디자이너 : frogdesign inc.
Client: Seagate Technology, 
Costa Mesa, CA
특 징 : Seagete Technology사가 고안한 

백업 드라이버. Seagate' 란 회사명과 로고가 

깊은 푸른 바다를 연상케 하며, 직립 형태의 디 

자인은 산만하기 쉬운 책상에서 안정되고 간결 

한느낌을 준다.

선업 q 품/은상

탭리트 트耳 (GPC 2000 Series 
European Center Controlled 
Pallet Truck)

디자이너 : Rainer Teufel, Pete Koloski, 
William Davis, Mike Gallagher, Russ Kroll 
Client: Crown Equitment Corp.,
New Bremen, OH
특 징 : 유럽형 창고용 리프트 트럭으로 컴팩 

트하고 튼튼하게 디자인 되었다. 이 트럭은 운 

전자의 작업 능률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며, 

또한 운전자에게 편안한 작업 공간을 제공한다.

선업 可품/은상

EON 휴대용 옴항 장비 (EON Portable 
Performance Series)

디자이너 : Richard Watson, Ron Vish. 
Tom Misage, John Devlin, Marty Gage, 
Eric Weissinger, Jim Havlovick, Cal 
Perkins, Mark Spector, Doug Button 
Client: JBL Professional, Northridge. CA 
특 징 ： JBLO) 개발한 EON 시스템이라 명명 

된 이 공공 음향 장비는 휴대가 간편하고 사용 

이 편리하며 여러 용도에 쓰일 수 있는 제품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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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업 胃품/은성

AlphaStation & AlphaServer
Designer Language

디자이너 : Robert Hanson, Bernard 
Maurer, Joseph Pozerycki Jr, Richard 
Johnson, Socott Stropkay
Client: Digital Equipment Corporation, 
Maynard, MA
특 징 : 우수한 칩이 내장된 디지털 시pha Sta
ton & AlphaServer는 고성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장비로서 디자인되었다.

Top Gun Blue 모양의 컴퓨터 전면판은 방열 

창으로 사용되며, 돌출된 전면은 전력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해 준다.

선업 4품/온상

°1■너트읾크 屮I 서러즈

(Apple Network Server Series)

디자이너 : Mac Yoshimoto, Paul 
Hamerton, Yves Behar, Palo Alto, 
Cal Seid, Jeff Whitmer, Bill Bull, Brion 
La Pointe, Bob Olson, Tim Parsey 
Client: Apple Computer, Inc., 
Cupertino, CA
특 징 : 고객 서비스와 안전성에 초첨을 맞추 

어 애플사가 디자인한 네트워크 서버.

방열판이 내외부에 교체하기 쉽게 장착되어 있 

고, CD ROM이나 디스켓을 넣는 미디어 도어 

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잠금장치가 있다.

선업 龍/은성

eMate 300

디자이너 : Thomas Meyerh
Client: Apple Computer, Inc., Cupertino, CA 
특 징 : eMate의 독특한 디자인과 반투명의 

재질 사용, 선명한 화상 등은 기존의 회색 사각 

박스 형태의 노트북을 대체하기에 부족함이 없 

다. 단순한 형태와 선명한 화상은 사용자에게 

친숙함을 준다.

소비자 弔품/은상

Pop-叩 q 여프

(Scotch™ brand Pop-Up Tape 
Strips)

디자이너 ： Casey Carlson, Elmer Blackwell, 
Tom Connolly, Bruce Samuelson, 
Jim Pedginski, Neil Randen, John Frank 
Client: 3M Customer Service, St. Paul. 
MN
특 징 : 선물을 싸는데 사용하고자 만들어진 

스카치 테이프로, 사용자 편이를 위해 사용할 

만큼의 테이프를 쉽게 잘라 쓸 수 았도록 일정 

한 간격마다 절단선이 넣어져 있다. 디스폔서는 

손 위에 차거나 테이블에 부착시켜 사용할 수 

있다.

소비자 年품/은상

Stella 커보드

(Stella Keyboard Support)

디자이너 : Matthew Rohrbach, Jane 
Fulton Suri. Jon Kaplan, David Law, 
Kevin Nason
Client: details, Caledonia, Ml
특 징 : 인간의 직관력을 고려한 키보드로, 단 

순한 손의 움직임으로 쉽게 키보드를 조작할 수 

있다. 조작시 손에 반복적인 긴장을 느끼게 되 

는 기존 키보드와는 달리, 편안하게 다룰 수 있 

는 인체공학적 측면이 고려된 키보드이다.

소비자 q 품/은성

伸। 허텨

(Heat Stream Ceramic Heater Line)

디자이너 : Ted Ciccone, Mike Clark, 
J.F.Lie, Roy Fischer, Randall Toltzman 
Client: AdobeAir Inc., Phoenix, AZ 
특 징 :세라믹히터로 방의장식적효과를 고 

려하여 디자인하였다. 모듈러 시스템을 채용하 

여 기기의 단가를 최소화 하는 동시에 외형적으 

로 차별화 될 수 있는 제품을 시장에 새롭게 선 

보였다.

소비자 弔품/은성 

여성용 브려쉬

(For Women Only Brushes)

디자이너 : Eric Chan. Jeff Miller, Fede 
Carandini
Client: Goody Oriducts, Peachtree City, 
GA
특 징 :판에 박힌 브러쉬타입에서탈피, 새로 

운 라인과 형상을 브러쉬에 적용하여 여성들의 

미적 감각을 충족시킨 제품이다. 반투명 플라스 

틱과 무광택 구조로 되어 있어 자연적인 느낌을 

준다.

소비자 可품/은성

Equinox

디兩|너 : Sohrab Vossoughi, Henry 
Chin, Kuoyong Huang, Dave Thorpe 
Client: NEC America, Mountain View, 
CA
특 징 : NEC Equinox는 고음질의가정용멀 

티미디어 정보센터. 컴퓨터, 스테레오, 오디오, 

비디오, TV, 팩스, 자동 응답기 등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사용하기 편하도록 오디오, 비디 

오, 컴퓨터 등을 일체화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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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q 품/은상

대스 m 틉 PC
(Presario All-in-One Desktop PC)

디자이너 : John Loudenslager
Client: Compaq Computer Corp., 
Houston, TX
특 징 :사용자 편이를 위해 스테레오, 응답기, 

모뎀, 플로피, IR 수신기, CD-ROM 등을 집약 

시킨 PC.독특한 형상과 미적 감각이 돋보이는 

제품.

소비자 龍/은상

Presario Minitower 可리즈 4000, 
6000, 8000

디자이너 : John Loudenslager, Maika 
Evera, Alvia Talosa
Client ： Compaq Computer Corp., 
Houston, TX
특 징 : 사용자의 손쉬운 사용을 특징으로 하 

는 Presario Minitower는 현재 PC 소매시장 

의 떠오르는 샛별로 부상하고 있다. 본체 상단 

의 윗면에 조작 버튼이 위치해 있고 CD-ROM 
드라이버가 본체 상단에 있어 사용자 편이성을 

제고했으며 통풍의 문제를 해결했다.

소비자 q 품/은상

점수융 호音 장비 (Impulse 2 Snorkel)

디자이너 : William Ungar, Lake Forest, 
Moom Choi
Client: U.S. Divers Co., Santa Ana, CA 
특 징 : 다이빙용 호흡 장비로 고안된 'Divers 
Imwlse 2'는 철벅거리는 물을 들여 마시거나 

내뿜기도 하여 편안하게 물 속에서 호흡할 수 

있는 혁신적인 원추형의 챔버를 사용했다.

소비자 q 품/온성

포又 부칙 可스팅 (Snap Track™ 
Pocket Attachment System)

디자이너 : Lee W. Brillhart, RickW.
Stewart
Client: Survival Inc., Seattle, WA 
특 징 : 사용하기 쉬운 효율적인 부착 시스템 

으로 저렴하며 제작하기도 쉽다.

소비자 年품/은성

언방극장을 N항한 디“ TV
(Digital Home Theater Television)

디자이너 : Chris Montalbano, Gregory 
Montalbano. Aaron Klein, Kennin Sato 
Client: Projectavision Inc., New york, NY 
특 징 : 프로젝타비젼은 디지털 마이크로미러 

장치 기술을 이용, 프로젝션 캐비넷이나 벽면 

등에 선명하고 깨끗한 영상을 펼쳐 보일 수 있 

는 디지털 TV 안방극장, 컴퓨터극장 등 세가지 

역할을 하는 영상 매체이다.

소비자 龍/은상

옷걸여 (The Ultimate Hanger™)

디자이너 : Michael Prince
Client: Beyond Design Inc., Chicago, IL 
특 징 :옷장에 많은옷을효율적으로걸수있 

도록 고안된 옷걸이로 수납 해결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타원형의 이 옷걸이는 가 

운데 바(bar)에 4벌의 바지를 윗쪽 바에 넥타 

이와 스카프 등을 걸 수 있다.

소비자 可품/은성

퍼耳니여프외 스 mq 어떡

(Ergo 2000™ Putty Knife and 
Scraper)

디자이너 : Jim Warner, Antoine Bordier 
Client: Red Devil. Inc., Union, NJ 
특 징 :편안하고 안전하게일을 수행할 수 있 

는 인체공학적 측면을 고려하여 디자이된 나이 

프와 스크레이퍼로 미적 스타일로 혁신적인 제 

작 프로세스가 타 상품과의 차별화를 꾀한다.

소비자 龍/은상

어일 用에I (2-in니 Easel Table)

匚闪이너 : David Dombrowski, 
Ken von Felten, Mary Jean Bush 
이ient: Fisher-Price, Inc., East Aurora, 
NY
특 징 : 어린이들에게 더 많은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고안된 것으로 재이동이 가능한 칠 

판, 두 개의 페이퍼 클립, 두 개의 페인트 트레 

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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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q 품/은상

이린이용 거구 (Children's Furniture)

디자이너 : Colin Reedy, Kevin Bryck, 
Lee Dexheimer
Client: MetaMorf, Inc., Portland, OR 
특 징 : 경제적이며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어 

린이용 가구로 재생 플라스틱을 이용하여 제작 

되었다. 쓰레기로 폐기될 것을 자원화했다.

횐거*/금성

선프린可스고 스튜디오

(IDEO Product Development
San Francisco Studio)

디자이너 : Douglas Thornley,
Robert Baum, Ian Coats MacColl, 
Sam Hecht
Client: IDEO Product Development, 
San Francisco, CA
특 징 : 물가에 위치한 스튜디오는 서가의 뒷 

면을 이용하여 꾸여졌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물론 유연한 작업공간이 되도록 했으며, 주변 

환경과의 조화에 많은 배려를 했다.

횐경물/금성

건훅4의 공기업훅 구조

(Airtecture Pneumatic Structures)

디자이너 : Axel Thallemer
Client: Festo KG, Esslingen, Germany 
특 징 : Festo사는 주변에서쉽게 구할 수있 

는 가죽, 나무, 금속, 천 등을 사용하여 합리성 

과 미적 감각을 동시에 지닌 모빌 전시장을 만 

들었다. 반투명막과 기능성 직물을 전시장에 사 

용했으며, 공기 챔버들은 전시장의 지지 구조 

역할을 한다. 컴퓨터에 의해 자동 조절된다.

횐頁/금성

WorkLife New York

디자이너 : Aura Oslapas, Johnson Chow, 
Cheryn Flanagan, Ilya Prokopoff, Tony 
Rastatter, Palo Alto, Gitta Salomon, 
David Reinfurt, Woody Rainey Jr.
Client: Steelcase WorkLife NY, 
New York, NY
특 징 : 공간 활용과 의사소통 등의 문제 해결 

을 위한 혁신적이며 심도 있는 사무용 가구 시스 

템으로 깔끔하며 쓰| 편한 디자인이 돋보인다.

횐경물/금성

The Fashion Center Information 
Kiosk

디자이너 : James Biber, Michael Zweck- 
Bronner
Client: The Fashion Center Business 
Improvement Districk, New York, NY 
특 징 :본건물은뉴욕을상징하는것으로, 뉴 

욕의 의류 산업에 대한 자부심을 나타내준다. 

재미있고 변덕스럽게 보이며, 또한 환영하는 듯 

한 이 건물은 패션의 세계에 좀더 접근한 것과 

같은 인상을 준다.

횐 H/온상

Smart Space

디자이너 : Davin Stowell, Tam Thomsen, 
Tucker Viemeister, Tom Dair,
Tim Kennedy, Thomas Mucker, 
Risa Honig, Bryce Sanders
Client: Smart Design Inc., New York, NY 
특 징 :이 스튜디오는 작업 공간 그 자체보다 

는 프로젝트와 팀간의 유연성을 고려하여 칸막 

이를 없애고 오픈하여 설계되었다.

환경물/은상

애%kei Site-ViewScape™

디자이너 : Paul No비e, Thomas Apple, 
Joseph Giordano, John Footen , 
Andrew Klein
Client: The Nasdaq Stock Market, 
Washington, DC
특 징 : 디지털 디스플레이 시스템으로 변화하 

는 시장 상황에 즉각 대응하고, 직관적인 응답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디자인되었다. 시장 참여 

자들이 TV뉴스 앵커나 투자자들과의 직접 대화 

도가능하다.

횐“/은상

Niketown Signage

디자이너 : Coco Raynes, Seth Londergan 
Client: Child, Bertman, Tseckares Inc., 
Boston, MA, & Two Hundred Newbury 
Street Crop.
특 징 : 입체 조각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빌 

딩과 주차장의 사인들은 빛 위에 떠 있는 것처 

럼 보인다. 주차장의 방향 지시 전파는 빛과 소 

리를 통합하여 지나가는 이가 차가 밖으로 나오 

는 지를 알 수 있게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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횐겅불/은성

미턴 루텨갱 방문자 신터

(Martin Luther King, Jr. Visitor 
Center)

디자이너 : Ralph Appelbaum, James 
Jeffries, KaiTom Chiu. John Locascio, 
Peter Morais, Mary Beth Byrne
Client: Martin Luther King. Jr., National 
Historic Site, Atlanta, GA
특 징 :나레이터구조물로 King이란 실제 단 

어룰 사용하고, 필요한 인공물로 50년대와 60 
년대의 비디오 및 오디오를 사용함으로써 루터 

킹이 어떻게 민족의식을 일깨우고, 어떻게 시민 

권이 강화된 사회를 만들었는가를 보여주고 있

가구/금상

어린어 요目 (Mateo's Crib)

디자이너 : Alberto Mantilla, Anthony 
Baxter, Robert Wilson
Client: Robert Wilson Furniture Design, 
Hoboken, NJ
특 징 : 단순한 형태의 이 요람은 생후 6개월 

을 전후한 아기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경제적이고 적합한 재료 

사용, 감각성 등이 돋보이는 이 요람은 사랑의 

영감으로 디자인 되었다.

환경물/은성

모밀하우스 신텨

(Celebration Temporary Preview Center)

디자이너 : James Biber, Michael Zweck- 
Bronner
Client: Walt Disney Imagineering, 
Celebration, FL
특 징 : 영화장비를 사용하여 디즈니사가 계 

획한 공동체의 가정 형태를 연출하고 있어, 방 

문자는 디즈니사가 분양하고자 하는 집의 실제 

크기와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가구/금성

샐내외 의지 버 耶憎 (The Indoor/ 
Outdoor Chair & Table)

디자이너 : Bruce Burdick, Susan Burdick, 
Johnson Chow
Client: Itoki Co. Ltd., Tokyo, Japan 
특 징 : 실내외 어디서나 쌓아 둘 수 있는 의 

자, 알루미늄 구조물로 의자의 팔걸이, 등판 가 

장자리 등은 플라스틱으로 성형되었다. 의자 밑 

판과 등판은 여러 색상으로 제작 가능하고 팔걸 

이는 주문에 따라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 

다.

가구/온성

이동 가봉한 외자 미 태어■ 서트

(Migrations)

디자이너 : Michael Shields,
Client: Brayton International, High
Point, NC
특 징 :일하는 장소에 따라 이동 가능한 사무 

용 가구 서트로 혁신적인 디자인과 사용자 편이 

성을 도모한 제품이다. 사람과 기술이 함꼐 어 

우러져 작업할 수 있도록 수행 능력의 향상을 

도모했다.

가구/온상

Gratefish Storm Drain

디자이너 : Mitchell Mauk, Laurence Raines 
Client: Mauk Design, San Francisco, CA 
특 징 : 화학약품을 함부로 배수구에 버리는 

이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다의적 심볼로서 

물고기를 이용했다. 이러한 디자인은 환경오염 

방지에 있어 매우 효율적이다.

가구/온싱

XOREL Chair

디자이너: Brian Kane,
이ient: Carnegie, Rockville Centre, NY 
특 징 :이의자는마모와열전도가잘안되는 

Xorel 구조물의 독특한 특성을 이용했다. 사출 

성형에 의해 제작되며, 우레탄쉘이 Xorel을 덮 

고 있다. 여러 개를 포개어 쌓을 수 있고 청소도 

용이하다.

가구/온상

AR5™ Wash Luminaire

디자이너 : Tim Terleski, Dave M, Planka, 
Staci Ault Mininger, Anne Moser 
Client: Irideon, Inc., Dallas, TX
특 징 :자동 무대 조명 기술을 소개하기위해 

디자인된 조명등. 빛의 조절은 벽에 붙여진 컨 

트롤러에 의해 가능하며,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하여금 빛의 색과 무드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 

운 방법을 제시해 준다.

『산업이자인』
통권 155.1997.9/10 匚二二^—105



억료 및 과학 장비/금성

ForeRunner Defibrillator

디자이너 : Jon Bishay
Client ： Heartstream, Seattle. WA 
특 징 :생존자 구출시회생자들을 맨 처음 접 

하게 되는 소방대원, 경찰, 구조대원들의 손에 

서 heartstreami 잡음으로써 생존자에게 쉽 

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하여 수천명의 생명을 구 

할 수 있는 장비이다. 소형이며 사용과 관리가 

쉽다.

