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發 發 曜儀1籃

曲盡 $涵限r 3阖谪k 齿 w母取匸必 齿w盛限 曲］电^■£ ：：^藍ii魂峪
叼电遍，％侵惻均次• 後^她 豫:・*8脾脸豳：售鏡弊检;④HI^E ：：^KN^K
저意，密 豫 :密 赛 :¥: 厳 :螯 魯:
黨骞 瀑::霧.费 黨：鎏 灘濃 濃：■£ 藍：■乎：s
：^艮 :霧口口口口$^艮・ 개，5k. :索: ・：磐： 毒:. :: E： ::艮： ：：■：•： ::■:::
•，豊，. WER헤헤힝—口 •，&E・ ••*£♦• ••거｛£• •： 5E・ •: ■% ^^・5・ •■^^^■■・ 、，^
鎏:辫VET F滿运盡：蜃：霽薄 步：：■::: :■: ：■：：: ：K.•2Ka ・Qt・ •/•>• ・H・ ・・暇・ •晩 、£•
靂:福:：•岑，心 饗魯 ：% •卷：通 •:計・^■:: ：^■:: •:■$ ：^K숴、: 籬; 鎏: ：扌鉉 <攀 :密 ^鑿« i蠹: 重 :: k ■毆쇼^■:: •:■鼠整

5境齡 碌筋曲解 &聆曲浦嬲 •» 겨蹙如&由■卜: 传 禱 겨—■网■*： •:・，8서^■狀>8EM •/OWW.* ・P88E・ w vOWWO*,* w w ，朋具시.。。。4・
v o I . 1 8 5 2003.05 + 06 ：S&•. .•禮R* www.designdb.com

q*3&3&艮r • v^nonnnr> • • <ww. •

Active User

http://www.designdb.com


designdb
2003 .05 + 06

통권 제 185호（격월간）

발행처 한국디자인진흥원

주소 463-82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1 동 344니 번지 코리아디자인센터

전화 031-780-2114

팩스 031-780-2073

홈페이지 http://www.designdb.com

也sign曲
발행일

등록번호 

등록일자

발행인 

편집자문위원

운영위원

2003.06.15 

문화마02719 

1975.01.14 

김철호 

이순인

김경태 함병필

〈designdb〉는 한국디자인진홍원 

이 발행하고 （주）안그라픽스가 기획 

및 제작합니다.

이 책에 실린 내용의 저작권은 특별 

한 표시가 없는 한 （주）안그라픽스에 

있습니다.〈designdb〉에 실려있는 

어떠한 내용이라도 （주）안그라픽스 

의 사전 동의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실 

수없습니다.

본지는 한국도서윤리위원회의 잡지 

윤리실 천강령을 준수합니다.

기획제작 （주）안그라픽스（대표김옥철）

주소 136-022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260-88

전화 02-743-8065

팩스 02-744-3251

홈페이지 http ： //www. ag. co. kr

아트디렉터 이세영 ooo@ag.co.kr

편집 신현숙 dmsco7@ag.co.kr

박활성 hspark@ag.co.kr

임혜진 kidp1234@kidp.or.kr

디자인 이경수 mozart@ag.co.kr

사진 박정훈 jhbb@ag.co.kr

객원기자 김형진 ofotherspace@hotmail.com

객원사진기자 윤행석 odeonst@hanmail.net

프리프린트 삼화칼라 （02-2273-7058）

프린트 한성문화（02-2285~6731）

표지용지 컨셉트래싱지 170g/m?

종이협찬 두성종이（02领3~000［）

광고문의 rvu@ag.co.kr（02-766-4582）

*

정기구독 안내〈designdb＞는 정기구독의 체계 

적인 관리를 위해 인터넷을 통해 정기구독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http://www.agbook.co.kr 

을 방문하시면 한국디자인진흥원과 안그라픽스 

가 함께 발행하는 격월간〈designdb〉를 손쉽게 

정기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기간중 주소를 옮기시거나 받는 곳을 

변경하고 싶으신 분은 전화나 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구독료 15,000원（1 년간 6회분 + 발송료）.

문의 02-763-2320, designdb@ag.co.kr

http://www.designdb.com
mailto:ooo@ag.co.kr
mailto:dmsco7@ag.co.kr
mailto:hspark@ag.co.kr
mailto:kidp1234@kidp.or.kr
mailto:mozart@ag.co.kr
mailto:jhbb@ag.co.kr
mailto:ofotherspace@hotmail.com
mailto:odeonst@hanmail.net
http://www.agbook.co.kr
mailto:designdb@ag.co.kr


contents

특집. 프로토타입과 디자인협상론

02

04

prologue. 그대 디자이너여 지금 누구와 협상에 임하고 있는가?

layer 1. 이야기와의 대화. ID10100을통해 본스토리텔링 협상론.

10 layer 2. 800x480 pix이의 협상테이블. NEXiO G니 개발 프로젝트.

16 layer 3. 익숙하지 않은 존재와의 협상. 교육용로봇 Pegasus.

22 layer 4. 제안으로서의 공공디자인. 정독도서관 자리배치 프로젝트.

28 epilogue. Beyond the Negotiation

디자이너 연대기三

30 근대디자인의기억,박대순

•

• • • •
-
•

•

野•

3
D

•
 •

• •

• • •
•

• 
• 
• ••■

6 컼이-■■••• • 
• 

•

壽•••••••••♦•

• G

 
•

•: 디자인 디렉토리

36 company. 모자에 권리를 주는곳, 다다실업

40 designer. 글로스케치하는 디자이너, 탠저린 이돈태

디자인 리서치

44 디자인 발전의 토대 2002 디자인기반기술 개발사업 연구보고서

• 46 news

47 yellow page

48 design calendar

.design power of korea
• 49 나의디자인 속에 한국 디자인, 한국 디자인 속에 나의디자인



그대 다자아너여 지금 누구와 협상에 임하고 있는가?

디자이너 A가 있다. 그는 B라는 디자인회사에서 C라는 동료와함께 D라는 클라이언트를 상대로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그의 협상상대는 누구인가? 질문이 조 

금 불순하니 단순히 D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고, C나 B, A, 혹은모두 다라고 대답하는사람도 있을 터인데, 물론 정답은 없다 싱거운 소리다. 하지 

만웃고 넘어가기 전에 첫번째 질문의 변수를좀더 넓혀보자.

+
디자이너 A가 있다. 그는 B라는 나라의 C라는도시에서 살고 있다. D라는 디자인회사에서 주로 E라는 개발자와 함께 일하고 있으며 F라는 클라이언트와 함께 G 

라는 소비자층을 타겟으로 H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참고로 그는 I라는 행성에 살고있는 지적 생명체이다.

* ♦
디자인협상론' 이라는 말이 가능한지, 또그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떠나' 이런 말을 떠올린 이유는우리가무언가에 의해 끊임없이 영향을주고 받는존재 

이기 때문이다. 그런 우리들이 하는 디자인 역시 당연히 무언가와상호작용을 하게 마련이어서 하나의 디자인 결과물 속에는다양한층위를 이루는상호작용들 

이 겹겹이 쌓이게 된다.