익료 및 과학 장비/금성

LARA System

디자이너 : Steven Bellofatto, Anthony Di 
Bitonto, Mario Turchi, Scott Salmon 
Client: Alimenterics, Inc., Morris Plains, 
NJ
특 징 : 박테리아성 위궤양 환자의 호흡 분석 

에 사용되는 진단 기구로, 환자 데이터의 스캐 

닝과 샘플이 담긴 약병을 싣는 것을 일체화했 

다. 데이터 등록과 샘풀 적재 지역은 사용자가 

샘플을 스캔하는 곳에서 쉽게 손닿는 범위에 키 

보드, 디스플레이, 바 코드 스캐너 등과 함께 위 

치해 있다. 이 시스템은 '형태는 기능을 따른 

다를 잘 보여주는 예이다.

포장, H래픽&사용자 인텨4어스/은성 

I.DW'96 CD-R。애

(ID. Annual Design Review 
96 CD-ROM)

디자이너 : Steve Simula. Sherie Bauer, 
Colette Motl, Floris Keizer, Henry 
Shilling, Tony Ramos
Client: I.D. Magazine, New York, NY 
특 징 : '96 디자인 리뷰를 위한홍보를 I.D. 
는 원했다. I.D.는 기술적으로 세련된 프리젠테 

이션을 시도했는데, 비쥬얼을 통해 영화 영상과 

같은 자연적인 움직임을 갖도록 했다.

억료 및 과학 장비/온성

Fluke 36 AC/DC ClampMeter™

디자이너 : Steven W. Fisher, Michael 
Gallavan
Client: Fluke Corporation, Everett, WA 
특 징 : 컴팩트하고 튼튼한 전자 테스트 기기 

로서 멀티미터의 기능성과 비침입 클램프 측정 

을 결합시켰다. 슬림 타입으로 안전성과 사용의 

편이성을 도모했다.

포장, :]4픽&사용자 인터1！어스/금생

스«오왹:]q 딕직시용用 인터』여스

(Dual Stereo Graphical User 
Interface)

디자이너 : frogdesign inc.
Client ： Karstadt-Neckermann, Essen, 
Germany
특 징 :고품위 스테레오 시스템의전유물과도 

같은 많은 버튼과 놉들을 스크린에 그래픽적 사 

용자 인터페이스가 있는 우아한 손잡이로 대체 

했다. 이러한 시스템은 컴퓨터에도 이미 적용된 

바 있고, 기존의 스테레오보다도 사용자 친화적 

이며 기능성도 우수하다.

포장, II레픽&Z용자 인텨耳어스/은상 

Observation Access

디자이너 : Jennifer Levin, Duane Bray, 
Scott Maddux, Jane Fulton Suri.
Client: Steelcase. Grand Rapids, Ml 
특 징 :상호작용적인리서치 기기는 재택근무 

자와 컨설턴트가 회사 프로젝트와 관련된 정보 

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기기는 다시 포 

맷하지 않고 미디어를 나타내고 체계화할 수 있 

는 Adobe Acrobat Reader를 사용하고 있

포장, ：]래픽&사용牛 인텨q어스/은성 

Advanced Chinese Input Suite (ACIS)

디자이너 : Heiko Sacher, Dr. Greth 
Loudon, Yen-Lu Chow
Client: Apple Design Center, Singapore 
특 징 : 자연스럽고 직관적인 방법으로 한자를 

컴퓨터에 입력시키는 시스템인 ACIS는 폭넓은 

휴먼 인터페이스에 마이크로폰, 타플랫, 소프트 

웨어 등을 집적시켰다. 이같은 향상된 인지기술 

은 음성이나 필체로 텍스트에 들어가는 것을 가 

능케 해주고 있다.

포장, 픽&사용지 인텨피이스/은성

Frappuccino 빙 포장 

(Frappuccino Four-Pack and 
Bottle Packaging)

디자이너 ： Jack Anderson, Julie Lock, 
Jana Nishi, Julie Keenan, Julia LaPine, 
Mary Chin Hutchison
Client: Starbucks Coffee Co., Seattle.
WA
특 징 : 새로운 음료 Frappuccino' 는 발간 

색과 녹색의 워드 마크와 커피색이 점차 밝아지 

는 소용돌이 패턴의 패키지로 되어 있다. 병 위 

의 로고를 쉬링크 랩핑하여 잡기 편하도록 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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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수단/온성

Sebring Convertible

디자이너 : Jack Crain, Lance Wagner, 
George Lew, Jeffrey Godshall 
이ient: Chrysler Corporation, Auburn 
Hills, Ml
특 징 : 'Le Bavon'차종의 대체품으로 개발 

된 우아하고 멋진 Sebring'은 스타일을 향상 

시키고 차체의 내부 공간을 최대화하고자 버스 

나 트럭의 운전석과 같은 구조를 활용하였다.

수송수단/온상

Magnum 외여처

(Magnum™ 20 Wiper Blade)

디자이너 : Joel Marks
Client: JAMAK Fabrication.
Westherford, TX, 이d World Industries, 
Inc., Northbrook, IL
특 징 : 특허를 받은 Magnum와이퍼는 와이 

퍼의 기능 향상과 함께 시각적인 산만함을 줄였 

다. 가는 스프링 스틸 프레임은 접촉면에 골고 

루 압력을 주며, 겨울 날씨에도 얼지 않는다. 와 

이퍼에 부착된 실리콘 고무 걸레는 냉온의 영향 

을 받지 않는다.

설험척 디N인/금성 

디取 잉三 (Digital Ink)

디자이너 : Chris Kasabach, John Stivoric, 
Francine Gemperle, Chris Pacione 
Client: Intel Crop., Santa Clara, CA 
특 징 :폔 크기의디지털잉크는 대부분의장 

소에서 아이디어로 기록송신•답신할 수 있다.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없이 육필을 이해할 수 

있는 매력적이고 혁신적인 컨셉은 인간과 기술 

과의 인터페이스를 향상시켜 주고 있다.

실험적 디자인/금상

Caveat 2.O-Computer-Assisted 
Video Ethnography Analysis Tool

디자이너 : Kelly Franznick.
Dr. Rick Robinson
Client: E-Lab LLC, Chicago, IL
특 징 : 사용자의 실제 경험들로부터 얻어진 

풍부한 데이터를 동일시하고, 주석을 달며 관리 

하기 위해 Caveat은 코딩구조와 조사수행력 및 

키 이吶들을 사용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 이 시스 

템은 디자이너, 조사자, 클라이언트들이 경험에 

기초한 컨셉과 문제 해결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설험적 디자인/금성

사무설 탐사

(Office Explorations)

디爾I너 : Brian Alexander, Steve 
Beukema, Roque Corpuz Jr., Jeff 
Reuschel, Clarkson Thorp, Dan West 
이ient: Haworth. Inc., H애and, Ml 
특 징 : 사무실 탐사시스템은작업의 사회적 

패턴이 혁신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 

으로. 일의 수행능력을 높이고 유동성있고 역동 

적인 작업공간을 만들고자 디자인 되었다.

설험척 디자인/금상

T. H. I. S (Tandem Hardware 
Image Strategy)

디자이너 : John Guenther, Nate 
Cervantes, Brian Perry, Ron Boeder 
Client ： Tandem Computers, Inc., 
Cupertino, CA
특 징 : 이 사스템은 Tendem사의 미래이미 

지 전략을 보여주는 것으로, 제품 이미지 및 브 

랜드 컨트롤이 가능하다. 또한 외부 구조물을 

이용하여 독특하고 선명한 이미지를 재현할 수 

있다.

설험적 디자인/금상

MIDCAB 외개 시스텀

(MIDCAB Surgic이 System)

디자이너 : Doug Hiemstra, Aaron Abroff, 
James Pennington-Kent, Terry Lin, Jo 
Sung, Miguel Torres
이ient: Cardio Thoracic Systems, 
Cupertino, CA
특 징 : 혁신적인 외과 수술 시스템으로 유선 

형으로 디자인되었다. 외과 수술용 등급의 사출 

성형된 플라스틱으로 되어있어, 날카로운 스틸 

수술 장비에 비해 수술하기가 편하다.

설험척 디자언/금상 

다잉한 활동 힘워읙 건샙키 

(All Activity Vehicle Concept)

디자이너 : Benjamin Dimson, Paul Terry. 
Melonee Ran기nger, Richard Plavetich 
Client: Mercedes-Benz US 
International, Inc., Tuscaloosa, AL 
특 징 : 메르세데스 벤츠사가 선보인 이 컨셉 

카는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이미지와 편안함을 

동시에 제공해 줌으로써 차세대 자동차의 새로 

운 지평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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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척 디자언/온상

쟁보 직용 컨섐 디자인 프로괴! 

(Information Appliances 
Conceptual Design Program)

디자이너 ： Robert Brunner, James 
Toleman, Chris Lenart
Client: Diba, Inc., Menlo Park, CA 
특 징 : 대중들을 위한 기술은 단순하고 저렴 

한 정보 적용 창출의 소산물일 것이다. TV인터 

넷 접소 e~mail과 PC통신이 가능한 이 제품은 

전문가나 일반 소비자 모두 쉽게 사용할 수 있 

도록 디자인 되었다.

설험척 디자인/온성

NETboard

디자이너 ： Damian Kim
Client: Samsung 티ectronic Co., Palo 
Alto, CA
특 징 :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삼 

성은 스케이트보드 형태의 소형컴퓨터 

NETboard를 개발했다. 스와치 시계처럼 제품 

의 색상•재잘그래픽 등을 소비자 기호에 따라 

바꾸어 사용할 수 있다.

설험적 디자인/온상

Macintosh Athena Concept

디자이너 : Jay Meschter, Tim Parsey, 
Anke De Jong, Lynn Shade
Client: Apple Computer, Inc., 
Cupertino, CA
특 징 :소형의데스크탑 컴퓨터로 일본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앞판의 주름잡히고 

결이 난 표면의 케이블들을 위해 모든 각도에서 

보여질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설험적 디자인/은삲

ForeRunner Research

디자이너 : Jan Fulton Suri, Sigi 
Moeslinger, Ben Shaw
Client: Heartstream, Seattle, WA 
특 징 :이제품의 디자인올의뢰한목적은따 

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형의 인명구조 

장치를 패키지화하여 소개하는 것이다. 이 프로 

젝트를 맡은 팀의 관찰과 조사 등이 최종 디자 

인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설험척 디자인/은성 

Rainbow-Advanced Product 
Framework

디자이너 : Nortel Corporate Design Group 
Client: Nortel, Ottawa, Ontario, Canada 
특 징 :독특한 자립형 SOP의 개발에서이탈 

한 Rainbow는 층을 이루는 플랫폼으로, 장소 

에 구애됨없이 사용자 요구를 잘 충족시켜준다.

설험적 디지언/은사 

컨샙 키 'Pronto' 
(Plymouth Pronto Concept 
Vehic ⑹

디자이너 : Kevin Verduyn, John Sodano 
Client: Chrysler Corp., Auburn Hills, Ml 
특 징 : 높은 차체, 넓은 실내공간, 도전적인 

구조물의 차체 지붕, 독립적인 범퍼 등은 

Pronto'란 컨셉 카의 특징을 말해준다. 사출 

형성된 플라스틱을 차체에 사용한 시험적인 예 

로, 차체의 도장(Paint)을 하지 않음으로써 비 

용절감은 물론, 환경보호에도 일조하고 있다.

학생 디자인/금상

ECKO 이스빔

(ECKO Expandable Communications 
& Knowledge Operations System)

디자이너 : Christine Enderby
Client: NCR Corp., NCR Design Center, 
Dayton, OH
특 징 :의사전달및 인지작동 확장 시스템인 

■ECKO' 는 깨끗한 원래 그대로의 정보 흐름을 

재현해 주는 개인용 컴퓨터 시스템이다. 이 시 

스템은 편안하고 쉽게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사 

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힉생 디자인/은성

Atalla Hardware Encryption 
Concept

디자이너 : Brian Perry, Andrew Narin, 
Mark Williams
Client: Tandem, Cupertino, CA 
특 징 : 응급 의료 전문가들은 이러한 컨셉을 

벨트 착용에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경찰관이 착 

용하는 작은 장치는 안전한 정보 허브hub引로 

써 작동된다. 이밖에 ID/핑거프린트 스캐너, 혈 

액/알콜 테스터 등이 주변기기로 포함된다.

108^™=! 『산업디자인』 통권 155.1997.9/10



외이 산업디자인/門의 이자인 진응정책

EU의 디자인은 기업주도인 

가? 정부의 진흥정책 주도인 

가? 도한 그 담당 정부는 산업 

부인가, 문화부인가? '88년에 

창설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 

는 유러피어 디자인상은 어떤 

성과에 조점을 두고 있는가? 

각국 디자인 정책에 연동하는 

OECD의 실업자 대책이 화제를

중소기업웿소답값能는

디자인
匸자인진흥정책 J

(단위 : 억$)

] 출처 / NKK티 DESIGN 9월호

1. EU 디자인 시장의 변화 

모으고 있는 지금 덴마크의 두 

개 조직。/ 행한 조사에서 나타 

난 주목할 만한 동향을 각 나라 

별로 소개한다.

二난 7월 7일, 유럽의 신
I 문지상에서는 OECD 

에 의한 실업자문제대책 지 

도요령 10항목이 전해졌다. 

10항목 가운데 다음의 7, 8, 
9의 3항목이 시장경쟁에 있 

어서의 매개변수(Parame

ter) 인 산업디자인 분야에 대 

해서 언급하고 있다.

그 내용 중 7, 8, 9항목은 다 

음과 같다.

7. 소비시장에서 경쟁을 보 

다 촉진한다.

8. 기술혁신 (Innovation)과 

기술의 보급을촉진한다.

9. 비즈니스 개척자(Pion- 
eer) 육성을 위한 환경을 

만든다.

이들 세항목은 최근 많은 유 

럽 국가들이 추진하기 시작 

한 디자인 진흥정책 창설에 

부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 

목되고 있다.

디자인이 가능성 인식

제7항목의 '소비시장의 경 

쟁촉진' 에는 여러 가지 방법 

을 들 수 있겠으나, 디자인은 

틀림없이 그 중의 하나로 뽑 

힌다. 매년 새로운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이들 기업 

의 성장에 맞는 전반적인 디 

자인에 대한 의식 환기와, 특 

정업 종의 디자인 지도(Gu
idance) 는 중소기업이 충분 

한 경쟁력을 얻기 위해서 요 

구되는사항일 것이다.

제 8 항목의 기술혁신 (In
novation)' 은 제품디자인 분 

야 키워드(Keyword) 중의 

하나인 것과 동시에, 제품디 

자이너가 창조하는 주요 제 

품 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기술적인 방법의 보급은, 디 

자인업과 디자인비즈니스 관 

계자(예를 들어 기술계 및 비 

즈니스계 교육기관 등)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는 일 

이 된다. 이것은 다양한 디자 

인 연구기관의 통합, 혹은 디 

자인 비즈니스에 관계하는 

이 업종간의 의사소통을 용 

이하게 하기위한 어떤 기구 

설립을 디자인 진홍정책의 

담당자에게 촉진하게 할 것 

이다.

제9항목의 비지니스개척 

자(Pioneer)' 에게 적절한 자 

극을 주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업에는 설립 직후에 산업 

디자인을 계몽할 필요가 있 

다. 이것이 디자인 진흥정책 

의 수립 중에 고려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생각 

이 된다.

위에서 언급한 세항목 모 

두가 세계 어느 나라이든지 

세계시장에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디자인 

진흥정책의 확립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왜 디자인 진홍 

이 필요한 것인지' 각국에서 

자문자답할 경우, 그 답은 

'좋은 디자인이 기업에 가져 

다주는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 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 

다

유럽의 디자인 진홍정책을 

보면, 각 나라마다 특징적인 

사항이나 정책에 관련된 실 

시항목 등 상이점의 다양함 

을 알 수 있다.

EU에서는, DG13(Genb 
ral Director 13) 이 SP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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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 (Strategic Programme 
for Innovation and Techn
ology Transfer) 프로그램에 

기초해서 디자인의 범주가 

되는 사항들을 담당하고 있 

다. 'EU의 디자인 진흥정 

책'이라는 것이 정리되어 있 

지는 않지만, '유러피언 디 

자인상(European Design 
Prize)' 은 공동체 가맹국에 

의해 운영된다.

그러나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가 디자인 진홍의 모체 

가 되는 기관이나 기업진홍 

의 전략적 수단으로서의 디 

자인을 일반에 하는 출 

판물 등을 구비하고 있다. 그 

리고 많은 나라가 한 군데, 

혹은 여러 군데에 디자인센 

터를 설치 하고 있다. 또한 그 

내용의 다양성은 담당부서 

의 관심사나 각 디자인센터 

가 초점을 두는 분야가 상이 

하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 

다.

디자인 진흥정책을 문화 

범주에서 실시하는 국가도 

소수 존재하고 있으나, 산업 

정책의 일부라고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중소 

기업이 처음 디자이너를 채 

용할 때, 정부기관의 지원을 

도입시키는 제도 중에 디자 

인 진홍정책이 포함되는 경 

우가 많다.

4•음은 유럽국가들의 디 

자인 진홍에 관한 주목할 만 

한 다양한 활동을 〃［한 것 

이다.