«
이러한상호작용은 디자이너 내부에서부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와, 더 나아가 자연의 법칙까지 확대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하나의 디자인 결과물이 나오 

기까지 가능한 변수의 조합은 무궁무진하다.

O O



02 白포 글、편집실 prologue

• •普 4—0
앞의 질문에서 이 중 가장상위의 협상 상대를 찾으라고 한다면 I를 꼽고 싶다. 화성에 살고 있는 생명체는, 만약 그들도 디자인이란 것을 한다면 우리와는 상당히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이다. 만약지구의 중력이 조금만 약했다면 보다자유로운 형태의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자연과의 협상에서 좀더 강경한 입장을 

보였을지도 모른다. 무엇이 먼저다 무엇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디자인 제어 메커니즘 상의 레이어를 말하는 것이다.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 이야기라면 이번에는 한번 반대로 깊숙이 들어가보자. 가장치열한싸움터가되는 디자이너의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디자 

이너 내부의 일을협상이라고부르기에 어색한가? 그렇다면 그것을 무어라불러야 할까? 선택의 문제라고불러야 할까? 선택은 갈등의산물일 뿐, 갈등의 해소방법은 

선택이 아니라협상이 되어야할 것이다. 협상이 없는선택은좋은디자인일 수 없다• 또디자이너는 최선의 결과를 낳기 위해 끊임없이 협상테아i에 임하는존재일 수 

밖에 없다. 물론 이러한 협상이 잘만풀리는 것은 아니다. 때론 결렬되기도 하고, 때론 지지부진 늘어질 때도 있다.

*
또 그■것은 하나의 층위에서만 잘풀린다卫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다. 동시에 여러 층위에서 , 때로는 레이어를 넘나들며 정신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디자인협상이 

다 하지만실제적으로 현실의 디자인 과정에서 우리가주목하는 협상의 대상은 F라는클라이언트, 좀더 인심 써서 G나C 정도에 치우쳐 있지는 않은지. 즉, 너무 협 

소한 협상테이블에 앉아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 •

舞 蔡
이번 디자인디비 특집에서는 하나의 디자인 결과물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에 간여하는 다양한 층위의 협상대상을 찾아보았다. 때로는 디자이너의 내부에서 , 때 

로는 일하는 일터에서 , 또 디자이너를 둘러싼 문화적 환경에서, 그는 과연 무엇을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만들어내는가. 디자인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디자인은 협상의 문제이다.



이 야 기 와 의 대화. ID10100 을 통해 본 스토리 텔 링 협 상론.

프로젝트명、Samsung internet CFID10100 클라이언트、Sams니ng 공동기획'、Cheil communications 디자인、sugarcube 기간、2001.3 〜 현재 사진、윤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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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10100은 한마디로 디지털스토리텔링 기법을 사용한 

인터넷CF 라할수있다• 즉, 인터랙션이라는웹의 특성을 

최대한 살린 기업의 이미지 광고인 것이다. 하지만 2001 

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프로젝트의 과정과 그 결과물 

들을놓고볼때, 과연 ID10100이무엇인가?'를판단하 

는 일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匚卜. 어떻게 보면 그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디지털 스토리텔링이 과연 어떤 의미 

이며, 무엇을줄수 있는지 시험해봄과 동시에 앞으로무엇 

이 가능하고, 또 무엇이 더 필요한지 모색해보는 과정이었 

다고 생각한다. 전체 프로젝트가 2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모든 것들을 여기에 풀어놓기에는 무리일 것이다. 

여기에서는 디자인협상론' 이란 주제에 맞춰 ID10100을 

둘러싼 당사자들의 관계를 통해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어 

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 또 그 결과 디지털 스토리텔링이 어 

떤 식으로 전개되었는지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삼 자 대 면

먼저 전체 프로젝트를 관망함에 있어 제작을 맡은 슈가큐브 

와 클라이언트로서의 삼성,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컨텐츠를 

보게 될 유저, 이 3자 간의 구도를 살펴보는 일이 필요하다. 

삼성으로서는 기업의 이미지 제고라는 대의가, 슈가큐브로 

서는 매혹적인 컨텐츠 구현이란 욕심이, 그리고 유저로서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컨텐츠를 선택할 권리가 있는 셈이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기업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없다면애초에잘못된기획인셈이고아무리기업이미 

지가 좋게 반영되어도 유저가 선택해주지 않으면 죽은 컨텐 

트가 될 것은 뻔한 일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선택한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슈가큐브로서는 새로운 도전을, 삼성 

으로서는 네티즌들의 호응을, 유저로서는 좀더 새로운 인터 

넷 컨텐츠라는 모두의 요구를 충족시켜준 운좋은 경우라고 

생각한다. 이 3자간의 밀고당기는 협상을 보다 자세히 살펴 

보기 위해 ID10100 속으로 좀더 깊이 들어가보자.

국 면 # 1 — 슈 가 큐 브 : 삼 성

먼저 프로젝트의 당사자인 삼성과 슈가큐브 간에 있었던 중요한 논의대상 중 하나는 바 

로과연이 컨텐츠가 어떤 식으로기업 이미지를 반영해야하며' , 또그결과 '어떤긍정 

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인가' 였다. ID10100이 무엇이 되었건 간에 기업광고의 

하나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었고, 컨텐츠의 최종 목표에서 이 점이 빠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조금 막연하게 들린다면 보다 쉬운 예로, PPL을 통한 기업 이미지 

의 노출 정도를 생각하면 될 것이다. 실제로 다른 영화나광고에서처럼 ID10100에도 다 

양한 방식의 PPL 노출이 있었다.

이야기의 주제 자체가 'Hope by Digital* 이었기 때문에 주로 초점은 디지 

털 제품에 맞춰졌匚卜. 시나리오를 다듬으면서 가장 중요시 했던 것은 얼마나 디지털 요소 

들이 이야기 속에 잘 녹아들게 만드는가였고, 이는 프로젝트 내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 

다. 일단 거부감 없이 관람자가 이야기에 동화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직설적인 PPL 노 

출이 효과적일 수 있겠지만 PPL을 위한 이야기로 그 목적이 뻔히 들여다보인다면 쉽게 

이야기에 몰입하기 힘들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었다. 결과적으로 에피소드1 의 

경우는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룬 작품이라 생각돈!다. 이에 비해 에피 

소드2의 경우는 디지털 제품이 이야기를 이끌어나가는 중요한 툴로 상정되긴 했지만 너 

무 빈번히 노출된 것은 아닌가 한다. 그 후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프로젝트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PPLO| 점차 약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 

을 것 같다. 그 중 하나는 ID10100이 어느 정도 브랜드를 구축해 감에 따라 직접적인 

PPL 노출이 필요 없어진 측면을 들 수 있을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다음에 설 명하는 바와 

같이 스토리텔링이 전개됨에 따라 커뮤니티의 성격이 점차 강화되면서 나타난 자연스러 

운 결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PPL은 단순히 측정가능 

한 수치일 뿐이라는 사실, 즉 PPL 노출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해서 프로젝트의 목적, 그 

리고 이에 대한 중요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국 면 #2_ ID10100： 네 티 즌 

또 다른 당사자인 네티즌을 ID10100과 함께 놓은 것은 사실 유저로서는 오직 ID10100 

을 통해서만 슈가큐브, 혹은 삼성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살펴볼것은 스토리텔링의 전개에 따른유저 위치의 변화이다. 현재까 

지의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유저는 지속적으로 수동적인 위치에서 능동적인 위치로 이동 

하고 있다. 즉 1 차에서 3차 에피소드가 진행될 때까지 유저들은 그저 하나의 플레이어로 

서 컨텐츠를 보고, 듣고, 즐길 수 있을 뿐이었다. 물론 여기에서도 유저들은 웹이란 공간 

에서 어느 정도 스토리와 인터랙션을 주고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이 어디까지나 기



intro

IDzommer 4^，Transmission complete

episode 1 캐릭터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zoomer의 방. 

디지털카메라, 모니터 등 여러가지 PPL 제품을 통해 캐릭터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Prologue

IDshakehead。 OlDblackthing IDeastsur)O OlDvenus

Epilogue

episode 2 바다로 여행을 떠난주인공 앨리스는 기차 안에서 PDA 

를 통해 친구들과 만나고 그들의 꿈을 전해 듣는다. 1 편에 비해 PPL 노 

출이 단조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leo story ° ------------------

Main intro

persona story

slump

episode 3 직접적인 PPL 노출은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유리구 

슬을 보여주는 이 장면에서 사용자가 배경에 보이는 모니터로 마우스를 

가져가면 제품명이 화면에 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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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이고 다소 수동적인 인터랙션이었다면 프로젝트의 5차（에피소드5라 불리진 않지 

만）단계로 볼 수 있는 상상커뮤니 티에 와서는 직접 이야기에 참여하고, 또 다른 이야기들 

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능동적인 위치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 즉 리얼 스토 

리（real story）에 대한 시도는 2차에서도 잠깐 엿볼 수 있지만 스토리텔러의 직접적인 주 

체는 여전히 슈가큐브였고 유저는 컨테츠를 제공받는 입장이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 

던 것이 사실이다. （에피소드2에서 주인공 앨리스와 이야기하는 인물들은 실제 자신의 역 

할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예를 들면 등장하는 의사나 패션디자이너의 경우 실제 그 직업 

에 종사하는 분들이다.）

또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이러한 스토리텔링의 전개와 커뮤니티 성격의 

강화는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된 결론이라는 점이다. ID10100은 전 과 

정이 앞 과정의 결과에서 도출된 흐름 속에서 전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에피소 

드의 분위기를 예로 들면, 에피소드1 에 대한 반응 중 너무 어둡다라는 의견이 에피소드2 

의 밝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이끌었고, 너무 서정적이고 조금 느리다라는 에피소드2에 대 

한 반응이 빠르고 조금은 코믹한 에피소드3으로 이어진 것과 같이 유저들과의 보다 감성 

적인 인터랙션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리얼 스토리텔링과 커뮤니티 성격강화라는 자연 

스런 결과를 도출한 것이다.

I D 1 0 1 0 0 과 디 지 털 스 토 리 텔 링 

현재 ID10100은 상상커뮤니티란 이름으로계속 진화해가고 있다• 즉 에피소드12 그리 

고 포스트비주얼과 함께 진행한 에피소드3이 스토리 텔링의 다양함과 그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면 이미지드롬이 진행한 에피소드4는 회원제의 시작과 함께 본격적인 커뮤니티를 

구성하기에 이르렀으며, 상상커뮤니티에 와서는모든사람의 스토리텔러（storyteller）화 

라는 보다 진화된 스토리텔링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사실 그 동안 우리가 보여주었던 스토리들이 우리 주변에서 간접적으로 재 

구성된 이미지들이었다면 이제 스토리 텔링은 무궁무진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그 펜을 유 

저에게 드리게 된 것이다. 이는 디지털 스토리텔링 측면에서도 예상된 발전 과정이며, 20 

대를 위한 인터넷 프로젝트라는 ID10100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여 진정한 스토리텔링의 

크리에이터가 20대들에게 돌아간 것이라고 본다. 모든 사람들이 스토리텔러가 되고 그 

들이 만든 이야기가 ID10100의 주인공이 되고 전파되어지는 이 시나리오는 2년 넘게 

ID10100의 스토리 구조를 발전시키면서 얻은 다음 스텝이다. 여기서 에피소드 하나하나 

의 결과론적 완성과 더불어 과정에서 보았을 때 지나간 에피소드들은 지금의 프로토타입 

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제는 클라이언트와 디자이너 간의 이야기에 관한 협상보다 관객 

과 이야기 간의 보다 진솔한 협상, 소통의 협상이 남아있을 뿐… . ID 10100이란 그 이름 

처럼（10100은 20을 2진수로 표현한 숫자이다） 20대들 

이 자발적으로그 감성을 해소해나가기를 기원한다.

디자이너. 인터뷰.

박기영, Sugarc니be executive producer, chief

먼저 앞의 글에서 언급한 PPL 수위조절 과정에서 구체적 

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알고싶다. — 

예를들면'에파조드1 에서 원래 수인공은 폴라로이드로 사 

진을 찍는 20대 여자였다. 하지만 아무래도 디지털적인 이 

야기를 원했던 터라 디지털 카메라를찍는 남자주인공으로 

협의 후 바뀌게 되었다.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폴라로이드 

사진 특유의 색감을 살리고 싶어서 주인공 zoomer의 사 

진 갤러리 장면에 나오는 사진들을 실제 폴라로이드로 촬 

영해서 영상에 심어놓았다. 캐릭터 성격을 간접적으로 묘 

사하는 zoomer의 방에 있던 제품들, 여자주인공 

hardcore와 만나는 장면에서 두 사람의 소통에 중요한 매 

개체가 되는 스마트미디어카드 역시 마찬가지 설정이다.

에피소드2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온 넥시오（NEXiQ는 

의번 틒잡에도 나오는 아아템의란 조글 당황했史 여가서 

도 예기치 않게 줄보되는것 깉아서二

편에서 노줄된 PPL이 약하다고 생각했을까? 기차로 여 

행하는 2편의 주인공 앨리스（Alice）는소통의 주요 매개체 

를 PDA로 설정했는데 클라이언트 보고를 들어갔다 나온 

뒤 자꾸 PPL을 많이 삽입하는 쪽으로 진행된 적이 있다. 나 

중에는 디지털 장치들을 몸에 가득 찬 캐릭터 얘기까지 나 

왔다. 다행히 PDA 하나와 mp3 하나로 줄여 우리의 주인 

공 앨리스는 무사히 여행을 떠날 수 있었지만• • •.