1•오스트리아 (Austria)

산업부는 오스트리아가

EU에 가입함에 따라, 신디 

자인센터를 빈에 창립할 것 

을 계획 중이다. 공식적인 디 

자인 진홍정책은 활동경과 

보고서 중에 기술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오스트리아는 

종래의 디자인센터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디자인과 산 

업계의 각 업종을 위한 활동 

집단 및 장기전망계획에 따 

른 전반적인 디자인 의식 고 

취를 목적으로 학교 홍보캠 

페인, 그리고 개인에 대한 디 

자인 진홍기관으로써의 지 

원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 중 

이다.

2. 벨기에(Belgium)

벨기에에서는 디자인센터 

에 관해서, 기존의 센터 안에 

프라만 지구와 바로네 지구 

를 담당하는 각각의 부서를 

설치해야 할지, 혹은각지구 

마다 하나씩의 디자인센터 

를신설해야 할지 검토 중이 

다.

3. 덴마크(Denmark)

덴마크에서는 산업부의 

지휘아래 새로운 디자인 진 

흥정책이 준비되고 있다. 디 

자인 비즈니스를 둘러싼 환 

경에 대한 검토가끝나고, 현 

재 실시에 이르는 최종단계 

에 와있다. 덴마크에서는 공 

업디자인 도입에 의한 산업 

발전의 가능성은 매우 일반 

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1998년에는, 신디자인센 

터가 수도 코펜하겐 중심부 

에 위치하는 5층 건물에 상 

설 및 특별전시실을 갖춰서 

탄생하게 된다. 각 디자인 교 

육기관에서는 이전보다 많 

은 학생이 수강하고 있으며 , 

신디자인 연구기관도 얼마 

전에 설립되었다. 이 새로운 

연구기관 (The Institute for 
Design Counselling) 은 덴마 

크 디자인 카운슬(평의회)과 

산업부에 의해 설립, 운영되 

고 있으며 , 산업발전을 위해 

서 산업디자인의 중요성을 

중소기업에 알리는 일을 목 

적으로 하고 있다.

4. 핀란드(Finland)

문화부는 덴마크의 정책 

을 모델로 하여, 새로운 디자 

인 진홍정책을 준비 중이다. 

핀란드의 디자이너 단체인 

ORNAMOCL911 년 창립) 

는 교육부의 지원을 받고 있 

다.

5. 프랑스(France)

프랑스의 디자인 진흥정 

책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을 위한 개발계획의 일부로 

존재한다. 프랑스에는 11군 

데에 디자인센터가 있고 

via(인테리어 디자이너 단 

체)가 있어서 인테리어 디자 

이너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6. 독일Germany)

독일의 디자인 진홍정책 

은 전국 각지의 14군데에 있 

는 디자인센터(전체를 통괄 

하는 국립의 Ratiiir Foum- 
gebung 포함)에 의해 실시 

되고 있다. 디자인센터의 활 

동은 각 지역마다 다르다.

구동독 지역에서의 새로 

운 상업을 지원하고 있는 디 

자인센터도 있고, 환경이나 

사회문제에 관한 주제를 다 

루는 경우도 있다.

각 디자인센터는 그 역할 

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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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각 지역의 디자 

인센터는 정부의 자금지원 

에의한 것도 있으나. 사기업 

이 운영하는 것도 있다.

각 디자인센터에서 작성 

된 보고서나 자료는 국내의 

모든 디자인센터에 공개되 

고, 또한 14개의 모든 디자 

인센터에서 참석해 개최되 

는 정기회의도 두 달마다 각 

디자인센터를 순회하면서 

행해지고 있다.

독일 국내의 디자인관련 

연구기관은 750개에 달하 

고, 이들 기관을 비롯해서 도 

서관이나 미술관, 디자인센 

터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디자인 진홍이 실행되고 있 

다.

최근의 연구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벤츠한 대당75 
마르크의 디자인 요금 . 노 

르드라인 베스트팔렌 (No- 
rdhein Westphalen) 의 디자 

인센터가 출판하여 디자이 

너와 디자인작품을 소개한 

이 책의 제1장에서는 전략적 

인 수단으로 디자인에 관해 

언급하고 있고, 그 가운데 하 

나의 사례가 메르세데스 벤 

츠이다. 공장출고가격 1。만 

마르크인 벤츠 한 대당 디자 

인 요금은 평균 75마르크 정 

도이며, 디자인 요금이 그리 

고액이 아닌 것을 제시하였 

匸七 공장출고액의 0.07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7. 그리스(Greece)

그리스에서는 정부설립의 

디자인센터가 있어, 각종 디 

자인상이 선정되며 디자인 

진홍정책은 중소기업의 개발 

지원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8. 네덜란드(The Netherlands)

디자인 진흥의 역할은 디 

자이너 단체인 BNO가 맡고 

있으나, 네덜란드 디자인 연 

구소 (The Netherlands De
sign Institute) 7}- 디자인계 

에 인스퍼레이션(Inspira
tion) 을 주는 *Brain Insti- 
tuteJ 의 역 할을 맡고 있다. 

네덜란드의 디자인 조직의 

활동은 다방면으로 걸쳐있 

고, 디자이너 혹은 컨설턴트 

나 비즈니스맨, 연구자들이 

환경 전문가와 함께 디자인 

과 환경의 관계에 관해서 의 

견을 교환하는 조직，예를 들 

어 '02' 등이 있다.

9. 스페인(Spain)

80년대 중반부터 정부는 

주요 3항목의 디자인 진흥을 

지원하고 있다. 이 시기 디자 

인의 주된 역할은 유행만들 

기 등의 전략적인 수단으로 

이해되었다. 스페인은 '92년 

부터 '95년까지 실시된 디자 

인 진흥의 결과를 모델로 보 

고서를 작성했다. 이 실시 평 

가의 요약은 180페이지에 

달하며 , 충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기술되고 있다. 

이 계획 중에는 중소기업 지 

원이나 진홍을 위한 방법의 

조정 및 스페인의 디자인을 

국외로 홍보하는 일이 포함 

되어 있다.

10•스웨덴 (Sweden)

스웨덴에서는 7개 부서가 

공동으로 디자인진홍을 검 

토 중이다. 정부는 디자인센 

터 설립을 계획 중이지만, 이 

는 관련 부서간의 협조에 달 

려 있다. 또한 디자인 교육을 

종래 4.5년에서 ECC 수준 

인 5.5년으로 변경하는 일도 

심의되고 있다. 스웨덴의 산 

업에 기준을 맞춰서 디자인 

진홍 활동을 하는 The 
Swedish for Industrial 
Design' 은 산업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11. 영국(United Kingdom)

영국 디자인 평의회 (Bri

tish Design Council) 는 세 

계 디자인센터의 본보기가 

되어왔다. 그러나 근년에 조 

직개혁이 실시되어, 직원 수 

는 220명에서 40명으로, 정 

부지원도 L06CP간 파운드에 

서 680만 파운드로 감소되 

었다. 그러한 가운데 산업디 

자인 도입을 지원하는 활동 

은 계속되고 있다. 영국 국내 

에서 최근 주목을 끄는 산업 

디자인관련 사례를 들어본 

다.

(1) Design in Business We
eks. 매년 10월, 영국내 

각지에서 세미나를 개최.

(2) Design Education We
ek. 매년 3월에 실시 . 전 

국에 있는 학교에 지도 

용 교재 배포.

(3) M.헤셀스타인씨가 제창 

해서 240개가 넘는 비 

즈니스 링크 (link) 가 지 

원하는 중소기업을 5개 

의 지역 디자인 링크가 

지원. 40명의 디자이너 

가 이들 지역 서비스센 

터 지원을 위해 지정되 

어 있음.

(4) 57%의 국회의원이 “디 

자인은 중요한 산업 상의 

전략적 수단이 될 것”에 

찬성하는 의사를 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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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 국가들의 디자인 진흥정책(조사 : 덴마크의 Design Foundation, '97 ) (5) 디자인 매니지먼트에 있 

어서의 R&D* 지원.국가 디자인 진흥정책의 유무 담당관청 디자인센터의 유무 국가에 의한 디자인상의 유무

오스트리아 (yes) 1 yes — (6) British Design World오｝

벨기에 (yes) - no no
연결되는 인터넷상의 홈

페이지 창설.
덴마크 yes l/c yes yes

핀란드 (yes) c yes — 12. 노르웨이(Norway)
프랑스 (yes) l/C yes —

독일 yes 1 yes yes 노르웨이는 현재 새로운

그리스 no (1) yes yes 디자인 진흥정책을 작성 중

이다. 산업부에 의해 진행되
아일랜드 no (1) no —

고 있으며, 노르웨이 국내에
이탈리아 no — no no

서의 디자인 진흥대상의 주

룩셈부르크 — — — —
된 분야를 포괄하는 4개 특

네덜란드 (yes) c yes — 정 분야와 4개의 총체적인

포르투갈 — — — — 목표가설정되어 있다.

스페인 yes 1 yes yes 특정분야는 다음과 같다.

스웨덴 (yes) c yes -

(1) 고령자를 위한 건강 및
영국 yes 1 yes yes

의료용제품

노르웨이 (yes) 1 yes yes (2) 환경을 생각하는 제품과

체코 (yes) 1 yes (yes) 천연자원의 소비 량감소

라트비아 no - — - 를 시도하는 제조공정

루마니아 (yes) 1 yes - (3) 노르웨이가 기술적으로

첨단에 있는정보기술의
한국 yes 1 yes yes

生冋 다.

대만 yes 1 yes yes

일본 yes 1 yes yes 한편 디자인진흥 실시 계획

미국 no - no — 이 목표로 하는 것은 다음과

却=산업부, C=문화부
같다.

구체적인 디자인 진홍정책, 혹은 디자인에 관한 정책을 들고 있는 국가는 소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디자인 진흥정책을 든 국가 가운데서 대부분은 중소기업에 대한 디자인개발을 위한 자금지원제도를 설치하고 있다. (1) 기업 내에서의 디자인에
영국, 독일, 한국, 대만, 일본의 정책은 평가되어야 할 것이고, 정책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지 않은 국가도 몇 개국이 존재한다.

대한책임을설정

1 국가별 디자인 시장 비교 (단위: 억 $) 1 디자인 분야의 비율%)
(2) 팀워크로서의 디자인 과

정의 정의

(3) 기업이 디자인 진홍의 

임무를 맡는 것을 유도

(4) 공공단체가 실시하는 비 

즈니스나 서비스센터에 

서의 디자인 의식의 개선

(5) 시장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조사 및 교육기 

관의 설립 등이다.

EU의 중소기업을 위한 개 

혁 프로口램-Norcimi 
F니kudo

XAEA London이 조사하고 네덜란드 국립디자인 연구소가 '94년 발행한 'Design Across Europe 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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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15개 나라 중에는 

160만의 기업이 존재한다. 

그 가운데 99%가 종업원 수 

50명 이하의 기업이다. 이들 

중소기업에서는 대부분이 

기술개발을 사내에서 계속 

해나가는 것은 어렵다고 보 

고 있다. 그러나 국제시장에 

서의 EU 산업의 성공은 이 

들 중소기업의 개발력이 열 

쇠를 쥐고 있다.

1984년 이후 EC의 한 기 

관인 DG13은 'SPRINT 라 

는 계획 아래, 중소기업에 대 

한 혁신과 기술개발을 진흥 

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혁신 

적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이 계 

획은 아래와 같은 지원제도 

를 마련하고 있다.

(1) 유럽 전지역에 걸친 비 

즈니스접촉의 지원

(2) 기술혁신을 위한 사업 

(3) 조사자료의 이용

(4) 외부 스탭(엔지니어, 연 

구자, 디자이너 등)의

(5) 자금지원이나 조언, 네 

트워크서비스

이 계획 중 디자인은 산 

업의 개발과 기술 진전을 위 

한 우수한 요소'이고, 혁신 

과 경영의 방법 이라고 되어 

있다.

유러피언 디자인생

중소기업에 대한 유러피 

언 디자인상은 EC 가맹국내 

디자인 진홍단체의 협력을 

얻어 1988년에 창설되었다.

디자인 마인드를 높히고,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 

화 과정에 혁신적이고 효과 

적인 도구인 디자인 도입을 

환기하는 것이 유러피언 디 

자인상의 개최 목적이다. EU 
내 특히 중소기업의 홍보 역 

할을 하며 , 수상 대상은 종업 

원 수가 최대 2,000명까지의 

중소기업이다. 경영에 디자 

인을 도입해서 혁신적인 성 

과를 얻었다고 평가되는 기 

업에 수여된다 守上는 기업 

의 혁신 전과정에서의 전략 

적인 역할을 비롯해서 기능 

이나 품질이라는 제품의 가 

치 부여, 커뮤니케이션의 개 

선이나 생산라인 등 기업이 

운영하는 물리적 환경수준 

의 개선 등 폭이 넓다.

'88년부터 지난 해까지 

n개사가 이 상을 획득하고, 

‘97년에는 새로이 n개사 

(그 가운데 4개사는 특별상) 

가 수상했다. 특별상은 기술 

혁신에 힘을 쓴 젊은 기업에 

"High Tech Award 가, 원 

래 디자인과 관계가 없던 분 

야에 디자인 도입을 시도한 

기업에 Newcomef s Awa
rd , 매니지먼트 전분야에서 

의 디자인 기용이 우수한 2 
개사에 대해서는 Lifetime 
Achievement Award' 가 각 

각수여되었다.

경체적인 성공올 목표로 한 

디자인 진홍

EU 각국은 국제 시장에서 

의 산업 발전, 나아가 경제적 

인 성공을 목표로 한 디자인 

진흥에 대해 매우적극적이다.

네덜란드의 디자인연구소 

는 디자인을 기업경영에 도 

입해서 성공한 유러피언 디 

자인상 수상자의 성공 이야 

기를 엮은 책 *Winners' 를 

출판할 정도이다.

그러나 EU의 디자인 진흥 

은 산업부문의 시장경쟁력 

강화만이 목적은 아닌 것 같 

이 보인다. 중소기업에 디자 

인진홍을 하는 것은, 동시에 

보다 많은 디자이너 고용 기 

회를 획득하는 것에도 연관 

이 있기 때문이다.

진홍정책의 성공 여부는 

디자이너의 이해력에 달려있 

다고 한다. EU국가들이 중소 

기업에 대한 디자인 진홍에 

힘을 쓰고 있는 것도 사실이 

지만, 유러피언 디자인상의 

수상자는 이러한 진흥정책과 

관계없이, 원래 디자인 마인 

드가 있는 기업인 경우가 많 

다. 아직까지 유럽의 중소기 

업은 디자인 요금을 고액 지 

출로 여기며 디자이너 기용 

을 주저하고 있는 것 같다.

1996년에 디자인 컨설팅 

요금으로유럽의 약9,000개 

의 디자인 관련 회사에 지불 

된 총액은 80억 달러. 같은 

해 유럽의 디자인산업 성장 

율은 7%라고 한다. 한 개 사 

무실당 매상은 약 1억엔이 

되며, 일본의 한개 사무실당 

매상을 나타내는 각종 자료 

수치보다 높다. 물론 이러한 

숫자로 중소기업에 대한 디 

자인의 공헌도를 단순히 측 

정할 수는 없다.

DG13이나 각국 정부가 

장려하는 대로, 디자인은 중 

소기업 혁신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중소기업이 디자인의 필 

요성을 인식한 지금, 이들 중 

소기업에 다가가서 이해하 

는 노력이 디자이너에게 요 

구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 

러한 중'］업에 대한 공헌 

이 동시에 디자인산업 혁신 

의 열쇠가 될 것 같다. ki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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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한•일기업디자인경영환경비교연구

정경원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호시노류조, 

우스이 히코 

동경 조형대학교 교수

다다마순로

예술 공과대학교 교수

戸fl국과 일본은 서로 미묘한 불가분의 관계를 맺 

「고 있다. 지정학적인 근접성으로 인하여 양국 

은 서로의 의지에 관계없이 지대한 영향을 주고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고대 시대로부터 한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면에서 우월한 입장에 있올 때 상대 

적으로 약한 쪽에 영향을 주게되는 관계가 이어져 오 

고 있다. 16세기 이전에는 모든 면에서 앞섰던 한국의 

문물이 일본으로 전파되었지만, 근대에 이르러서는 그 

와 같은 관계가 반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서 

구화와 산업화에서 앞선 일본의 문물이 급속한 발전을 

이루게됨에 따라, 오히려 한국이 일본의 영향을 받게 

된 것이다. 특히 190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30여 

년간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한국은 많은 점에서 

일본으로부터 영 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1945년 광복 이후 급격히 산업화와 경제 성 

장을 이루면서 한국은 일본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다. 비록 오랜 식민지배에 따른 타성과 산업화 

의 초기에 형성된 경제 및 기술적인 종속 관계가 하루 

아침에 불식되기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한국의 경제가 

세계 12위 규모로 성장함에 따라 양국의 관계는 새로 

운 국면을 맞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한 

국이 국제 사회에서 독자적인 위상을 정립시켜감에 따 

라 양국의 관계에서 의존적인 특성이 현저히 감소되고 

있다. 또한 과거에 일본어로 교육을 받았던 세대가 점 

차 사회의 일선에서 퇴진을 하고 서구식 교육을 받은 

이른바 '한글 세대 로 교체됨에 따라 일본의 영향은 

더욱 더 약화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산업디자인 (Industrial Design-ID) 분야에서도 유 

사한 현상을 볼 수 있다. 산업화와 더불어 서양으로 부 

터 유입된 ID는 일본에서 먼저 뿌리를 내렸다. 제2차 

세계 대전 직후부터 서구식의 경영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일본에서는 ID가 기업 내에 조직적으로 도입되 

었으며) 특히 제품개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한국에서도 한국전쟁 이후 ID가 도입되기 시작했 

으나門 기업의 디자인 기능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ID 분야에서도 초 

창기에는 주로 기업체들이 일본에서 기술과 설비를 도 

입하던 관행에 따라 일본 디자인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으나 요즘 들어서는 그와 같은 현상이 감소되 

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양국에서 모두 디자인 컨 

설팅 산업보다는 기업 디자인 부문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공통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기업 경영 환경과 기술 혁신의 다변화에 의해 

기업 디자인 부문에 요구되는 요건이 극히 복잡하게 고 

도화되는 현상은 양국이 공통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과 

제이다. 기업 디자인 부문의 규모가 커지면서 조직의 

창조적인 아이디어 개발력에도 한계가 드러난다는 지 

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업 디자인 부서의 활성화에 거 

는 경영진의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디자인에 대한 투자 

가 증대되고 디자인 부문의 위상이 높아지는 만큼, 부 

서 운영의 합리화와 체계화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산업계에서 디자인을 기업경영의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해야한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디 

자인 경영에 관한 관심 또한 크게 증대되고 있다.