앞서도효과적인 PPL에 대해 언급했지만스 

토리보다 PPLO| 앞서게 되면 유저들로부터 외면받을 수 

도 있기 때문에 제작과정에서 PPL 노출의 남용은 지양하 

기로 합의하였다. 1 편과 2편에서 그나마 이야기 속에 녹



첫 프리젠테이션 때 제시한 inter-face 다소상징적인 의미를 부여 

해 만든 프로토타입으로 그 당시 주제였던 소통의 시작 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하나하나 열리는 창들. 9개의 창마다 변하는 얼굴들의 이미 

지 선택한 창이 변하면서 또 다른 새로운 얼굴을 만들어간다. 우리가무 

심히 열어보는 인터넷 윈도우 창이 그저 내용을 보여주는 캔버스의 역할 

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주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다.

inter-face 아이디어가 구현된 모습 주인공이 찍은 사진들이 각각 

윈도우 창에 떠서 서로 소통하듯 화면을 떠다니다 곧 하나 둘씩 자신의 

모습으로 변해가며 결국에는 고립된 주인공의 모습만 남게 된다. 원래 

는 평범한 내러티브 장면이었는데 아무래도 짧은 시간에 함축적으로 보 

여줄 방법을 찾다보니 예전의 아이디어가 생각난 것이다.

자료제공、Suga rcu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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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나오던 PPL들을 에피소드3에서는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그저 배경처럼 노출되어 있는데 숨겨 

진 버튼처럼 해당 제품에 우연히 마우스가올려지면 제품 

명이 나오는 것도 있匚上 4편의 경우는 우리가 진행한 것이 

아니지만 거의 없어진 것 같고 상상커뮤니티의 경우는• ■ ■ 

글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완전한 커뮤니티 성격의 프로젝트이 

기 때문에 그런 식의 원초적인 노출은 거부반응을 일으키 

기 십상이다. 또 리얼 스토리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스 

토리 내에 끼여들 여지도 없다. 하지만 언급했듯이 이 프 

로젝트의 기본적인 목적이 달라지지 않는 한 완전히 배제 

될 수는 없지 않을까?

스토리보드에 나와있는 스케치를 보면 실제 구현된 것들 

과 다른 점이 많이 눈에 띈다.

하마 에피소드1 만 따져도 이렇게 스케치한 스토리보드가 

수십 박스는 나올거다. 하루에 한번씩 바뀔 정도로 구상도 

많이 했고, 각각샘플작업도동시에 진행해서 한장면 한장 

면씩 체크하고• • ■ 또 실제 결과물에는 생략된 부분도 많匚卜. 

예를 들어 에피소드1 의 주인공 zoomed 굉장히 소외되 

어 있는 캐릭터인데 얘가 왜 이렇게 단절됐는지에 대한부 

분은 빠져있다. 여기에도 여러가지 배경 이야기가 있었고 

또 실제로 단절된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도 원래는 보다 평 

범한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끝부분도 원래 여 

주인공 hardcore와의 대화에 참여하는 장면으로 끝낼 셈 

이었다. 하지만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스토리에서 가장중 

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표현할 필요가- 있었匚卜. 그 둣1이 

야기는 모두 추가된 부분이다.

스토리의 구조도 다양하게 변해온 것 같은데 특히 에피소 

드2가가장보잘한것 같다.
처음에 구상했던 스토라든훨씬 더 복잡하다. 이때 우리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와 여행이란 모티브를 잡았는데

마치 롤플레잉 게임처럼 앨리스가 여행을 돌아다니며 스토리의 주제인 꿈과 희망의 단서 

들을 하나씩 찾아가고 나중에 그것들이 모여 이야기를 완성한다는 식의 … . 처음 의도대 

로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스토리 구조만을 놓고봤을 때 가장 매력적인 구조이다.

가장큰특징은 옴니버스 형식의 병렬형 이야기라는 점인데 이것은 다소 일방 

향적인 내러티브 구조를 가진 오프라인 스토리 텔링이나 에피소드1 의 경우와 달리 관람자 

가선택하여 이야기의 순서를재구성하며 볼수 있는특징이 있다. 물론 1 편보다부족한기 

획시간과 각 챕터가 시간을 두고 업데이트 되면서 실제론 그구조의 참맛을 느끼기 어려웠 

지만• • •. 앞으로도 기회가 닿으면 한번 더 해보고 싶은 스토리 구조이다.

이러한 이야긴 구조의변확도 吊저듣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 요인인가?

눌론이다. 특히 유저들의 잠여에 대한 이야기는 에피소드1 부터 나왔었다. 모처럼 이렇 

게 신선하고 새로운 기획의 프로젝트인데 게시판과 같은 최소한의 참여공간도 마련하 

지 못한것이 아쉬웠다• 또 보기만하고 끝나는 스토리텔링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에 대 

한의문도 있었고.

다행히 에피소드들이 진행돼 가면서 ID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자 

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직접적인 계기라면, 세번째 에피소드가 끝 

날 무렵 에필로그겸 오프라인 행사로 ID Mania Party를 열어 직접 제작자와 모델 그리 

고 유저가 만나는 공식적인 자리가 처음 열렸었다. 간혹 메일로 받는 유저의 피드백 외 

에 직접 ID10100 매니아들을 만나는 일은 처음이라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기대에 미치 

지 못했다. 마침 그날이 우리나라가 터키와 3,4위전을 치루던 날이라 처음부터 악재가 

끼어있던 셈이었고, 마치 채팅으로 만나 좋은 대화상대로 지내다가 막상 만나고 보니 무 

슨 말을 할지 잘 몰라 어색해 하는 것처럼 … 사실 에피소드1,2,3의 중요한 주제가 커뮤 

니케이션 이었는데 정작 사용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은 셈이었 

다. 그러니 다음 스텝으로 ID10100을 좋아하는 유저들을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강화한 

것은 자연스런 수순이었던 셈이다.

ID의 다음 스텝은 무엇인가?
庐로젝트가슈가큐브에서 계속 진행된다는 보장도 없고,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도 없다. 

일단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상상커뮤니티를 계속 운영해나갈 생각이다. 아마올 12월이 

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은 구축된 커뮤니 티를 바탕으로 한 또 다른 무엇이 되 

지 않을까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디지털 스토리 텔링은 현재 계속 발전해가는 단계이고 ID 

역시 그 자체가 하나의 프로토타입으로서 다음에 밟아야 할 스텝들을 차례차례 제시해왔 

다. 앞으로 진행될 이야기도 그 연장선 상에 있지 않을까?



Userbility

Aesthetic

NEXiO G니 개 발 프로 젝트협상 테 이블.