1980년대부터 디자인 경영에 관한 연구를 지속해 

오고 있는 일본 조형대학교의 호시노 류조 교수와 한 

국과학기술원의 정경원 교수는 1994년 가을, 대전과 

서울에서 회동을 갖고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두 교수는 한 

국과 일본의 기업 디자인 부문이 안고 있는 디자인 경 

영의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첫단계로 본 연구에서는 우선 한국과 

일본의 기업내 디자인 조직의 경영 환경에 대한 비교 

연구를 하기로 하였다. 양국 디자이너들이 각기 자신 

이 소속된 디자인 부서의 경영환경에 대해 어떻게 평 

가되고 있는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추진될 심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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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공동 연구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이 본 연구의 

추진 배경이다.

1•연구 목적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 기업 디자인 부문의 운영 실 

태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디자인 경영상의 시사점 

을 밝혀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적으로는 서로 

큰 차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구조와 디자 

인 분야의 생성 과정에서는 공통점이 많으므로 양국 

기업디자인 부서 운영을 비교해 보면 매우 흥미로운 

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본 연구의 출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화에서 앞섰을 뿐만 아니라 

기업 디자인 부서 또한 오랜 연륜을 갖고 있는 일본과, 

비록 뒤늦게 ID가 도입되었으나 매우 빠르게 성장하 

고 있는 한국의 디자이너들이 갖고 있는 상황 인식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실제로 어떤 유사점과 상이점 

이 있는가를 밝혀내 보려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는 양국 디자이너들의 인식을 좀더 명확히 비교하기위 

해 각각 업종별, 직급별로 구분하여 고찰하였으며 , 구 

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 내에서 디자인 부서가 차지하는 중요성 

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밝혀낸다. 둘째, 기업의 정책과 

디자인 부서 정 책간의 상관 관계를 알아본다. 셋째 , 과 

거의 디자인 부서 운영과 현재의 운영을 비교함으로써 

차이점을 찾아낸다. 넷째, 디자인 부서 내의 분위기를 

상사와 부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알아본다. 다섯째, 

역할의 분담 및 책임 체제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디자 

인 경영의 수준을 밝혀낸다. 끝으로 디자이너들이 이 

분아의 장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산업의 특성상 디자인의 비중이 높 

은 종합가전 및 일렉트로닉스 부문, 문구, 시계, 가구 

등 경공업 부문, 자동차 부문을 주요 대상으로 선정하 

였다. 먼저 해당 업계에서 비교적 규모가 큰 디자인 부 

서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선별한 다음, 서신과 전화 

통화를 통해 디자인 부서 경영진에게 본 연구의 목적 , 

방법, 예상되는 기대 효과 등을 설명하고 참여를 권유 

하였다. 그 결과로 한국에서 14개사, 일본에서 25개 

사 등 총 39개사가 연구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다.

한국보다 숫적으로 많은 일본의 기업이 본 연구에 

참여한 것은 산업의 규모 면에서나, 기업 디자인 부서 

운영의 역사 면에서나 일본이 앞서고 있는데서 기인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종합가전 및 일렉 

트로닉스 부문에서는 일본 8개사, 한국 7개사로 거의 

대등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광학기기 및 정보기기 부 

문에서는 일본에서 5개사가 참여한 반면, 한국은 전무 

한 실정이고, 자동차 부문에서도 일본이 8개사, 한국 

이 3개사로 많은 격차를 보였다. 연구 대상기업은〈표 

1〉과 같다.

비록 연구 대상 기업의 숫적인 면에서는 양국간 큰 

차이가 있었지만, 연구대상 인원 면에서는 거의 대등 

한 수준이었다. 먼저 한국에서는 215명이 설문에 응답 

하였으며, 직급별로는 부장 9, 과장 60, 평사원 146명 

으로 분류되었다. 일본에서는 총 220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직급별로는 부장 28, 과장 66, 평사원 

126명 이 다. 일본의 경 우 부장의 숫자가 한국보다 많은 

것은 기업에서 차지하는 디자인 부서의 위상이 상대적 

으로 높은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

3. 연구항목 및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양국의 기업 디자이너들이 각기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의 디자인 경영 환경에 대한 생각 

을 객관화시켜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표준화된 

설문을 통한 앙케이트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언어가 

다른 양국의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의

표 1•연구 대상기업

구분 조사대상기업 비고

종합가전: 7개사

한국 14 자동차 : 3개사

가구, 문구, 시계 : 4개사

일본 25

종합가전 : 8개사

광학 및 정보기기 : 5개사

자동차 관련 : 8개사

가구, 문구, 시계 : 4개사

합계 39

표 2. 연구 참여인원

구분 수거 샘플수 비고

한국 215
부장 : 9 과장 : 60
평사원 : 146

일본 220
부장 : 28 과장 : 66
평사원 : 126

합계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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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은 될 수 있는 대로 간결하게 정리 되었다. 최종적 

으로 선정된 10개의 설문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기업 내에서 디자인 부서가 차지하는 중요성

2) 회사 정책의 명확성

3) 디자인 부서 정책의 명확성

4) 과거의 디자인 부서 운영 현황

5) 현재의 디자인 부서 운영 현황

6) 디자인 부서 내의 분위기

7) 상사와의 관계

8) 부하와의 관계

9) 역할의 분담과 책임 체제

10) 장래성

본 연구는 이미 선정된 양국의 주요 기업에 종사하 

는 디자이너들에게 설문지를 배포, 회수하는 앙케이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설문 디자인은 먼저 동경 조형 

대학에서 10여 년간 디자인 경영에 대해 연구해온 경 

험을 바탕으로 표준화된 질문을 개발한 다음 한국과학 

기술원에서 수정, 보완하여 확정하였다. 데이터의 정 

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양국의 샘플을 모두 

호시노 교수의 연구실에서 분석하되 각국의 샘플을 별 

도로 분석 한 다음, 그 결과를 비 교하였다. 필요한 경 우 

에는 항목별로 상관계수를 추출, 비교했으며 , 예비 분 

석이 끝난 후 공동 연구진이 모여 공동으로 시사점을 

찾아내었다. 상관계수는 0.400 이상이 되었을 때 상 

관 항목간의 관계가 높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분방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젊은 디자이너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한국의 기업에서 인사 고과시 , 상사의 의견과 함 

께 부하의 평가를 중요하게 다루기 시작한 것도 중요 

한 이유들 중의 하나로 보인다. 비교적 낮은 항목으로 

는 3.0 이하의 점수를 기록한 역할분담과 책임 체제' 

및 '과거 디자인 부서의 운영 으로 나타났다. 특히 역 

할 분담과 책임 체제가 2.76으로 디자인 경영 활동이 

아직 취약한 실정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디자인 부서보다는 현재의 디자인 부서가 높은 점수를 

그림 1• 한국기업 전체 분석

중요성 정책 부서 부서 분위기

4. 연구 기간

• 1995년〜1996년

한국 기업이 디자인 경영 현황

1• 전체 분석 결과

한국의 기업 전체를 분석한 결과, 전 항목 평균이 

3.25를 기록하여 전반적인 디자인 경영환경은 양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그림 1). 디자인 부서의 중요 

성 ⑶84)'과 '부하와의 인간관계 (3.57)'가 두드러지 

게 나타났다.

이처럼 '부하와의 인간 관계 가 중요시되는 것은 이 

례적인 현상으로, 이른바 신세대 라고 불리우며 자유

그림 2. 한국기업의 업종별 분석

중요성 정책 부서 부서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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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음으로써 기업 내에서 디자인 부서의 여건이 개선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업종별 분석 결과

업종별 분석 결과 가장 두드러진 것은 디자인 부서 

의 중요성 으로 이 항목에 대해서는 모든 업종에서 고 

르게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3.84）. 이는 최근 한국 

의 기업들이 디자인을 크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반영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가전 및 일렉트로 

닉스 관련기업이 자동차 관련기업에 비해 전반적으로 

디자인 경 영환경 면에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가전 부문에서 디자인 부문의 활성화가 먼저 

이루어진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디자인 

분야에서는 특히 역할의 분담과 책임 체제 가 아주 

낮게 나타났다（그림 2）.

3. 직급별 분석 결과

과장 및 평사원간의 전체적인 경향은 극히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장급에서 는 현저 한 차이를 보임 

으로써 가치관의 차이가 현격함을 보여 주고 있다（그 

림 3）. 회사의 정책 , '과거의 디자인 부서 , '현재의 

디자인 부서' 및 디자인 부서 내의 분위기' 에 있어서 

는 직급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특히 부장급이 

다른 직급보다 긍정적인 현실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디자인 부서의 중요성', 상사 

와의 인간관계' , '부하와의 인간관계 및 '역할분담 

및 책임체제' 에서는 직급간의 격차가 아주 작은 것으 

로 나타났다.

4. 항목간의 상관관계

항목간의 상관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분석 결과, 

0.400 이상의 상관계수를 기록한 항목은 디자인 부 

서의 정책' 및 '현재 디자인 부서의 운영 이 0.661, 

디자인 부서 내의 분위기' 및 '상사와의 인간 관계 

가 0.580 등 모두 19개로 나타났다.

5. 주요 시사점

첫째, 거의 모든 기업들이 디자인 부문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함으로써 최근 한국에서 디자인 붐이 크게 

일어 나고 있음을 대변해주고 있다.

둘째, 디자인 부서와 관련해서는 부하와의 관계와 

상사와의 관계를 특히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을 보여 

인간관계를 중요시하고 있는 반면, 부서의 분위기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한국기업의 직급별 분석

중요성 정책 부서 부서 분위기

표 3. 상관 관계가 특히 높은 항목（한국） （상관계수 0.400 이상）

상관관계 비교 항목 상관계수

'디자인 부서의 정책 과 현재의 디자인 부서 0.661

'디자인 부서 내의 분위기 와 상사와의 인간관계 0.580

회사의 정책 과 '디자인 부서의 정책 0.571

현재의 디자인 부서' 와 역할분담 및 책임체제 0.570

'디자인 부서의 정책 과 역할 분담 및 책임체제 0.531

'현재 디자인 부서 와 '장래성' 0.541

'상사와의 인간관계 와 '부하와의 인간관계 0.533

과거의 디자인 부서 와 현재의 디자인 부서 0.509

'회사의 정책 과 현재의 디자인 부서， 0.501

디자인 부서의 정책 과 장래성 0.501

'디자인 부서 내의 분위기 와 '역할분담 및 책임체제' 0.496

현재의 디자인 부서'와 '디자인 부서 내의 분위기 0.482

역할분담 및 책임耶II'와 장래성' 0.474

'디자인 부서의 정책' 과 과거의 디자인 부서' 0.462

'디자인 부서의 중요성 과 회사의 정책 0.438

상사와의 인간관계와 역할 분담 및 책임체제 0.413

회사의 정책 과 과거의 디자인 부서 0.410

'디자인 부서의 정책 과 부서 내의 분위기 0.408

현재의 디자인 부서 와 부하와의 인간관계'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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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회사의 정책 및 디자인 부서의 정책이 중시되 

고 있는 것은 디자인 경영의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현재의 디자인 부서 상황이 과거보다 다소나 

마 개선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이후 디자인 부문의 장래성에 대한 기대가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기업이 디자인 경영 현황

다. 특이한 점은 부장급에서는 상사와의 관계를 중요 

하게 여기는 반면, 직급이 낮아질수록 부하와의 관계 

를 중요시한다는 점이다. 역할분담과 책임체제 에 관 

해서는 부장쪽이 현저하게 높은 반면, 직급이 낮아질 

수록 무관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회사의 정책과 디 

자인 부서의 정책에서도 직급에 따라 관심도가 낮아지 

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4. 항목간의 상관관계

1 • 전체 분석 결과 상사와의 인간 관계 및 '부하와의 인간 관계 가

전 항목 평균이 3.50으로 나타나서 디자인 경영 환 

경이 전반적으로 매우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 

히 높은 점수를 기록한 항목은 디자인 부서의 중요성 

(4.00)', '부하와의 인간관계 (3.86)', 디자인 부서 

내의 분위기(3.77)', '상사와의 인간관계(3.72)' 등 

이다. 이는 곧 인간 관계는 물론 디자인 부서 내의 분 

위기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것이 

다. 특이한 것은 부하와의 인간관계가 상사와의 관계 

보다 중요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비교적 낮은 항목으 

로는 '과거의 디자인 부서 운영(2.98)' 및 역할분담 

과 책임 체제(3.02)' 등이다(그림 4).

2. 업종별 분석 결과

가전 일렉트로닉스 관련기업이 타 업종에 비해 전반 

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양호한 항목으로는 디자 

인 부서 내의 분위기 (3.77)', '상사와의 인간관계 

(3.72)' , '부하와의 인간관계(3.86)' 로 업종간의 격차 

가 작았다. 그러나 회사의 정채 에 관해서는 업종간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전 일렉트로닉스 관련 

기업에서는 4.0을 기록한 반면, 자동차 관련 기업에서 

는 3.0을 약간 상회하는 수치를 기록하였다(그림 5).

3. 직급별 분석 결과

일본의 기업 디자이너들은 직급에 관계없이 '디자 

인 부서 내의 분위기(3.89)', '상사와의 인간관계 

(4.07)', '부하와의 인간관계 (3.93)'를 중요하게 여 

기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6). 다른 항목에서는 부 

장, 과장, 평사원 간의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나 

유독 앞의 세 항목에서는 아주 작은 차이를 보이고 있

그림 4. 일본기업 전체 분석

그림 5. 일본기업의 업종별 분석

중요성 정책 부서 부서 분위기

118 M■二二口 『산업디자인』 통권 155.1997.9/10



0.636의 상관계수로 1위로 나타났으며. 디자인 부서 

내의 분위기' 및 '상사와의 인간 관계 가。.624로 2위 

를 차지하여 특히 인간 관계와 디자인 부서 내의 분위 

기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디자인 부서의 정채 과 '장래성' 의 상관 관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나 결국 디자인의 장래성은 디자인 부 

서 정책에 달려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회사의 정채 과 디자인 부서 정책，의 명확성도 

서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외에도 상관계수 0.400 이상의 밀접한 상관관계 

를 갖고 있는 항목은 디자인 부서의 분위기 와 부하 

와의 관계 등 7가지로〈표 4〉와 같다.

5. 주요 시사점

첫째, 기업에서 디자인 부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이 4.0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3.8보다 

다소 높은 수치로 일본이 한국보다 디자인 면에서 선 

진국임을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디자인 조직 구성원들의 공통된 관심사가 직 

장의 분위기 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답게 '삶의 질 

을 중시하는 경향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현재의 디자인 부서는 과거보다 개선되었다 

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며. 장래는 비교적 밝 

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넷째, 정책의 확립과 역할분담. 책임체제 등은 3.0 

을 약간 상회하는 데 그쳐, 향후 디자인 경영의 개선이 

요구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일본과 한국의 디자인 경영 비口

1 • 전체 분석 결과

기업 전체 비교에서는 일본의 전 항목 평균이 3.50, 

한국의 전 항목 평균이 3.26으로 디자인 경영환경 면 

에서 일본이 한국보다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그림 7）.

항목별로는 모든 항목에서 일본이 앞서고 있으며, 

특히 격차가 큰 항목을 들면 '부서 내의 분위기' 로 차 

이는 0•기이다.

두 나라에서 모두 디자인 부서의 중요성이 크게 부 

각되어（일본 4.0, 한국 3.84）, 최근 이 지역에서 디자 

인 붐이 크게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디자인 부서 내의 분위기' , '상사와 

의 관계 , '부하와의 인간관계 등이 중요시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국에서는 부서 내의 분위기보다 상하 

의 인간관계를 중시하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그러나 

부하와의 관계를 중요시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 

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두 나라가 회사의 정채 과 

'장래성' 에서 같은 점수를 기록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역할, 책임체제' , 과거의 디자인 부서' 가 특히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도 공통점으로 디자인 경영의 혁신이 

요구됨을 단적으로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림 6. 일본기업의 직급별 분석

중요성 정책 부서 부서 분위기

표 4. 상관 관계가 특히 높은 항목（일본） （상관계수 0.400 이상）

상관관계 비교 항목 상관계수

상사와의 인간관계 와 부하와의 인간관계 0.639

디자인 부서 내의 분위기 와 상사와의 인간관계 0.624

디자인 부서의 정책 과 장래성 0.575

회사의 정책 과 디자인 부서의 정책 0.536

'디자인 부서의 정책 과 현재의 디자인 부서 0.528

디자인 부서 내의 분위기'와 '부하와의 인간관계 0.515

회사의 정책 과 장래성 0.481

현재의 디자인 부서 와 장래성 0.478

과거의 디자인 부서 와 현재의 디자인 부서 0.440

'디자인 부서의 중요성 과 장래성 0.425

회사의 정책 과 역할분담 및 책임체제 0.416

현재의 디자인 부서 와 역할분담 및 책임체재 0.412

'디자인 부서의 정책 과 역할분담 및 책임체제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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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종별 분석 결과

가전 일렉트로닉스 관련기업에서 일본은 3.76, 한 

국은 3.30으로 모두 높은 수치를 내어 이 부문의 디자 

인 경영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모든 항목에서 일본이 한국보다 앞서고 있는 가운 

데 전체적인 경향은 지극히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지만 

부서 내의 분위기' 에서는 특히 일본이 크게 앞서 격 

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일본 3.91, 한국 3.13）.

자동차 부문의 경우 일본은 3.37을 기록한 반면, 한 

국은 2.95로 특히 낮게 나타났다. 수치면에서는 전체 

적으로 일본이 높으나, 경향은 극히 비슷하다. 또한, 

디자인 부서의 중요성' 은 두 나라에서 모두 전 항목 

중 최대로 높았던 반면（일본 4.20, 한국 4.0）, 역할분 

담 및 책임체제' 는 아주 낮게 나타났다（일본 2.92, 한 

국 2.23）. 양국간의 격차가 크게 두드러진 항목은 혀 

재의 디자인 부서 , 디자인 부서 내의 분위기，, '역할 

분담 및 책임체제，순이다.

경공업 부문에서는 한국이 일본보다 7개 항목에서 

앞서는 이례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일본 기업은 디자 

인 부서 내의 분위기' , '상사와의 인간관계 및 '부하 

와의 인간관계' 에서만 한국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 

다（그림 8）.

3. 직급별 분석 결과

일본 기업의 경우, 상위 직급으로 갈수록 높은 수치 

를 기록하고 있으며 직급간의 차이도 명확하게 드러나 

고 있다（부장 4.01, 과장 3.79, 평사원 3.32）. 한국 기 

업에서도 그와 같은 경향이 나타나고는 있으나 직급간 

의 격차가 그다지 크지 않으며 과장과 평사원은 거의 

일치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부장 3.55, 과 

장 3.32, 평사원 3.22）. 일본과 한국의 부장간 비교에 

서는 전체적으로 일본이 높으며, '역할분담, 책임체 

제' 의 격차가 전 항목 중 최대로 나타났다（일본 3.81, 

한국 2.89）. 그것은 곧 일본에서는 이미 디자인 경영 

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음 

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양국의 과장간 비교 

에서는 전체적으로 일본이 높으나, 경향은 극히 유사 

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사원간의 비교에서는 전체적으 

로 차이가 없고 '디자인 부서 내의 분위기' 만은 일본 

기업 쪽이 높았다（그림 9）.

4• 항목간의 상관 분석

（1） 상관관계가 높은 항목

회사의 정책 과 디자인 부서의 정책 이 상관 관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디자인이 기업 정책에서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디자인 부서의 정책 과 현재의 디자인 부서 또한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디자인 정책에 따라 디자인 부 

서의 위상이 영향을 받게됨을 시사해 주고 있다. '디 

표 5• 한 일 문항별 상관도

일본 
한국、、

디자인부서의 

중요성

회사의 

정책

디자인부서의 

정책

과거의 

디자인부서

현재의 

디자인부서

부서내의 

분위기

상사와의 

관계

부하와의 

관계

역할분담 

책임체제
장래성

디자인부서의 

중요성 O
회사의 정책 O ◎ O O
디자인부서의 

정책
◎ ◎ O ◎

과거의 

디자인부서 O O O
현재의

디자인부서 ◎ ◎ ◎ O O
부서 내의 

분위기 O O ◎ ◎
상사와의 

관계
◎ ◎

부하와의 

관계 O ◎
역할분담 

책임체제 ◎ ◎ O O
장래성 ◎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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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부서의 정채 과 역할분담, 책임체제 도 서로 밀 

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서 

로 상관관계가 높은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표 5）.

• 디자인 부서의 정책' 및 '장래성 

• '현재의 디자인 부서 및 과거의 디자인 부서 

• '현재의 디자인 부서 및 '역할 책임체제' 

• '현재의 디자인 부서' 및 장래성

• 디자인 부서 내의 분위기' 및 '상사와의 인간관계

• '상사와의 인간관계 및 '부하와의 인간관계

한•일 양국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의 비교를 통하여 

공통점과 상이점들이 비교적 명확히 드러났으며 , 구체 

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디자인 부서 정책의 경우, 일본에서는 '회사의 정 

채 , '현재의 디자인 부서 , '장래성' , '역할분담, 책임 

체제' 와의 관련성이 크게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에는 희사의 정채 , '현재의 디자인 부 

서' , 역할분담, 책임체제' , 장래성 , 과거의 디자인 

부서' , 디자인 부서 내의 분위기' 와 밀접한 관련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자인 부서 내의 분위기의 경우, 일본에서는 '상사 

와의 인간관계 , '부하와의 인간관계 와 관련이 깊고, 

한국에서는 '상사와의 인간관계 , '디자인 부서의 정 

책' , '현재의 디자인 부서' , '역할분담, 책임체제'와 

관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장래성은 일본의 경우에는 디자인 부서의 중요성' , 

회사의 정채 , '현재의 디자인 부서，와 관련성이 높 

고, 한국에서는 디자인 부서의 정채 , '현재의 디자인 

부서' , 역할분담, 책임체제 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5. 주성분 분석

한일 양국의 특성을 보다 더 명확하게 알아보기 위 

한 주성분 분석 결과 몇 가지의 중요한 시사점이 드러 

났다（표 6）.
일본에서는 정책, 인간 관계와 함께 부서 내의 분위 

기를 특히 중요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사내에서 디자인 부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립되어 있다. 가전부문에서는 과거의 디자인 부서 

에 대한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나⑶30） 거품 경제' 

의 영향으로 이 산업 부문의 경영이 어려움에 처해 있 

음을 암시해주고 있다.

한국에서는 상하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 

고 있다. 디자인 부서 내의 분위기보다도 오히려 상하 

관계를 중요시하여 조직의 분위기가 경직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부하와의 관계에 비중을 두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사의 정책에 입각하여 디 

자인 부문을 중시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최근 한국 기 

업이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과거의 디자인 부서에의 관심이 경 

공업 부문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3.17）, 
이는 조사 당시 한국의 경제가 내리막길을 걷게됨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그 여파가 미치기 시작했음을 암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7. 한 일 기업 전체 비교

중요성 정책 부서 부서 분위기

표 6. 한 일 주성분 비교

◎ ◎ ◎ 정책중시

일본 ◎ ◎ © 인간관계 중시
디자인 

조직의 

특성

◎ 디자인 중시

O ◎ ◎ 상하관계 중시

한국 ◎ O 회사정책에 근거한 디자인 중시

◎ 과거 디자인 부서에의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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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의 고찰 (1) 양국에서 모두 기업에서 디자인을 중시하는 경

향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1 .조사 결과로 본 발견점

첫째, 양국의 기업 디자인부서 운영 실태는 매우 비 

슷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가전 일렉트로닉 

스 부문과 자동차 부문의 유사성 이 두드러지 게 나타났 

다.

둘째, 양국의 기업들은 한결같이 기업 경영에서 차 

지하는 디자인 부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셋째, 양국의 디자이너들은 모두 디자인 부서의 운 

영 현황이 과거보다는 더 나은 방향으로 계속 개선되 

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양국 모두 역할분담 및 책임체제에 대한 평가 

가 아주 낮은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디자인 경영체제 

면에서 취약성을 안고 있다는 인식이 큼을 나타내주고 

있다.

다섯째. 양국 모두 가전 및 일렉트로닉스 부문의 디 

자인 경영체제가 자동차 부문보다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일본에서는 부서 내의 분위기가 중시되며, 

한국에서는 부서 내의 상하관계가 더욱더 중시된다.

끝으로 디자인 부문의 장래성에 대해서는 양국 모 

두 비교적 밝은 전망을 하고 있다.

(2) 한국 기업들은 전사적인 일체감을 갖고 디자인 

부문을 강화시키고 있으나, 일본 기업들은 부문별로 

디자인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있다.

(3) 일본 기업들은 정책을 중요시하고, 능력주의로 

대변되는 합리적인 디자인 경영활동을 구사해 갈 것이 

다.

(4) 양국 모두 자동차 부문과 경공업 제품 부문에서 

디자인 경영의 질적 변화를 추구하게 될 것이다.

(5) 디자인 부문의 경영은 다른 부문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활동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되며 주요 

이유로는 다음의 두 가지 사실을 꼽을 수 있다.

첫째, 디자인의 질은 디자이너를 선택하는 단계에 

서부터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우•수한 디자이너를 채 

용하는 것이 우수한 디자인 집단을 창조하는 것이므로 

디자이너를 선택하는 작업 자체의 권한이 디자인 경영 

자에게 위임될 것이다.

둘째, 회사의 정책 결정이 디자인의 결과에 큰 영향 

을 미치게 되므로, 디자이너들이 기업의 정책 수립에 

적극 참여하게 될 것이다.

2• 조사결과로 본 장래가설 (6) 향후 양국의 기업에서 모두 디자인 부문이 새로

표 7. 집계결과

디자인 회사의 디자인 과거의 현재의 부서내의 상사와의 부하와의 역할분담 장래성 전체평균

부서의중요성 정책 부서의정책 디자인부서 디자인부서 분위기 관계 관계 책임체제

한

국

전 체 3.84 3.45 3.13 2.81 2.99 3.06 3.47 3.57 2.76 3.48 3.26

업종별

가전, 전자 3.70 3.54 3.19 2.82 3.08 3.13 3.52 3.66 2.85 3.49 3.30

자동차 4.00 3.09 2.64 2.46 2.51 2.80 3.18 3.32 2.23 3.25 2.95

기타 4.19 3.54 3.49 3.17 3.22 3.11 3.60 3.55 3.03 3.76 3.47

직급별

부장 3.89 3.89 3.44 3.44 3.44 3.44 3.56 3.78 2.89 3.78 3.55

과장 4.03 3.38 3.18 2.90 3.07 3.07 3.48 3.50 2.88 3.72 3.32

일반 3.80 3.47 3.07 2.72 2.93 3.03 3.46 3.61 2.71 3.36 3.22

일

본

전 체 4.00 3.51 3.36 2.98 3.23 3.75 3.72 3.84 3.02 3.54 3.50

업종별

가전, 전자 4.05 3.99 3.68 3.30 3.49 3.91 3.93 4.03 3.32 3.88 3.76

자동차 4.20 3.08 3.21 2.81 3.27 3.55 3.58 3.78 2.92 3.33 3.37

기타 3.62 3.36 3.08 2.90 2.85 3.97 3.72 3.79 2.62 3.31 3.32

직급별

부장 4.44 4.33 4.11 3.59 3.81 3.89 4.07 3.93 3.81 4.11 4.01

과장 4.37 3.90 3.70 3.28 3.51 3.88 3.96 3.97 3.28 4.03 3.78

일반 3.80 3.22 3.11 2.80 3.07 3.74 3.62 3.84 2.79 3.25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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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가치의 창출에서 보다 더 큰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 

구하게 될 것이다・

(7) 디자인 부문의 장래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간관 

계를 중요시하는 경향과 함께 합리적인 디자인 경영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게 될 것이다.

결론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기 

업내 디자인 조직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며, 운영상 

황이 디자이너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검증하 

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그 결과로 양국에서는 모 

두 전쟁을 거친 다음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기업 내에 

산업디자인이 조직적으로 도입되었으며, 특히 제품개 

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산업화 역사 

가 다소 길었던 관계로 기업의 디자인을 경영하는 환 

경에 있어 다소 간의 차이가 확인되 었다.

근래 한국과 일본이 공통적으로 디자인 경영 환경 

에서 커다란 전환점을 맞고 있으며, 기업에서 디자인 

부문에 요구하는 요건 또한 지극히 유사해지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후 양국간의 차이가 어떻게 변 

화할 것인가가 매우 흥미로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 

연구에서는 기업 디자인부서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 심 

도있는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였으므로 결과가 

아직은 불충분하다고 본다. 이후 이 연구에서 밝혀진 

가설을 토대로 더욱 심도있는 연구를 전개하고자 기대 

를 하고 있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두 나라의 디자인 

경영에 관한 비교 연구를 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극 

복하고 나름대로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을 기쁘게 생각한다. 끝으로 이 연구를 위해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준 한국과 일 

본의 기업에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 

이다. kidp

참고 주----------------------------------------------

1. 제2차 세계대전 전에도 일본에서는 비록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제품을 제조할 때 실용적인 면과 미적인 면의 조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 

匚匕 그러나 본격적으로 서구식 ID가 도입된 것은 대규모의 디자인 사절단을 영국과 

미국 등에 파견하기 시작한 1950년대 초반의 일로 알려지고 있다.

2. 1954년 미국인 사무엘 셔어(Samuel Scherr)가 미국 국제협력처(Intem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 ICA)의 재정 지원으로 한국의 수공예 산업 진흥에 

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해 약 3개월 간 한국을 방문한 것이 한국에서 ID가 뿌리를 내 

리는 계기가 되었匚k 서어의 보고서에 근거하여 1957년 ICA는 오하이오주 아크론에 

있는 Scherr & McDermott사가 한국에 한국공예시범소(Korea Handicraft 
Demonstration Center: KHDC)f 설립, 운영하도록 하였다. KHDC는 전쟁 후 피 

폐한 한국의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수공예와 소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모 

토를 내걸고 1960년까지 제품 디자인의 개발과 디자인 교육을 실시하였다. 비록 그 

당시의 여건 상 ID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KHDC는 전통 수공 

예 기술을 현대적인 디자인 감각으로 재현시켜 시장 경쟁력있는 제품을 디자인하는 

방법론에 관한 시범에 중점을 둠으로써 1960년대부터 한국에서 ID가 하나의 분야로 

자리를 잡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3. 한국의 기업에서 ID 활동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1959년 LG전자(그 당시에는 금성 

사)에서 라디오 디자인 등을 위해 도안실을 설치한 것을 효시로 삼을 수 있다. 1966 
년 도안실은 공업의장과로 개편되어 본격적인 디자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으나 

디자인 운영과 방법에서 일본 히타치사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국내 최초의 기업 디 

자이너로 불리우는 박용귀씨는 서울 미대에서 회화를 전공하고, 금성사 도안실에 입 

사한 후 히타치사에서의 연수를 통해 현대적인 디자인 기법을 익힐 수 있었다고 술 

회하였다.

그림 8. 한 일 업종별 비교

• 한국가전일렉트로닉스 • 한국자동차 。한국기타 

■ 일본 가전일렉트로닉스 ■ 일본 자동차 口 일본 기타

중요성 정책 부서 부서 분위기

그림 9. 한 일 직급별 비교

• 한국부장 • 한국과장 。한국일반

■ 일본부장 ■ 일본과장 口 일본일반

중요성 정책 부서 부서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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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한일디자인 심포지움

한국디자인 학회에서는 일본디자인 학 

회와 공동으로「'97 한일디자인 심포지 

움」을 '97. 10. 17（금）〜18（토） 한국과 

학기술원 국제회의장（대전 대덕연구단 

지）에서 개최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린 한일디자인학술대회 에서는 한국측 

에서 60여 편, 일본측에서 100여 편의 

학술논문이 발표되었다.

부산이시안게임 휘장 마스코트 결정

2002년 부산에서 열릴 제14회 아시안 

게임을 상징하는 휘장과 마스코트가 결 

정 됐다.

부산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위원장 

김운용）는 29일 오전 집행위원회와 위원 

총회를 잇따라 열고 서울시립대 정상근 

교수（무주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 휘장 

제작）의 작품을 휘장 당선작으로 결정했 

다.

이번에 선정된 휘장은 부산의 영문 이 

니셜 P 자 2개를 옆으로 눕혀 서로 맞 

물리게 하여, 한국을 상징하는 태극과 부 

산을 상징하는 바다의 푸른물결을 형상 

화했다.

서로 휘감기는 태극과 힘찬 물결은 화 

합과 역동성, 세계로 뻗어나가는 부산의 

힘을 상징한다는 것이 조직위측의 설명 

이다.

마스코트는 부산의 시조인 갈매기를 

먹을 듬뿍 묻힌 붓으로 그린 것 같은 굵 

고 거친 선을사용해 의인화한 것으로 한 

국의 고유문화와 아시아인의 자유로운 

기상을 표방하고 있다.

조직위는 지난해 12월 시민공모를 통 

해 마스코트의 소재로 갈매기를 확정했 

었다.

특히 우리 민족 고유의 흰색과 강한 

먹선을 대비시키는 동시에 노란색으로 

포인트를 줌으로써 순수하고 깨끗한 이 

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제작자인 정교수는 “하늘을 나는 갈매 

기를 땅과 물에서 치러지는 경기종목에 

맞게 의인화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으나 

우리 고유의 문화적 특징을 담아내고자 

노력했다'고말했다.

대회조직위는 오는 12월 아시아올림 

픽평의회 （OCA） 총회의 최종 승인을 받 

은 뒤 내년 상반기 중에 마스코트 애칭공 

모와 국내외 상표출원 등을 거쳐 각종 수 

익사업에 본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브랜드 네임, 튀는 제목으로 길게

독특한 브랜드로 소비자의 눈길을 끌 

려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아내의 

향기 （세제）', '태양과 바다의 혜택（보디 

클렌져）', 맑은 물 이야기（섬유린스）',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구）' , '그 남자 

（피로회복제）' , 코끼리 곰 암소（밀가 

루）' …. 소설의 제목이나 시의 한 구절 

같다. 어떤 종류의 상품인지 언뜻 알기도 

어렵다.

같은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들간에 긴 

상표 짓기 경쟁도벌어진다.

'참나무통 맑은 소주 , '청산리 벽계 

수' , 깊은 산 속 옹달샘 등의 소주 이름 

이 대표적인 경우.