際 Developer

對蕪M眞彼㈱■브

프로젝트명\Vi이et UI design 클라이언트、삼성컴퓨터 디자인、삼성소프트웨서센터 Interaction Group 기간、2002. ”2002.7 사진、윤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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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로 젝 트 개 요

20이년 국내 시장상황을 돌이켜보면 막도래하기 시작한 PDA 열풍이 일반소비자들사 

이에서 점차 확산되던 추세였고,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미 기존 시장에서 자리를 굳힌 팜 

(Plam)과 포켓PC 스타일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당 

시삼성전자 컴퓨터 사업부는 이미기존의 포켓 PC 스타일의 PDA 를 이용하여 다양한소 

비자 조사를 실시해놓은 상태였으며 그 결과 새로운 시장을 겨냥한 PDA 개발 프로젝트 

에 착수하게 되었다. 먼저 사업부는 경쟁 PDA 제품들이 대부분 240x320 해상도의 화 

면을 채택하고 있어 인터넷 화면을 보기에 불편함이 있다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PC 환 

경을 좀더 현실감 있게 제공할 수 있는 PDA를 기획하였다. 이 새로운 형태의 PDA는 기 

존 스타일보다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강조한 포터블 PC였다. 실제로 컴퓨터 사업부에서 

조사한 국내 소비자 선호도에 따르면 PDA를 통해 가장 얻고 싶은 기능은 엔터 테인먼트 

요소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커뮤니케이션 , 그 다음이 교육적인 목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사한 타겟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국 소비자 조사결과에서 커뮤니케이션이 1 위로 나타난 

점과 비교하면 문화적인 차이가 있음을 확실히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800대의 해상도를 가진 화면과 휴대할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를 

기본조건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넥시오(NEXQ)의 탄생은 시장상황과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를 내 손안에 라는 제품 컨셉에서 출발하였다. 여기서 떠 

오른가장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포터블 PC에 적합한 니는 과연 어떤 것인가?' 였다.

먼저 UI팀은 이미 제품화되어 있던 i-tod。가 지니고 있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에서 작 

업을 시작하였다. 넥시오의 초기버전이라 할 수 있는 Hod。는 PC 못지않은 인터넷 환경 

을 제공하는 차별화된 PDA개발에 그목적을 두었던 만큼 UI에 있어서도 PC환경에 따라 

그대로 디자인이 적용되어 작은 LCD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었 

으며 이것들은 넥시오의 UI 디자인 방향을 풀어나가는 작은 실마리들이 되어주었다.

실제로 i-todo의 니는 PC를 그대로 축소시켜 놓은 듯해서 작은 텍스트와 위 

젯(Widget)이 사용자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었다. 이 외에도각 어플리케이션의 GUI 스 

타일, Easy Key의 이미지와 기능 사이의 일관성 결여 등의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아외 

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결국 핵심은 작은 LCD 상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작업을 수행 

하기 위한 니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넥시오의 니 디자인은 작은 

LCD 상에서 최적화된 사용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자 중심 디자인(User Centered 

Design) 개발에 그 초점을 맞추었다.

넥시오 디자인의 기본 컨셉은 Simple, Soft, Easy 였다. 이들은 각종트랜드 

및 사용자 선호도조사를 통해 필터링된 자료와 삼성전자 디자인 Vis니al Positioning map 

을 이용해 도출한 키워드로 프로젝트의 Look & Feel을 통 

일하는 뼈 대가 되었다. 먼저 사용자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심플한 레이아웃과 가독성을 높인 폰트, 아 

이콘, 위젯 사이즈를 채택하였으며 복잡한 요소나 알 수 없 

는표시 등으로 사용자가혼란에 빠지는 일이 읍;I도록 디자인 

(Simple)하였음은 물론 블루를 기본으로 한 파스텔 톤의 

컬러를 채택하고 그라데이션을 통해 더욱 깊이 있는 그래픽 

효과를 주었다(Soft). 마지막으로 위젯의 고유한 특성을 살 

려 사용자에게 자연스러운 행동을 유도하였으며 사용자의 

Mental Model에 맞춰 레이아웃을 디자인하였다(Easy). 

특히 레이아웃에 통일성을 주어 어플리케이션별로 제각기 

레이아웃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사 

용성에 있어 다른 어플리케이션과 연동될 수 있게 하였다.

물론 아직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지만 결과적으로 완성된 넥시오의 UI는 삼성이 추구 

하는 사용자 중심 디자인에 다가가기 위한 첫번째 단추 

라고 생각한다.

아직까지도 일반인들의 경우 GUI라고 하면 

아이콘을 예쁘게 그린다거나 화면을 화려하게 만드는 일이 

전부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아마도 UI를 제작할 때 사 

용성과 미적인 측면의 갈등과 이에 대한 디자인적인 협상은 

영원히 디자이너들의 숙제로 남을 것이다. 하지만 GUI 디 

자인에 있어서 만큼은, 사용성을 중심으로 디자인을 할 때 

나 감성을 중심으로 디자인을 할 때나 기본적으로 사용자를 

만족시킬수 있는 사용자중심 디자인 이어야할것이다.

디자이너.인터뷰.

원소희 , 삼성전자 소프트웨어센터 Interaction Group

먼저 삼성 소프트웨어센터 UI팀이 하는 일에 匚H해 간단히 

서명해달라.

작년까지만 해도 삼성 내에서 거의 유일한 UI팀이었기 때문 

에 직접 제품개발을 담당하는부분이 많았는데 이제는 각파



i-Todo Window NEXiO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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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화 작은 화면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i-todo에 비해

NEXO는 텍스트 사이즈를 대폭 늘려 가독성을 높였다. 불필요하게 멋 

을 부린 어지러운 버튼배열도 알기 쉽게 정렬해 오동작을 막았다.

주소록 키보드가 떴을 때 중요한 컨트롤 버튼을 모두가려버리

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NEXiO는 버튼의 위치를 조정했다.

전화 라인과 컬러를 이용한 시각적인 그룹핑으로 메뉴들이

기능별로 확연히 구별되도록 하였다.

전화 혼란스러운 라벨이름을 변경하고 사용에 불필요한 버

튼들의 그룹핑도 다시 정리하였다.

전화 각종 설정에서 비밀번호 입력시 4자리 숫자입력을 위

해 사용하기 어려운 키보드를 띄워야 했던 불편을 고려해 별도의 키패 

드를 제공했다.

이미지보기 기능적으로도 기존의 사용자들이 불편을 느끼던 문제 

점들이 대폭 개선되었다. 수동으로 슬라이드쇼를 컨트롤할 수 없었던 것 

을개선한 예

카메라 디지털카메라의 UI 를그대로 채용해 문제가 있었던 메

뉴를 기능에 맞는 드롭다운 방식으로 바꾸었으며 셔터 사이즈도 늘려 손 

으로 누를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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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에 전문적인 ui 개발팀들이 생겨나면서 제품개발보다는 

선행연구 쪽으로 팀의 역할이 변해가고 있다. 즉앞으로의 기 

술변화나 트랜드를 미리 예측해서 그 중에 가능한 아이디어 

를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테면 머지 않은 

미래에 필요하게 될 홈 네트워킹 디바이스를예로들수 있다.

GUI의 경우는 다른 디자인 분야에 비해 사용성이 유난히 

강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개발 당시 디자이너로서 고 

민되던 요소나 순간이 있었다면?

솔직히 이 일을 처음 시작할 때만해도 고민이 많았匚卜. 심 

지어 과연 이것이 디자인인가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었다. 초기에 홈 네트워크 시스템에 들어가는 웹 패드 디 

자인을 맡은 적이 있었다. 시안중에 굉장히 크리에이티브 

한 디자인 제안이 있었는데 다들 반응이 좋았다. 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아이디어여서 디자이너들 사이에서도 

재밌다 신선하다는 평을 들었는데 막상 유저 테스트에서 

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모두들 예쁜 것에는 공감을 했 

지만 막상사용하려 하니 불편한 것이었다. 결국 채택된 것 

은 평범한 안이었다.

지금 생각으론 같은 디자인이라도 차별점이 

존재하는 것 같다. 적어도 내가 속한 그룹 내에서 요구하 

는 디자인은 비주얼적인 것이 아니다. 즉, 비주얼적인 측 

면이 강조되는 디자인과 GUI디자인은 비교의 대상이 아 

니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보면 GUI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것은 창의력보다 기획력이다.

가를 따져볼 때, 아직은 사용성이 앞서는 것만큼은 사실이다. 솔직히 아직도 PC를 비롯 

한 정보기기는 사용하기 어렵다.

넥시오 프로젝트로부터 으」1 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匚卜. 요즘의 기술발달 추세로 볼 때 적 

진않은 싀간알수도았을 텐더L 넥싀오 UI 듸잔인 당시완 비표했을때 현재의 포터믈 曳 

의사옹성，—혹은 니에 대해선는 어떻게 생각한브가?

PC와 PDA의 경우는 어느 정도 정작이 된 것 같지만 포터블 PC의 경우 여전히 도입단계 

를 지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외관이나 인터랙션 방법에 있어서는 별반 새로워 보이지 않 

을지 몰라도 포터블 PC, 즉 집에서 사용하던 PC를 손에 들고다니며 사용한다는 것 자체 

가 새로운 인터랙션을 만들어내는 다른 개념이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사람들이 좀더 포 

터블 PC라는 개념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스요잔간 班迎에 악숲해젼야한다는말안간2 하자만 그건 졸전에 강조하던스요잔줄 

심 디자인과조금 다른의견인 것 같다.

컴퓨터 UI 발달의 역사를 잘펴보편확질히 강제성이란 부분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도스 

가 처음 나왔을 때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했지만 윈도우에서는 메 

타포를사용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줄어든 것이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폴더나휴지통 같이 

개인이 이미 지니고 있는 멘탈 모델(Mental model)에 맞춰 UI를 디자인하는 일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넥시오 니도 마찬가지 문제를 염두에 둔 결과물이다. 일반 

PC나 PDA와는 다른 포터블 PC에 적합한 전혀 새로운 인터랙션을 만들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는 이미 익숙한 PC 환경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넥시오의 주요 타겟은 비즈니스맨이었 

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PC라는 멘탈 모델에 맞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과는 

별도로 새로운 기기 , 혹은 새로운 인 터페이스에 대한 사람들의 적응 필요성 자체가 사라지 

지는 않을 것이다. 넥시오, 혹은 다른 포터블 PC를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하기까지는 앞으 

로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물론 넥시오의 사용성은 별도로 검증 받아야 하겠지만.

GUI디자인에 있어서 만큼은 사용성과 심미성이 협상의 

대살이 아니란 이야기인가?

어디까지나 사용자 숭심의 디자인이어야 한다는 것이匚卜. 

사용자 중심 디자인과 사용성 중심 디자인은 다르匚卜. 

심미성은 사용자 중심 디자인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디자 

인을 보기 좋게 하는 것 또한 사용자를 위한 것 아닌가. 하 

지만 현재 GUI에 있어 어느쪽에 무게중심이 실리고 있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i-todo UI는 작은 화면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다. 대표적인 문제점들과 그 해결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듣고 싶다•

面든pom대로為겨돟은형태였다?다자안토耳개발에초점이맞춰져 말그대로 

정말 축소해버린 것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텍스트 크기였다. 제품의 주요 타겟인 직장 

인의 경우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도 있을텐데 이들의 경우 사용하고 나면 눈에 적지 

않은 피로를 느낄 정도였다. 그 다음 문제점으로는 어플리케이션 간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특히 이들은 데스크탑과 완전히 두 개로 동떨어진 느낌을 주었다.



Secondary Window Layout Guide

Secondary Window는 Title과 Pane 그리고 이를 둘러싸고 있는

Frame의 구성요소들의 조합으로 이루어 지 며 Secondary Window <

기본적으로 상하좌우 중앙에 뜨는 것을 원 칙으로 하되 키보드가뜨는 경 

우 Secondary Window의 중요한 Contents나 Button을 가리게 되 

므로 예외적으로 이 경우에만 좌측 상단에 뜨게 한다.

Show Keyboard

자료제공、삼성소프트웨서 센터 Interaction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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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작았길래 그런가?사■할수歐을정도였나?
한 예로 키보드 아이콘의 경우 화면—오른쏙 아래에 있었는데 미리 알지 못한다면 어지간 

해서는 찾을 수 없을 정도였다. 포터블 PC에서 입 력장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말하지 않 

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개발자들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했는지 따로 하드웨어 키로 빼놓 

았으며 사용자들도 대부분 이 버튼을 이용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옆에 표시된 이미지와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 버튼이 따로 있다면 아이콘은 무용지물이 아닌가.

또 한가지 키보드와관련된 치명적인 문제점이라면 키보드가 화면에 떴을 때 중요한 컨트 

롤 버튼들을 모두 가려버린다는 것이었다. 키보드가 있는 자리에 버튼이 있음을 인식하 

지 못한 사용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하진만 화면이 작다보니 가려지는.부분인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으간.