이들 브랜드의 특징은 감성적 단어나 

서술적 문구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기억 

하기 쉽도록 한 단어로 이름을 짓던 예전 

과는 크게 달라진 현상이다. 대중가요의 

가사가 산문화하고 제목이 길어지는 것 

과도 맥이 통하는 현상이다.

긴 브랜드 는 기업들의 상품 차별화 

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 

한다. 이런 브랜드의 일부는 무슨 뜻인지 

도 모를 튀는 이름으로 일단은 눈길을 끌 

어 보자는 의도지만 때로는 긴 상표가 상 

품의 특성을 더 잘 설명할 수도 있다는 

것.

제일제당의 섬유린스 맑은 물 이야 

기'. 기존의 섬유린스가 불투명해 마직 

막 헹군 물이 뿌옇게 되기 때문에 주부들 

이 꺼림직해한다는 점에 착안, 투명 액체 

로만든 제품이다.

상품에만 튀는 이름이 붙는 것은 아니 

다. 최근 PC통신에서는 쥐덫에 걸린 얼 

라들 , '우리들의 조직엔 이름이 있다 같 

은 긴 이름의 모임이 회원을 모집하고 있 

다. 카페나 음식점의 상호와 책 제목에는 

몇 년 전부터 긴 이름이 유행하고 있다. 

연예인이 운영하는 '학교종이 땡땡땡 같 

은 카페명이나, '형 , 이건 연극이 아닌지 

도 몰라 , '하나도 안 유명한 영시기와 

선엽의 펄쩍펄쩍 뛰는 영어 같은 책 제 

목이 한 예이다.

한 영 만남 200주년 영국기술박 
람회

한•영 만남 200주년을 기념하여 영국 

통상산업부에서는 9월 26일（금）부터 9 
월 30일（화）까지 서울 힐튼호텔에서 영 

국기술박람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영국기술박람회에서는 영 

국의 자동차, 전자 부품, 생명 공학, 전자 

미디어 및 통신, 과학 기술, 환경, 항공 

우주, 건설 등 주요 산업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약 70여 개의 최첨단 기업들이 참 

가했고, 이와 함께 항공산업 및 우주기술 

세미나도 개최 , 양국간 산업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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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심벌마 m 개발

인천국제공항 심벌마크가 개발, 확정 

됐다. 21세기 한국의 관문으로 우리 문 

화적 상징이 될 인천국제공항의 심벌마 

크는 21세기 최첨단미래형 공항으로수 

많은 인적교류와 물류, 정보, 문화의 중 

심지로 표현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인천국제공항의 심벌마크는 '한국의 

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의 조화 라는 컨셉 

을 바탕으로 비상하는 새, 한국 전통의 

구름문양, 태극의 복합 이미지로 구성되 

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신공항건설공단 건 

축처 주관하에 오리콤 컨소시엄을 구성, 

올커 뮤니 케 이 션과 프랑스의 Proximite 
가 '97년 1월부터 6개월간의 연구과정 

을 거쳐 완성시킨 것이다.

Cl EXPO 1997 공식기록집 발간

엑스포디자인연구소가 지난 8월 포스 

코센터에서 개최한 *CI EXPO 1997 의 

전시에 사용된 자료들을 관람객들의 요 

청에 따라 공식기록집으로 발간했다.

이번 발간된 공식기록집에는 'CI 개념 

전' , CI 기획전' , CI 제안전' , 'CI 사례 

전', '통일한국상징전', ‘30대 그룹 CI 
평가전', 기업캐릭터전', '지방자치단 

체 C氏1' 에 전시되었던 내용들이 일목요 

연하게 기록되어 있다.

총 100여 페이지의 분량게 그림 자료 

와 글 자료를 바인더식으로 제본, 체계있 

게 정리한 이 공식기록집은 CI분야에 관 

심을 가진 디자이너에게는 매우 유익한 

자료가 될것으로 보/인다.

• 문의 : 엑스포디자인연구소 출판사업부

Tel. 02-549-5048

• 가격 : 8만원

유공 SK（주）로 변경

⑥ 5K Corporation

유공이 30년 가까이 사용해오던 심벌 

마크와，로고를 'SK주식회사 로 이름 

이 바뀌면서 새로이 변경했다.

유공은 선경그룹의 CI통합 방침에 따 

라 계열사인 한국이동통신이 지난 3월 

'SK텔레콤 으로 개명했고, 내년부터 그 

룹 전체에 SK라는 사명을 적용하기 앞 

서 10월부터 전면적인 이개편을 단행했 

다

CI로고는 '주식회사 유공 에서 'SK 
주식회사-（영문명 : SK Corporation）'로 

바뀌었으며 색깔도 적색과 청색에서 적 

색과 흑색으로 변경, 그룹 차원에서 양 

대주력인 정보통신 계열사는 청색을, 에 

너지 화학 계열사는 적색을 주색으로 사 

용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 '68년, 대한석유공사 

시절부터 써왔던 심벌마크는 붉은색 선 

의 네모꼴 안에 SK를 음양각으로 넣은 

다이아몬드 SK 로 바뀌었다.

유럽가구 실용화 바람

세계 유명 가구디자이너들이 유럽가 

구시장에 선 보이는 제품이 종전 화려하 

고 혁신적인 디자인 중심에서 차분하고 

침착하면서도 실용성을 강조하는 풍으 

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한 시즌을 앞서가며 

세계 최고의 고품격가구전으로 인정받 

는 올해 밀라노가구 박람회에서 확연하 

게 드러났다.

지난 4월 열린 이번 밀라노박람회에 

서 세계 주요 가구회사들은 일제히 

60〜70년대 기하학적 모더니즘을 연상 

시키는 감각적인 가구 대신 단순하면서 

도 차분한 미국인 취향의 가구들을 앞다 

투어 내놓았다.

최근 2년 동안 유럽의 가구판매가 약 

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반면 미국에서의 

유럽가구판매는 날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것이 그 원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97 인터넷 공모대전, 노블레스 

게임 등 3작품 금상 수상

조선일보사와 인텔코리아가 국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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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동서남북

터넷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최한 챌린지 

'97 인터넷 공모대전 수상작이 발표됐 

다.

이번 공모전은 교육•기술•응용 등 5개 

분야에서 총 1백 90개의 작품이 응모, 

국내 최고의 인터넷공모전으로 자리잡 

았다.

심사를 맡은 한양대 허운나 교수는 

“수준급 제품이 많아 심사가 무척 힘들 

었다'고말했다.

이번 대회는 대상 수상작은 없는 대 

신, 인터넷 잡지와 게임을 조화시킨 노 

블레스 게임 등 3작품이 금상을 받았다.

인터넷 전문업 체 인 '네트포커 스 의 

'노블레스 게임 은 홈페이지 디자인과 

기술 수준이 다름 작품에 비해 월등해 금 

상을받았다• 또 다른 금상인 키드넷상 

에는 중학생인 최신성(16)군이 출품한 

이스터 에그 가차지했다.

이 작품은 소프트웨어의 사용법 등을 

시•음악•게임을 곁들여 재미있게 구성했 

다. 인텔코리아인 금상은 우성산업대 이 

창조 교수가 줄품한 '문방사우(전문부 

문)'가 차지했는데, 먹 •종이 •벼루•붓에 

대한사용법 등이 자세하게 少H된다.

은상은 주로 특이한 소재를 다룬 작품 

들로 선정된 것이 특징. '반도체 (홍석 

형), 사이버 갤러리 (고동천), 칵테일 

(조상철) 등4작품이 선정됐다.

동상부문은 전자상거래를 다룬 EC- 
NET , '세계의 결혼풍속 , 네트컴 과 

대구대 특수교육과팀이 출품한 한국의 

특수교육 이 선정됐다. 이 밖에 아이네 

트상으로 명명 된 '아이 디어 뱅 크상 은 

컴퓨터와 춤을 으로 결정 됐다.

이번 공모전은 인터넷 전문가들의 모 

임인 '한국 웹마스터클럽 이 1차 심사작 

으로 45개를 선정하여, 이를 인터넷에 

올려놓고 전문 심사위원들이 2차로 원격 

심사를 했기 때문에 당초보다 5일 빨라 

진 29일 발표했다.

작품은 10월 9일부터 키드 넷 (kid- 
net, chosim.com) 고} 인텔 (www. intel.

corn/kr/hangul)-°}°] 네 트 (www.iWoL
ld.net) 흠 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었다.

'97 프랑三푸르트 모터쇼

벤츠 T300 라이프-제트'

대우경차 'M700'

세계 3대 모터쇼의 하나인 프랑크푸 

르트 모터쇼에 나타난 큰 특징은 실용적 

인 경차가 주류를 이뤘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 업체들이 특별한 신기술보 

다 안전하고 경제적이면서도 성능이 좋 

은 차를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졌 

다.

세계 자동차시장은 중대형차에서 소 

형차와 경차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공 

급과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세계 자동 

차업체들이 실용성 있는 경차로 불황을 

극복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프랑크푸르트 모터쇼는 이 같은 경향 

을 반영하듯 세계적 자동차업체들이 경 

쟁적으로 '작지만 편하고 안전한 차 를 

모토로 한 경차와 소형차를 대거 내놓았 

다.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세계 정상급 

모토쇼에는 각종 컨셉카와 중대형 신차 

가 주류를 이뤘지만 이번 모터쇼는 적은 

비용으로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실용적 

인 차를 주로 선보였다.

벤츠는 1조 3,000억원을 들여 개발한 

도시형 경차인 A클래스를 주력차종으로 

전시했다. 폴크스바겐은 신형 소형차인 

골프와 뉴사프트, 아우디는 세단형 S4와 

왜건형 S4아반트를 내놓았다.

BMW는 2인승 스포츠카인 Z3 신형 

쿠페 등 4개 모델을 출품해 호응을 얻었 

다. 영국의 재규어는 첨단 안전장비를 추 

가한 뉴XJ8, 스웨덴의 볼보는 S40 해치 

백과 C70 컨버터블을 공개해 눈길을 끌 

었다.

사브는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머리보 

호 안전장치를 장착한 신형 9-5모델을 

전시했다.

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미국 빅3와 

도요타, 닛산, 마쓰다 등 일본 업체들도 

첨단 컨셉트 모델과 신차를 출품했다.

국내 업체 가운데는 현대와 대우가 각 

각 아토스와 M-10CX 내놓■아 세계 자동 

차시장 조류에 동승해 해외시장 개척의 

새로운 신호탄을 올렸다.

전문가들은 이번 전시회에서 안전기 

술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신기술을 찾아 

볼 수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는 자동차업체들이 최근 판매 부진 

으로 획기적인 디자인을 개발할 여유가 

없는데다 안전과 환경규제가 점차 강화 

되고 있는 것이 큰 원인이다.

특히 벤츠같은 유명업체들은 차를 부 

문별로 절개해 안전기술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대형차인 체어맨을 처음 공개한 쌍용 

자동차는 피라미드 충격흡수 구조 를 

선보여 눈길을끌었다.

이는 차가 충돌했을 때 손상되지 않은 

부분이 충격을 흡수하는 구조로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쓴흔적이 역력했다.

이렇게 안전에 신경을 쓴 결과 디자인 

면에서는 대부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 

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이미지를 구축해 

온 이탈리아의 창조력, 프랑스의 직감, 

영국의 아름다움은 빛을 잃고 이런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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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이

이 혼합돼 버린 느낌이었다.

실내디자인도 비슷한 양상이다. 에어 

백을 필수적으로 장착해야 하기 때문에 

핸들과 대시보드도 거의 비슷한 모습으 

로 변했다.

모터쇼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자동차 

분야에서 신기술 등장은 한동안 멈추고 

2000년 정도에나 차별화 된 신기술이 등 

장할 것이 라고 분석했다.

몇몇 업체가 디자인과 안전공학으로 

차별화를 시도하지만 시장을 주도할 정 

도로 강한 매력을 끌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번 모터쇼를 전후해 자동차 대형업 

체들이 완성차를 수출하는 동시에 외국 

기업 인수와 부품 수출을 병행해 시장 공 

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도 특징 이다.

（주）인포로직, 상호변경 및 확장 

이전

讥/시Qgic
（주）윤미디어가, 윤디자인연구소에서 

완전 분리되어 강남구 논현동으로 확장 

이전하였으며, 아울러 9월 9일부터 상호 

를 （주）인포로직（대표 이창학）으로 변경 

하였다.

（주）윤미디어는 지난해 11월, 전자출 

판용 서체 디자인 전문회사로서 국내 최 

고의 서체 품질과 시장점유율을 확보하 

고 있는 벤처기업인 （주）윤디자인연구소 

에서 스핀오프（Spin-ofi）형태의 전자출 

판 분야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회사로 출 

범했었다.

미국과 일본을 위주로 한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사업 영역을 구축해 나갈 （주） 

인포로직은 정보의 탄생（입력 단계）에서 

소멸（표현 단계）까지 컴퓨터를 포함한 

모든 정보기기 환경에서 그 생산성 및 가 

치를 높이기 위한 각종 요소 기술을 확보 

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요소 기술과 그 

간의 개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 

양한 솔루션을 개발•공급하는 것으로 사 

업 영역을 잡고 있다.

현재 （주）인포로직에서는 세계 최초 

로 트루타입（True Type）서체의 불법복 

재 방지 기술과 서체의 윈도 암호화와 압 

축 기술을 적용시킨 TTE（True Type 
Enhanced） 포맷을 개발하고, 상품화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서체 포맷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그래이스케일 （Grayscale） 
문자 표현 기술인 Gray Type（음영문자） 

을 개발해 TTE 서체에 적용해서 함께 

공급할 예정이다.

최근 들어 프린터에 비해 훨씬 저해상 

도 출력장치인 모니터상에서 최종 출판 

이 이루어지는 온라인 출판물 - 인터넷 

홈페이지, CD-ROM 타이틀, 온라인 매 

뉴얼 등 - 이 급증하는 추세인데, 이번 

Gray Type 제품은 이러한 온라인 출판 

물의 품질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평 

가되었고, 온라인 출판시장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인포로직은 미국 실리콘밸 

리의 중심지인 산호세 （San Jose）에 소 

재한 국제창업보육기관인 IBKlntema- 
tional Business Incubator）0!] 국내 최초 

로 입주하여, 지난 5월 20일부터 독립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미국 현지의 우수 

개발자들을 활용하고 있다.

• 주소 : （주）인포로직

서울시 강남구 논현 1 동 53-4 효진빌딩 2층

Tel. 02-516-6030 Fax. 02-518-5285

Email : support@infologic.co.kr

丕코파이 상표 분쟁, 국내서 재격돌

동양제과와 롯데제과가 해외에서 벌 

이고 있는 초코파이 상표분쟁이 국내 

로 확전됐다.

동양제과는 현재 러시아와 베트남에 

서 상표권을 놓고 격돌하고 있는 롯데제 

과를 겨냥,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 '롯 

데 초코파이' 상표를 무효화시키는 작업 

에 나섰다.

동양은 지난 5월 '롯데 초코파이 가 

자사에서 먼저 출시한 오리온 초코파 

이 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특허청 

에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7월에는 

현지 시 판 중인 롯데 초코파이 가 등록 

돼 있는 롯데 쵸코파이' 와 다르게 부정 

사용하는 것이라며 이의 취소심판도 청 

구했다.

또 지난 5월 19일에는 이미 등록해 놓 

은 오리온초코파이외에 초코파이 라 

는 한글, 영자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출원 

했다. 동양이 '초코파이 를 새로 출원한 

것은 롯데 초코파이' 에 대한 등록무효 

취소심판과는 별도의 법적대응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포석이다.

특허청에서 '초코파이상표 등록을 

받아들이면 롯데에 대해 사용중지를 요 

구하고, 거절할 경우에는 특허청을 상대 

로 소송을 제기 , 법정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다.

동양은 '초코파이 가 미국 등지에서 

도 등록이 되는 등 특정제품을 나타내는 

상표로서 식별력이 있다면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 고 강조했다.

이처럼 동양이 공세적으로 나오는 것 

은 앞서 '오리온 초코파이 를 등록한 러 

시아와 베트남에서 롯데가 '초코파이는 

초콜릿을 입힌 파이류를 뜻하는 성질표 

시로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다 며 공유를 

주장하고 있기 때堂]다.

이같은 동양의 움직임에 대해 롯데측 

은 무려 20년 동안 사용해 온 상표에 대 

해 등록취소를 내세우는 것은 말도 안된 

다' 며 일축했다. 이와 함께 '쵸코파이를 

초코파이로 사용하는 것은 외래어 표기 

법의 변경에 따른 것으로 예전에 초콜렛 

을 표기하던 것을 지금은 초콜릿으로 쓰 

는 것과 마찬가지다' 고 반박했다.

한편 국내에서 초코파이 상표가 공유 

나, 독점사용이 가능하느냐에 대해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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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내려진 적은 없다. 현재처럼 공유 

하게 된 것은 동양이 지난 '78년 오리온 

초코파이' 상표를 등록출원했을 때 특허 

청에서 초코파이 이외의 제품에 사용할 

경우 품질의 오인, 혼동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정상품으로 한정했기 

때守］ 다.

'브라-하우스 전

70년대 여성운동의 물결로 공개화형 

을 당하는 수모까지 겪기도 했지만 여성 

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유지해온 

브래지어를 일약 예술작품으로 변모시 

킨 기발한 전시회가 서울 한복판에서 열 

렸다.

이벤트업체인 섬 커뮤니케이션즈 주최 

로 한 달 동안 명동 막스앤스펜서 건물 5 
층에서 개최된 :브라-하우스 전시회.