그래도 숭요한 컨트돌 버튼이 가려지는 것은 최대한 막아이「한다. 넥시오의 UI 가이드북 

에 나와있는 레이아웃 규칙을 보면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있다. 뷰（view）영역과 컨 

트롤 영역의 구분, 사용자 시선에 따른 레이아웃 버튼의 배열, 카테고리 구분에 대한 규 

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지금 예로 든 것들은 문제점과 해결과정이 너무 명백해서 '디자인협상 이란 이번 주제와 

미묘한 차이가 있다. 너무나 논리적이어서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할까? 이와 달리 디자인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에 의해 디자인적인 협상（익숙하지 않겠지만 특집의 제목상 

혀상:이란옹어潰 人용하게다）의_의루어진 젹은—없었나?.
눌론 있었다. 디자인이 거의 다 완료돼서 가이드 규칙에 따라 이미지까지 모두 잘라놓은 

상태였다. 실제로 제품에 사용될 LCD가 만들어져 테스트에 들어갔는데 기술상의 문제로 

우리가 적용한 컬러弁제대로 구현되지 않는 것이었匚卜. 그 때까지 디자인에 사용해온 

LCD 화면보다 훨씬 뿌옇게 보였다. 문제는 이미 이 LCD에 맞춰 공장의 생산라인 셋팅이 

모두 끝났다는 것이다. 이 경우도 협상이란 말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디자인에 맞춰 생 

산라인을 처음부터 다시 설치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웃음） 결국 다 

시 디자인할 수밖에 없었다. 컬러 톤도 바꾸고 버튼이 너무 뿌옇게 보여서 버튼 하나하나 

에 대한 볼드 값 처리도 다시 하고… . 다른 사람들에게는 조금 밝아졌다, 조금 선명해졌 

다 정도로 보이겠지만 손봐야 할 부분들이 한 두개가 아니었다.

다른 일은 없었느가?
조그만 일늘은 셀 수없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중 대부분이 개발 쪽과 관련된 사항이었 

다. 예를 들면 상태바에 들어가는 아이콘 사이즈를 늘려야 했는데 개발 파트에서는 이미

버튼 하나에 할당된 사이즈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힘들다 

는 것이었다.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낸 안은 버튼 두 개를 

합쳐 하나처럼 작동하게 하는 것이었다. 사용자들은 알 

수 없을 테지만 사실 이 아이콘은 두 개의 버튼으로 이루 

어져 있다. 또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 해결하지 못하고 남겨둔 것들도 있고 아직 개 

선할 점도 많이 남아 있다.

아까 잠깐 언급한 가이드북의 활용범위 및 구체적인 용도 

에 대해 말해달라.
덱시오는 현재 조기 버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때에는 또 다른 개발자들과 디자이너 

들이 작업을 담당할 텐데 규칙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넥시 

오의 UI는 또다시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추가적으로 어플 

리케이션이 추가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匚卜. 텍스트 정 렬 

은 이런 식으로 하고, 세컨드 화면이 뜨는 위치는 어떠하고 

… . 말그대로가이드라인을제시한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좋은 UI 방식이 나타날수도 있으니 반드시 이 규칙 

에 따라야 한다는 법은 없겠지만 개발자들이나 디자이너들 

이참고할수있는 일종의 디자인 문법을제시한 것이다.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이느진?
이것 역시 대부분「기술적으로 시간이 모자라거나 문제가 

발생해 남겨둔 것들이다. 예를 들면 날짜를 선택하는 방식 

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용자들에게 익숙한 달력 방식으로 

프로그램 전체를 통일할 것을 요구했었는데 일정 프루그 

램에서 기술적으로 충돌이 일어나서 그 부분만 드롭다운 

방식의 날짜 선택을 적용한 것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에 있어 가장 중요한 협상의 대상 

은 무엇이었난?.

들고 다닐수 있는 작은 PC 화면.



익숙 하지 않 은 존재 와의 협상. 교육용로 봇 Pega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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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뢰

2002년 1월 디자인 전문회사212는국내로봇업계에서 상 

당한 인지도를 얻고 있는 유진로보틱스로부터 흥미로운 제 

안을 받는다.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대상 

으로한교육용로봇 페가서스(Pegasus). 세 살 아이 정도 

크기인 이 로봇은 적외선 센서와 바퀴를사용해 집 안을 이리 

저리 돌아다니며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유아를 대 

상으로 인터랙션이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 

었다. 주된 입출력 장치는 음성과 화상으로, 어린아이의 언 

어수준에 맞는간단한 명령을소화할수 있으며 필요시 자체 

에 내장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원거리 화상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匚k 즉가정에서 어린이가선생님의 대답 

을 요하는 질문을 할 경우 LCD 화면을 통해 바로 교육센터 

로 연결시켜주는것이다. 또음성 인식으로 학습자를찾을뿐 

아니라 장애물 인식, 문턱넘기도 가능하고 팔과 머리, 표정 

을 이용한 감정표현도 비교적 자유롭게 설계되었다.

몇몇 사례가 있긴 하지만 당시 이러한 교육 

용 로봇은 아직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던 분야로 국내는 물 

론 해외에서도 다소 생소한 개념이었다. 당연히 교육용 로 

봇은 어때야 한다는 프로토타입 자체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시장에서의 성공은 더더욱 미지수였다. 하지만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페가서스 개발에 착수한 유진 

로보틱스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매커 니즘이 완성된 2002 

년 1 월 본격적인 디자인을 212에 의뢰하기에 이른다.

증 언

문제는 여己I 곳에 산재해 있었다. 먼저 디자인을 맡은 212 

측으로서도 장난감 수준을 벗어난 본격적인 로봇 디자인을 

진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해당분야에 대한 참 

고자료나 경험이 부족했다. 더욱이 처음부터 제품개발에 참 

여한 것이 아니라 어느정도 뼈대가잡힌 메커니즘에 디자인 

을 입히는상황이다보니 제약이 따를수밖에 없었다. 디자 

인에 참여한 한 디자이너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해당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해 초기부터 어려움이 많았던 프로젝 

트이다. 특히 메커니즘의 스팩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팔의 관절부위나 구동범위 등의 

요소가 디자인에 대한 제약으로 다가왔고, 전문용어와 생소한 센서 등의 위치가 고정된 

상황에서 디자인을 풀어나가기가 쉽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가전이나 통신기기와 같은 타 전자제품군의 경우 작은 요소를 

부각시켜 디테일을 살리는 방향으로 디자인을 풀어나갈 수 있는데 이 프로젝트는 다른 성 

격의 요소가 자리잡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모두에게 생소한 제품을 디자인할 때의 딜레마는 아무도 정답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 

다. 그리고 이 경우 해답은 다른곳에 있었다. 위에서 다소 모호하게 표현된 다른 성격의 요 

소.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있었던 김진화 디자인팀장의 당시 기록을 살펴보자.

"이번 프로젝트는 교육용 로봇이라는 새로운 캐릭터를 창출해야 하는 상당히 난해한 아 

이템으로 담당 디자이너가 고개를 절래절래 흔든 프로젝트였다. 이 같은 아이템을 위해 

서는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재미있게 즐기며 체크하고 정리해야 하는데 주어진 시간이 너 

무짧다 보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디테일에 대한 아쉬움도 많이 남는다.”

협 상 # 1

앞에서 살펴본 증언에서 알 수 있듯 페가서스 프로젝트에 있어서의 디자인협상은 중요한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匚卜. 그 중 하나는 이미 개발이 완료된 메커니즘을 토대 

로 이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디자인이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의 캐릭터로 

서 교육용 로봇을 어떻게 아이덴티티화 시키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이 중 프로젝트의 성 

패를 가름하는 요소, 무엇보다도 당면한 과제는 교육용 로봇이란 새로운 캐릭터를 창출 

하는것이었다.