이브 생 로랑•장 폴 고티에 등 세계적 

인 디자이너와 예술가들이 브래지어를 

통해 펼치는 무한대의 상상력을 엿볼 수 

있었다. ，

출품작들은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살 

림하는 여성상을 강조하거나, 기상천외 

한 기계장치들을 부착해 사이버룩을 연 

출하기도 하고, 반대로 자연으로 돌아가 

태고의 느낌을 살려내는 등 다양한 양상 

을 보였다.

벤처기업 중소기업을 위한 CI전문 

회사-로고 뱅m

엑스포디자인연 구소는 그동안 사업부 

제로 운영해오던 중소기업 ci사업부를 

최근 독립 , '로고뱅크 : LOGO BANK 
를 설립하고 대표에 엑스포디자인연구 

소의 기획실장인 양서정씨를 임명하였 

다.

4인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로고뱅 

크 는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에만 범위를 

국한, VCI （Venture Company Identity） 
의 개념에 입각해서 이들 기업의 CI만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임을 표방한다고 밝 

혔다. 기존의 CI 개발작업이 대기업 위 

주로만 편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벤처 

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예산상의 문제 

로 소외되지 않도록 이들 기업의 형편에 

맞는 현실적인 비용으로 CI 용역을 추진 

한다는 게 이 회사의 마케팅 전략이다. 

로고뱅크 는 앞으로도 벤처기업 및 중 

소기업을 위한 CI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 

발, 패키지화해서 이들로 하여금 CI 업 

무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주소 : 서울 강남구 삼성동 35-25 한주빌딩 3층 

Tel. 02-549-5048

상표침해 손해배상액, 대법 신정방 

식 첫 판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은 상표권 침해자의 판 

매액에 상표권자의 순이익률을 곱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 

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는 9월 22일 일본에 

있는 산크스（주）가 한국선크스물산（주）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 

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권 침해자 

가 받은 이익액은 침해제품의 총 판매액 

에 그 순이익률을 곱하거나 또는 그 제조 

판매수량에 그 제품 1개당 순이익액을 

곱하는 방법이 원칙이다'며 “하지만 침 

해자의 판매액에 상표권자의 순이익률 

을 곱하는 방법으로도 산출할 수 있다” 

고 밝혔다.

광전자센서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원 

고 산크스（주）는 자사가 등록한 상표 

'SUNX 를 피고회사가 '90〜'93년 8월 

까지 SUNKS 상표로 동일 유사제품을 

제조, 판매하자 지난 '아4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디자인 비평서 '디자인과 키치，

지금까지 디자인 관련 평론 작업을 진 

행해 온 오창섭씨가 단순한 실용서와 전 

문적인 이론서가 아닌 디자인 관련 종사 

자와 일반인들에게 디자인에 대한 많은 

생각을던져주는비평서인 디자인과키 

치를 발행했다.

생산의 관점이 아닌 수용의 관점으로 

디자인을 바라보고자 제안된 이 책은 제 

품이나 이미지를 생산하는 입장이 아니 

라 그것들을 수용하는우리의 일상 삶을 

통해 디자인을 본다는 것으로 소비자를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능동적이고 창조 

적인 존재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예술적 영역에서 중심적 

으로 다루어져 온 키치 개념을 도입시 

킨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디자인이 일부 

소수의 전유물이 아님을 말하고 있다. 디 

자인은 우리 삶의 문제로서 누구나 관계 

되는 것이며,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디 

자이너일 수 있다는 것과 함께 만일 디

128 『산업디자인』 통권 155,1997.9/10



리자이 도서나브

자인을 실제 삶과 괴리된 것이 아닌 우 

리의 일상 삶 자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 

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과 디자 

인이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정경원 이사, 최다득표 제선

캐나다에서 열린 제20차 ICSID 총회 

에서 우리 나라의 정경원 교수(KAIST 
산업디자인과)는 최다득표로 2년 임기 

의 이사에 재선되었다. 정 교수는 지난 

1995년 대만 타이페이에서 개최되었던 

제19차 총회에서 한국인으로서는 최초 

로 이사에 선출된 바 있었다.

또한 ICSID 이사회는 임기가 만료된 

우베 반슨 (Uwe Bahnsen) 회장 후임에 

이탈리아산업 디자이너협회 회장 아우구 

스토 모렐로(Augusto Morello) 씨를 신 

임회장에 선출했다.

'97 서울문화관광상품전

서울특별시는 우리 고유의 정서와 문 

화가 담긴 고부가가치 문화관광상품의 

개발과 관련, 이의 활성화를 위해 11월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 동안 KOEX 
에서 '97 서울문화관광상품전을 개최한 

다.

'97 오사카 국제디자인전

일본 국제디자인교류협회 (JDF)가 주 

최하는 저］8회 국제디자인•페스티벌 국 

제디자인전 '97 이 10월4일부터 12일 

까지 일본 오사카" 아시아태평양무역센 

터에서 개최되었다.

1983년부터 격년제로 실시되고 있는 

이 전시회는 일본에서 가장 큰 디자인 

관련 행사이다. 세계 61개국으로부터 1 
천21점이 접수되어 경쟁을 펼친 오사카 

국제공모전 수상작 전시와 시상식, 디자 

인 포럼 , 올해의 국제디자인상 수상자로 

결정된 세계적인 디자이너이자 건축가 

한스 베그너 (Hns J. Wegner) 특별전시, 

홍콩과 대만의 우수디자인 작품이 전시 

되는 국제교류전 등 다양한 내용으로 열 

렸다.

• 주소 : Japan Design Foundation

3-1-800, Umeda 1-chome, Kita-ku,

Osaka, 530, Japan

Tel. 81 6 346 2611

Fax. 81 6 346 2615

http-//www. if design, de

e-mail ： jdf@mxp.meshnet.or.jp

'98년도 국제Zl래픽디자인 비엔 

날레

• 행사기간 : 1998.6.24〜9.27

• 참가품목 : 포스터, 기업이미지, 정보 및 광고그래픽 

등의 그래픽디자인

• 개최장소 : Brno(Czech Republic 소재)

• 문의 ； Brno Biennale

Moravska galerie Husova 18 CZ-662 26 

Brno Czech Republic

Tel : 420/5/42211464

Fax : 420/5/42215758

제3회 화장품 우수디자인 공모전

제3회 대상 수상작

중앙일보•서울방송•나드리 화장품이 

주최한 대한민국화장품 우수디자인 공 

모전 이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여 총 9 
백42점으로 1회 때의 4백여 점, 2회 때 

의 8백여 점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입상작들 또한 제품을 보는 새로운 시 

각을 제고한 작품부터 당장 제품화해도 

히트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작품에 이르 

기까지 다양성과 수준면에서 매우 향상 

됐다는 것이 심사위원들의 평가였다.

이번 공모전의 테마는 신세대 소비자 

를겨냥, 내가갖고싶은화장품과 X세 

대를 위한 화장품 이었는데 학생들 자신 

이 신세대이기 때문인지 이번 공모전의 

대상작이 일반부가 아닌 학생부에서 선 

정된 것도 이채롭다.

특히 이번 대상작은 꽃병을 형상화시 

켜 서로 다른 종류의 향수나 스킨로션을 

세트로 보관•진열할 수 있게 한 아이디 

어작품으로 역대 최고작이라는 평가를 

얻기도 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대상과 최우수상외 

에 특별상•우수상•장려상•입선작 등 총 

1백53개 작품이 뽑혔으며, 이들 입상작 

은 23일부터 27일까지 KDP 전시장에 

서 전시되었다.

1997 LG전자 국제디자인공모전

1983년 국내 산업디자인의 육성과 발 

전을 위하여 국내 공모전으로 처음 실시 

한 LG전자 국제디자인공모전은 1991년 

부터 세계디자인단체협의회 (ICSID)의 

공인을 받아 국제디자인공모전으로 확 

대하여 매 2년마다 실시되고 있다.

1997년 제4회 LG전자 국제디자인공 

모전에는 48개국으로부터 1,265점의 작 

품이 출품되었다.

'Creating A New Age - Dluminat- 
ing Culture' 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공 

모전에서 영예의 대상에는 'O.F.U： 를 

출품한 Simon Belton(뉴질랜드, 웰링턴 

폴리테크닉)이 차지하였다.

한편 LG전자 국제디자인공모전의 심 

사결과 수상한 작품은 예술의 전당 미술 

관에서 11월 4일부터 장려상 이상 35점 

의 Presentation Panel 및 모형이 입선 

작 189점과 함께 전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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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동서남북

미국 멱지디자인 유행경항

미국의 가정용 벽지 디자인이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최근 미국 가정용 

품 전문잡지인 홈 퍼니싱 뉴스（Home 
Pumishing News）* 지 등 관련 보도에 

따르면 올들어 미국인들이 갑자기 휴식 

을 강조하는 색깔과 그런 계열의 디자인 

의 벽지를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즉, 종전의 전통적 벽지색깔인 감청 

색, 연두색, 포도주색 등 푸른색 계통의 

색깔에서 요즘에는 감귤류 계통의 노란 

색으로 색조가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또 과거에는 단일색의 벽지에 대한 선호 

가 많았는데 올가을부터는 자연을 위주 

로 한 오르가닉 계열의 디자인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내 최대 벽지 생산업체 

인 아이젠하르트 월 커버링사 등 관련업 

계는 '가정=휴식공간=자연 이라는등 

식의 개념아래 새롭게 디자인된 벽지들 

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벽지 디자이너들이 밝힌 올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의 유행전망은 다음과 같다. 

1. 베이지색과 노란색이 어우러진 깨끗

하고 명료한 조화가 인기를 끌 것이 

다.

2. 녹색, 청색, 산호색이 퇴조하고 자연 

을 상징하는 오렌지, 낙엽, 흙색이 주 

류를 이룬다.

3. 꽃그림계통의 벽지는 실물보다 과장 

된 그림형태를 띨 것이다.

4. 기존의 직물모양 표면처리는 나무, 흙 

등 자연을 상징하는 표면처리로 바뀐 

다

전문가들은 벽지에 대한 미국인들의 

이같은 취향변화가 과거 어느때 나타났 

던 것 보다도 급격하고 폭이 넓다고 분 

석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 사회심리 학자들은 최 

근의 미국경기 호황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말한다. 즉 경기가 7년 연속 호 

황을 누리면서 심리적인 여유가 생겨 너 

그러운 색인 노란색 계통을 선호하고 있

위 • 아래 : 새로 유행하기 시작한 감귤색 계통의 벽지들

으며, 특히 오랜기간의 노동끝에 이룩한 

풍요를 바탕으로 휴식을 상징하는 자연 

색조를 찾게 됐다고 분석한다.

한편, 얼마전까지만 해도 미국내 벽지 

수요는 호텔이나 일부 상업용에 그쳤으 

나 최근에는 일반 가정을 중심으로 한 

신규수요가 놀라울 정도로 많아졌다고 

한다.

이에 따라 미국내 벽지시장은 올해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확대될 전망인데 작 

년기준 한국 등 외국에서 수입된 벽지의 

규모는 약 3억달러 정도 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우리 나라의 경우 지난 '94년에는 미 

국에 수출한 벽지의 処］ 2백 38만달러 

였으나, '95년에 1백 37만달러로 줄었 

고 그나마 작년에는 1백만달러에 그친것 

으로 집계됐다. 미국에 가장 많은 벽지 

를 수출하는 나라는 캐나다로 작년기준 

1억7천1백만달러를 넘었고다음의 영국 

（8천 9백 46만달러）, 이탈리아（1천만달 

러）, 프랑스（8백20만달러）의 순이었다.

'98 영국 디자인육 세미나

영국문화원 （The British Council） 은 

디자인 미래' 라는 주제로 국제적인 세 

미나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는데, 그 첫 

행사로 내년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디자인 교육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세미나는 디자인 관련 학교 책임자 

및 교수, 디자인교육 정책 담당 정부관 

료, 디자인진홍기관 책임자들에게 매우 

유익한 정보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 

匸上 향후 10년간 현업 디자이너들이 필 

요로 할 기술, 디자인 전공자 고용전망, 

디자인교육의 새로운 주제-디자인 매니 

지먼트•멀티미디어 •콤비네이션 코스, 스 

폰서 •공모전•장학금 등을 통한 산업의 

디자인교육 지원방안, 연장교육과 고등 

교육에서의 디자인 리서치, 새로운 교 

수-학습법과 새로운 자격기준, 디자인교 

육의 국제화, 대학교원을 위한 교육 및 

개발, 디자인교육을 위한 수업자원-등 

이다.

참가비는 숙박비와 식비, 응급의료보 

험료 등을 포함하여 1천2버监0 파운드이 

다.

• 문의 : The British Council

Emily Hayes, Head of Design Promotion, Exhibi

tions, Media and Design

11 Portland Place,

London W1N4EJ,

England

Tel. 44 171 389 3151

Fax. 44 171 389 3164

e-mail: emily.hayes@britcou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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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P △식

산업디자인 정보교류회 및 ■ 디자인정보교류회 위원

신업디자인 발전자문위원회 발족 구 분 0|f 소 속 분 야

디자인 관련 각분야의 최신 정보를 공
위원장 노장우 한국산업 디자인진흥원 원장

외부위원 권은숙 한국과학기술원 산업 디자인과 교수 디자인 교육

유하고 우리 디자인에 비전을 제시할 젊
김재홍 새암디자인그룹 이사 포장디자인

은 모임이 탄생했다. 문철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 교수 시각디자인

'산업디자인 정보교류회 로 명명된 이 박인석 월간디자인 편집주간 출판

모임은 현재 각 분야게서 왕성한 활동을 유숭만 마노디자인（주） 대표 운송기기

펼치고 있는 30대에서 40대 초반의 젊은 은병수 （주）212디자인 대표 제품디자인

디자인 전문가 12명과 KIDP 내부위원 6 이병도 한국텍스타일 디자인협회 기획실장 텍스타일

명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복신 （书IRI디자인 실장 색채 연구

이들은 월 1회 정기모임을 갖고 각자
이영식 件）데그립 고베 디자인실 실장 시각디자인

가 속해 있는 분야의 최신 정보나 창조적
이찬 국민대학교 산업디자인과 교수 환경（가구, 실내）

인 아이디어를 발표•공유하게 된다.
인치호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과 교수 조형 연구

지난 9월 4일 롯데호텔에서 있었던 첫
정지홍 동덕여자대학교 산업디자인과 교수 컴퓨터그래픽

KIDP
내부위원

이순인 

박회면

진홍본부장

디자인개발팀장 간사
모임은 '한국 산업디자인의 오늘의 모

습 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윤병문 조사연구팀장 디자인 센서스

여타의 모임들보다 정보교류회가 디
김윤집 정보화추진팀장 디자인 정보화

자인 관련 종사자들의 관심을 모으는 이 

유는 이 모임의 내용과 역할이 우리 디자

윤대영 홍보팀장 디자인 홍보

인계의 미래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리라는 기대 때문이다.

KIDP는 향후 이 모임을 통해 취합된
1 산업디자인 발전자문위원 （※구분별 이름 가나다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KIDP 홈페 이름 소 속 구분

이지를 통해 디자인계에 제공할 계획이 위원장 이어령 이화여자대학교 국문학과 석좌교수 학계

다. 또한 이를 우리 디자인 정책에 좌표 위원 노장우 한국산업디자인진홍원 원장
주관처

로, 디자인 발전 흐름의 핵으로 활용할 추준석 통상산업부 차관보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송자 명지대학교 총장

정보교류회의 다음 모임 주제는 이연숙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학계

ICSID 2（X）1 년을 대비하여 우리는 무
조영제 서울대학교 산업디자인과 교수

엇을 할 것인가? 로, 대회의 목표와 추진 

방향, 각종 행사와 이벤트에 대해 아이디 

어 논의를 하기로 했다.

김병호 

박병윤 

박창래 

이규행 

최청림

KBS 보도본부 본부장 

서울경제신문사 대표 

문화일보 편집국장 

중앙일보 고문 

조선일보 논설실장

언론계

한편 21세기에 대비할 산업디자인 진

홍•발전 계획을 수립하는데 방향을 제시 

하고 자문할 산업디자인 발전자문위원

추성춘 MBC 해설주간

김진애 （주）서울포럼 대표

회 가 구성되었다. 박병재 현대자동차 대표
업계

지난 9월 10일 KIDP 회의실에서 첫 유환덕 LG기계 대표

모임을 가진 발전자문위원회는 학계, 언 윤종영 삼성전자 대표

론계, 업계, 단체, 연구소등사회 각계의 이주영 서울 YWCA 회장

저명인사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견 장영신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례를 겸해 열린 이날 모임에서는 진흥원 정광모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단체 •연구소

업무현황 보고와 2001년 세계디자인총
조중완 제4세대경영연구소 대표

회 （ICSID） 유치 경과보고, 산업디자인
최정호 한국미래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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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발전계획안 검토 등이 이루어졌다.

발전자문위원회는 앞으로 연 3회 이 

상 모임을 갖고 우리 나라 산업디자인 발 

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산업디자인진 

홍원의 주요 사업정책 및 발전방향, 

2001년 세계디자인총회 (ICSID) 서울 

개최 준비 및 대회조직위원회 구성에 대 

한자문 등을 수행하게 된다.

'97 산업디자인 개발신상품전

'97 산업디자인 개발 신상품전이 지난 

io월 7일부터 n일까지 한국종합전시장 

(KOEX) 제8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신상품전에는 KIDP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으로 상품화된 중소기업 상품 

140여 품목이 640평 규모로 전시 •판매 

되었다.

전시품목은 일용잡화, 생활용품, 장신 

구, 전기 •전자제품, 산업기기류, 레저 스 

포츠용품, 자동차용품, 건강용품, 농•수 

산물 가공식품, 사무•완구•문구•교육용 

품, 인테리어 •익스테리어용품, 주방용품 

등 매우 다양하다. 참여업체 중 80여 부 

스는 관람객들에게 현장 판매도 실시했 

다.

특히 이번 전시는 예년과 달리 생활용 

품, 레저용품, 문화용품, 교육용품, 식품, 

가전용품 등 품목에 따라 7개 코너로 나 

누어 전시되었다.

또한 KIDP는 업체 홍보코너를 별도 

로 설치하여 상품을 현장에서 구매하고 

자 하는 경우 업체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하였고 

KIDP 홍보코너도 마련하여 중소업체들 

에 산업디자인개발지원사업의 내용과 

과정, 기타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했다.

중소기업의 산업디자인 개발을 다각 

도로 지원하고 있는 KIDP는 대부분의 

중소업체가 성공적으로 상품을 개발한 

후에도 판로개척의 어려움과 미진한 홍 

보 등으로 인해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 

음을 파악하고 지도상품의 효과적인 홍 

보와 판매 촉진의 장으로 '산업디자인 

개발 신상품전 을 개최하고 있다.

특히 말하는 디지틀 도어록을 선보인 

덕풍물산화 쌀 포장디자인 지도를 받은 

이천쌀사랑본부, 가정용 스팀사우나 생 

산업체 (주케이디 등은 행사장에서 실 

질적인 사업상담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KDP는 이외에도 행사를 통 

해 실질 성과를 올린 예가 더 있을 것으 

로 보고 행사결과를 조사•집계하고 있다.

한편, '94년 이후 작년까지 KIDP의 

산업디자인 개발지원 혜택을 받은 업체 

는 모두 1만1천6백10개 사에 이르는데, 

이중 상품화에까지 성공한 업체가 1천1 
백23개 사로 집계되었다. 금년의 경우 

상반기까지 총 1천4백59개 업체가 지원 

받아 1백34개 업체가 상품화에까지 성 

공했다.

개발지원사업 유공자 7명 포상

10월 7일 '97 산업디자인 개발 신상 

품전 개막식에서는 산업디자인 개발지 

원사업에 공로가 큰 것으로 인정된 7명 

의 국내외 디자인 전문가에 대한 시상식 

이 열렸다.

수상자 7명은 지난 ‘94년부터 기업의 

산업디자인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이를 

통해 상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사 

업 에 크게 기여하여 상을 받게 되었다.

최종석 (주)아이알아이 대표와 김대 

헌 마린디자인 대표는 통상산업부 장관 

상을, 조영길 (주)디자인모울 대표, 김천 

퍼비드디자인 대표, 아르카디 모라델 스 

페인 아르카디모라델사 대표, 조동업 한 

세대학교 산업디자인과 교수, 변상태 홍 

익대학교 산업디자인과 교수 등 5명은 

KIDP원장상을 받았다.

KIDP 팀중심 전면 조직개편 단행

KIDP는 지난 9월 19일 전면적인 조 

직개편을 단행했다.

기존의 수직적인 부 중심 구조에서 탈 

피하여 업무효율 중심의 팀제 시행과 

2001년 세계디자인총회 (ICSID) 사무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이번 개편으로 

KIDP의 조직은 3본부 3실 1사무국 24 
팀 2원 체제가 되었다.

팀 중심 구조로의 변화에 따라 KIDP 
는 중간 결재과정을 과감하게 생략하게 

되었고, 이러한 조직 변화는 직원 개개인 

의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하고 

주어진 업무를 수동적으로 수행하는 것 

이 아니 라 각 팀 이 스스로 과제를 찾아서 

일하는 자율적인 근무 풍토를 조성할 것 

으로기대된다.

북미 한국 비口 신문 편집디자인 

특강

대중매체 중 가장 보수적인 성향을 띄 

어왔던 신문들이 최근 정보화 물결에 합 

류하여 그들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편집 

디자인을 과감하게 개선하는 등 체질개 

선이 한창이다.

이를 반증하듯 KIDP가 지난 8월 29일 

개최한 특강 '북미 신문 편집디자인의 흐 

름과 한국 신문 편집디자인 에는 1백여 

명의 많은사람들이 참석하여 경청했다.

KIDP 연수원•국제산업디자인대학원 

(IDAS) •나래디자인학원 학생들은 물론 

신문사 편집디자이너들과 관련 업무 종 

사자들도 상당수 참여하여 실무경험에 

서 우려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등 특 

강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도 했다.

이날 특강을 맡았던 강사는 IDAS 교 

수를 역임했던 캐나다 출신의 그래픽 디 

자이너 스티브 블렉크니 (Steve Blak- 
eney)씨였는데, 그는 한국의 신문 편집 

디자인에 관심을 갖고 개선방안을 연구 

한 바 있다.

신업디자인 인프라 구축의 핵심, 

산업디자인센터 분당에 건립

분당이 21세기 디자인 타운으로 부상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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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P가 오는 2천년 완공을 목표로 

분당구 야탑동에 산업디자인센터를 건 

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향후 디 

자인 관련 업체나 부대시설들도 대거 분 

당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분당구 야탑동 344번지 약 3천2백여 

평 대지에 들어설 산업디자인센터는 지 

상 8층 지하 4층 연건평 9천평 규모로 

건립되며 모早 7백88억 원의 예산이 소 

요될 것으로 보인다.

센터 건립을 위해 재정경제원은 올해 

154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였고 지난 10 
월 17일 일차적으로 건립자본 보조금 60 
억 원이 교부되었다. 이에 따라 센터건립 

주관부서 인 KIDP 센터 건설사업부는 10 
월 20일 건립부지 소유권을 갖고 있는 

한국토지공사와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

2000년 세계ZI레픽디자인대회 

(ICOGRADA) 서울 유치

10월 24일부터 양일간 우루과이 푼타 

델 휴양지 에스데시에서 열린 '제17차 

세계그래픽 디자인대회 (ICOGRADA : 
International Council of Graphic 
Design Associations* 에서 2000년 대회 

개최지로 서울이 선정되었다.

이 대회에는 KIDP 노장우 원장이 한 

국유치단을 이끌고 참석하였으며, 10월 

25일 오전 11시(현지시각)로 실시된 

2000년 대회 개최지 결정투표에서 서울 

이 150표 중 144표를 얻어 압도적으로 

유치에 성공했다.

또한 한국대표단으로 참석하여 '한글 

타이포그라피의 가능성'을 주제발표하 

여 참석자로부터 절대적인 호응을 얻은 

홍익대학교 안상수 교수가 세계그래픽 

단체협의회(ICOGRADA)의 부회장으 

로 선출됐다. 그래픽디자인분야의 올림 

픽으로 불리는 세계그래픽 디자인대회는 

세계그래픽 디자인단체협의 회의 주체로 

매년 열리며 37개국 55개 기관에서 으］: 1 
천여 명의 저명 디자이너, 관련인사 등이 

참석하고, 각종 국제그래픽 디자인관련 

전시회, 세미나, 워크샵 등 다양한 행사 

가 함께 치뤄진다.

이번 대회의 유치로 한국은 지난 8월 

말 유치에 성공한 *2001 세계디자인총 

회 와 함께 세계디자인계의 최대행사 두 

가지를 2000년, 20()1년 차례로 열게 되 

어 , 우리 나라 디자인분야의 획기적인 발 

전을 이루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한덕수 차관 IDAS에서 특강

한덕수 통상산업부 차관이 지난 10월 

10일 국제산업디자인대학원(IDAS)에서 

우리 나라 산업디자인의 위상과 정책방 

향 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실시했다.

한 차관은 세계 경제여건의 변화와 통 

상산업부 주요업무에 대한 간략한 

로 강의를 시작한 후 우리 나라 산업정책 

의 전개과정, 정책추이 및 현 위치, 산업 

디자인 정책방향과 주요시책, 향후 발전 

과제 등의 내용으로 1시간 가량 특별강 

연을 진행했다. 이날 강의에는 IDAS 재 

학생들과 KIDP 임직원 등 모두 1백 여 

명이 참석했다.

불가리아 통상관광차관 방문

노장우 KIDP 원장은 10월 11일(토) 

오전 10시 30분 방한 중인 불가리아의 

알렉산더 타세프 (Alexander Tassev) 통 

상•관광부 차관 및 불가리아 세계무역센 

터 (World Trade Center) 부의장의 예방 

을 받고 한국•불가리아간 산업디자인 협 

력관계 증진 및 디자인 진흥사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번 방문에는 

주한 불가리아 대사관의 아타나스 므라 

데노프 참사관도 동행했다.

부신, 중북 산업디자인 종합행사

부산과 충북에서 산업디자인 종합행 

사가 개최되었다.

10월 16일 개막된 부산행사는 22일까 

지 부산문화회관 중전시실에서, 충북행 

사는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청주 

예술의 전당 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두 

행사" 모두 KIDP가• 산업디자인의 지방 

확산과 이를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위 

해 개최하는 지방산업디자인 종합행사 

의 일환이다.

부산행사에는 부산지역의 상품 31점 

을포함한 산업디자인개발신상품 1백 

10점과 저］4회 전국 초•중•고생 산업디 

자인전람회 입상품 60점, '97 우수산업 

디자인 (GD)상품전 선정상품 32점 등 모 

두2백2점이 전시되었다.

이밖에 초•중•고생 조기교육, 경영자 

산업 디자인교육, 공무원 산업 디자인교 

육, 산업디자인 세미나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함께 마련되었다.

충북행사에도 산업 디자인 지도신상품 

1백3점과 '97 GD선정상품 30점 등 모 

두 2백여 점이 11월 5일까지 일주일간 

청주 예술의 전당 전시실에 전시되어 청 

주를 포함한 충북지역에 산업디자인 바 

람을 일으키게 된다. 또한 행사기간에는 

충남대 신언모 교수와 김진 교수가 진행 

하는 경영자 산업디자인 교육과 세미나 

가개최될 예정이며 기업체 연수원 교육,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조기교육, 공무 

원 교육도 실시된다.

'97 부산국제신발 및 스포△레저 
용품전 참가

오는 11월 6일부터 9일까지 부산 무 

역전시관(수영요트 경기장에서 개최되 

는 '97 부산국제신발 및 스포츠 레저용 

품전에 KIDP가 참가한다.

KIDP 전시사업팀은 2001년 ICSID 
총회 서울 유치는 물론 KIDP 개발지원 

사업을 통해 상품화된 지도상품과 GD선 

정상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이 

전시회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8개 부스 

를 신청해 놓은 KIDP는 이밖에도 도움 

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들에 KIDP 개 

발지원사업을 자세히 4H하여 지원 희 

망업체를 능동적으로 발굴할 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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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영 / KIDP 홍보팀 팀장

거리에 낙엽이 나뒹군다.

마치 생명을 다한 지난 여름의 시신掘身）을 보는 듯 하다. 

산천초목이 그토록 푸르렀는데

생소한 표현이지만 가을은 너무 잔인하다.

그동안 걸어온 길을 돌아보게 함으로써 우리를 부끄럽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과연 걸어가고는 있는 것인가? 

혹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그 자리에 서 있는건 아닐까.

태초에 인간이 자연을 정복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명이 발달해왔고 동시에 그와 비례해서 환경은 오염되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은 '정복하는 인간 이 아닌 '사려깊은 인간으로 되돌아왔다.

최근 지구촌 공통의 화제인 배기가스조절을 위한 국제회의를 들여다보자.

올 12월 일본 쿄토（京都）에서「기후변화조약 제3차 조약국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협상과정이 순탄치 않은 이 회의는 간단히 말해 지구의 환경이 오염되고 있으니 전 세계가 협력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보자는 얘기다. 

전 세계가 협력해서 ‘다함께 어울려 잘사는' 지구촌을 건설한다?

개도국에서 살고있는 필자는 이제와서 개도국더러 경제개발을 그만하라고 하는 선진국의 억지주장은 

마치 꿈같고 솜사탕같은 공익광고를 보는 것 같아 어째 뒷맛이 개운치 않다.

잘사는 인류 문명사회를 건설하는데 단연 1등공신 자리를 고수해왔던 이산화탄소가 왜 요즘 애물단지가 되고만 걸까? 

힘차게 뿜어나오는 공장굴뚝의 검은 연기가 곧 그 나라 국력의 상징이자 산업화의 징표였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남극 상공 오존층에 거대한 구멍이 뚫렸다, 한발과 수해가 엘니뇨현상 때문이다, 

남극이 녹아내린다 등 

삶을 위협하는 갖가지 현상들 앞에서는 그 어떤 문명예찬론자라도 자유로울 수가 없었나보다.

나눠먹을 파이가 줄어들면 전쟁이 일어나는 법.

이제 지구촌의 한편에는 어쩔 수 없이 환경을 파괴해야만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개도국과 

또다른 한편에 환경오염을 막는다는 구실로 개도국의 추격을 뿌리치고 싶어하는 선진국들이 있어 

정면 대결을 피하기 힘들게 되었다.

불이 났을 때 질서없이 서로 먼저 도망가려고 하면 오히려 사상자가 더 많이 나게 된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려면 국가간에 약속을 세우고 그 약속을 철저히 지켜야 할텐데 

과연 첨예한 대립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이제 우리에게 공존（共存）보다 더 큰 과제는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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需1 응용Ti인 아반】
I POWER Mqc반 교육일정 (평일 단과과정)

구분 일 시 과 정 시간수 교육 내용 구분 일 시 과 정 시간수 교육 내용

3 차 11.3
~21

14：00
~17：00 

（오후）

멀티미디어 5) 45

• 멀티미디어 PD(3시간)

• 웹디자인 : Netscape 4.0/Shockwave
Premiere 4.0
—홈페이지 디자인

—HTML문서작성

-Video 편집 4 차 11.24
〜12.12

14：00
~17：00 

（오후）

멀티미디어 

(W) 45

• Web디자인 개론(3시간)

• CD-ROM 타이틀 제작

:Macro Media Director 5.0
-CD-ROM Title 제작(포트폴리오 제작)

—인터액티브 디자인 (Lingo-I)

18：30
~21：30 
야간）

전자편집 

(W) 45

• Web디자인 개론(3시간)

• DTP : Quark Xpress 3.3
-전자편집디자인

-Lay-out 작성요령

—전자출판(DTP) 인쇄론

18：30 
~21：30 

（야간）

전자편집 

(心
45

• 멀티미디어 PD（3시간）

• 2D : llulstrator 6.0/Photo shop 4.0
-CIPLOGO 디자인

一이미지프로세싱 기법

-SYER합성 / Channel 테크닉

I CAD반 교육일정 (평일 단과과정)

구분 일 시 과 정 시간수 교육 내용 구분 일 시 과 정 시간수 교육 내용

3 차
11.3 
〜21

18：30
~21：30 
야간）

모델링 (6 45

• 멀티미디어 PD(3시간)

• Animation : 3D Studio MAX( I)
—3D 모델링 : 렌더링 기법 습득

—제품 및 인테리어 실내디자인
4 차 11.24

〜12.12

18：30
〜21：30 
야간）

모델링 (W) 45

• Web 디자인개론（3시간）

• Animation : 3D Studio MAX（ I）,/
—시뮬레이션 / 프리젠테이션 제작

-고급 Animation 기법 （Special Effect）
-Particle, Morph, Snow, Glow, 

Smoke 등

I POWER Mqc반 고육일정 (주말 단과과정)

구분 일 시 과 정 시간수 교육 내용 구분 일 시 과 정 시간수 교육 내용

3 차 11.22
〜12.14

09： 00 
~14：00 

（오전）

홈페이지 

(心
40

• 웹디자인5) : Macro Media Director
5.O, Premiere 4.0
-CD-ROM Title 제작(포트폴리오제작)

—인터액티브디자인(Lingo I)
—인터넷상에서의 사용방법

3 차 11.22
〜12.14

15：00 
〜20：00 

（오후）

전자편집 

(I) 40

• DTP : Quark Xpress 3.3
-전자편집디자인

-Lay-out 작성요령

—전자출판(DTP) 인쇄론

I CAD반 교육일정 (주말 단과과정)

구분 일 시 과 정 시간수 교육 내용

3 차 11.22
-12.14

15：00
~20：00 

（오후）

■모델링5) 40
• Animation : 3D Studio MAX（ I）

-시뮬레이션 / 프리젠테이션 제작 一고급 Animation 기법（Special Effect） -Particle, Morph, Snow, Glow, Smoke 등

需1 응割자인 仰 rm
I POWER Mqc반 교육일정 I CAD반 교육일정

• 문의 : KIDP 교육연수팀 Tel. 02-708-2152/2155/2159

교육과정 교육과목 Term 기 간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과목 Term 기 간 교육시간

홈페 

이지 

디자인 

제작 

과정

웹디자인 

제작과정

Video 편집 • Adobe Premiere 4.0

4Term
11.17

-12.4
10：00 

~13：00 
（오전）

3D 
工［甲 

덕트 

과정

니
셔
!

 정

一
 

애

啲과
 

_

■Animation 
과정

• 3D Studio MAX I 3Term 10.27
-11.13

10：00
〜[3：00 
醍1）

HTML 
문서작성

• Netscape 4.0 / 
Shockwave • 3D Studio MAX R 4Term 11.17 

〜12.4

Image 
Re-Touch • Photo Shop 4.0 5Term 12.8.

〜12.26
타이틀제작 

및 포트폴리오

• Macro Media Director 5.0

• Lingo Script I
5Term

12.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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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INNOVATION
New prod니ct conception, product design, prod니ct graphics, ergonomics, 
modelmaking. In the c니rrent economic climate, prod니cing q니ality prod니ct is 
more important than ever.
By 니nderstanding, o니r clients1 needs, we are developed exceptional working 
relationships based on cooperation, flexibility and enthusiasm. The allied to the 
application of foe니sed creative flare, has proved to be an ideal recipe for 
successful design. Creative soil니tioss acc니rately targ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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