협상의 과정은 대개 그러하듯 넓은 곳에서 좁은 곳으로 이행되었다. 먼저 

212측은제품의 컨셉으로3F를제안하였다. 3F란F니n, Friendly, Fantasy로어린이에 

게 친구처럼 다가갈 수 있는 로봇이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이를 이번 프로젝트의 중심으 

로 삼았다. 다음으로 기존의 팔을 아에 없애버린 것에서부터 F니n의 느낌을 강조한 것, 

Fantasy의 느낌을강조한 것 등 메커니즘에 구애받지 않은 다소자유로운 아이디어 스케 

치를 통해 넓은 범위에서 컨셉 검토에 들어갔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컨셉이 어느 정도 좁혀진 다음에는 기능을 고려하며 제 

출된 안을 구체화시켜 나갔다. 이 과정에서 디자인적 요구가 이미 명확히 나와있던 메커 

니즘과의 협상은(물론 어려움이 많았지만) '캐릭터만들기 에 비해 무리없이 진행될 수



페가서스의 캐릭터가 완성되어가는 모습. 특히 스케치 단계를 지나 렌더링으로 넘어가면 보다 단순해지면서 만화적인 요소가줄어들게 된匚卜.

처음에 모호했던 컨셉이 점차 구체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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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먼저 페가서스의 외관은 내부의 복잡한 구조를 커버함과 동시에 양산에 용이하 

도록 가능한 적은 Piece를 유지해야 했으며 팔과 목, 버튼 등이 도킹 시스템으로 이루어 

져 있는 점을 고려해 모듈화를 통한 탈착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센서나 LCD, 안테나 등 

의 부분에 있어서는 A/S가 용이하도록 디자인했으며 특히 팔의 경우 고장이 잦을 수 있 

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도 이루어졌다. 그 밖에 LCD 화면의 크기와 각도 등 

고려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또 한가지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이동 중 안전에 

관한 것이었다. 여기에는 로봇의 안전과 로봇으로부터의 안전 두 가지가 있는데 특히 유 

아용 로봇이기 때문에 모든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였으며 이동 시 무게중심을 잃지 않 

도록 밑부분을 넓게 해 안정감을 주었다.

협 상 # 2

이와 달리 협상의 또 다른 측면, 캐릭터만들기 는 난항을 거듭하였는데 여기서 페가서스 

프로젝트의 중요한 국면을 살펴볼 수 있다. 유진로보틱스는 디자인의뢰 당시 리서치를 통 

해 상당한 양의 기초자료를 제시하였으며 요구하는 캐릭터에 대해 어느 정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머리 속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실제 그것을 구현시키는 것은 다 

르기 마련이어서 디자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상대적으로 친근한 느낌을 강조하다 보 

니 로봇이란 첨단 제품이 가진 하이테크적인 느낌이 부족하다며 우려를 표하는사람도 있 

었고, 남자나 여자의 느낌보다 이를 모두 포괄하는 중성적인 캐릭터를 지향하다 보니 상 

대적으로 캐릭터 얼굴에서 느껴지는 표정의 다양함이 약해질지도 모른다는 의견도 있었 

다. 이러한 난항은 프로젝트가 끝나고 실제 제품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 이어졌는데, 실제 

로 최종안이 결정되고 나서 직접 제작에 들어간 다음에도 한동안 머리 부분에 대한 디자 

인이 계속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212가 취한 방법은 소위 컨셉의 중심잡기 였다. 아직 검 

증되지 않은 제품을 두고 딱 집어 정답이라고 할 수도 없는 판에 신중을 기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여러 목소리에 휩쓸리다 보면 정작 프로젝트가 엉뚱한 곳으 

로 흘러가버릴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양한 의견은 수용하되 애초에 기본이 되는 컨 

셉은 대화와 설득을 통해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 이것이 페가서스 프로젝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었다.

과 제

실제 완성되어 나온 페가서스는 우려의 목소리와 달리 깔끔한 캐릭터를 선보이고 있다. 

기존 메커 니즘과의 조화는 물론 기능적으로 부족한 면을 충실히 보완해주고 있으며 , 기 

본 컨셉에 맞는 친근한 이미지를 보이면서도 하이테크적인 느낌을 주는 세련된 라인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페가서스는 실제로 양산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이다. 제품에 있어 개선해야 할 점도 남아있거 

니와 시장상황, 가격여건 등 아직 해결돼야 할 문제가 산 

적해 있기 때문이다.

험난한 개발 과정과 그에 못지않은 디자인 

과정을 거쳤건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으니 그것은 바 

로 현실. 디자인이 헤쳐나가야 할 가장 힘든 협상 대상 중 

하나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정용 로봇이란 아 

직 초기 단계에 있는 디자인 분야에서 페가서스는 하나의 

좋은 프로토타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디자이너.인터뷰.

김진화, （주）212 제품 디자이너

페가서스의 경우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이미 완성되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 디자인을 진행하기에 어떤 문제 

점이 왔었나乙 
가본구초기7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디자이너가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은 매우 적匚卜. 처음에는 꽤 넓은 범위에 걸쳐 

제안을 했었다.

1 차로 제안된 디자인을 보면 팔을 아예 없 

앤 것도 있는데 기존 구조를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의견을 수렴해가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 싶어서였匚卜. 팔의 경우는 아이들이 잡고 장난치기 쉬 

운 부분이라 전체 구조에 있어 고장이 가장 우려되는 곳이 

기도 했고, 굳이 팔이 없더라도 다른 부분을 통해 인터랙 

션을강화할수 있다고 여겨 제안한 것이다. 이에 대해클 

라이언트 측에서도 찬반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미 완성되어 있는 메커니즘을 무시하기는 어려 

웠다. 하긴 애써서 팔을 만들어놨는데, 여기 관절 하나는 

없어도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소리가 나오면 나라도 받아 

들이기 힘들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2차 제안부터는 대 

부분 기존 메커니즘에 맞춰 디자인이 이뤄졌다.



완성된 pegasus의 모습. 가격 ,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아직 상품화에 이르지는 못했다.

하지만

자료제공、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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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디자인에 의해 기본 구조가 

변결된부분으.없었나?
큰早분은 없다. 다만작은 부분에 대한 의견은 계속해서 

제안했다. 예를 들어 디자인상 센서의 위치나 각도라던가, 

부딪힐 경우의 충격을 완화해주는 범버 부분들• • • 또 안테 

나와 같이 눈에 잘 띄고 파손 우려가 있는 것들은 되도록 

내부로 안보이게 변경하였다.

을 보면 앞의 컨셉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캐릭터들이 좀더 구체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양한 제안보다도 가능한 안을 중심으로 발전시킨 모습으로 기능적으로 모 

호하게 처리했던 부분도보다 명확해져 있다. 이렇게 여러가지 가능성을 압축해가면서 

서서히 완성시켜갔다.

그렇다면 여러가지 상황으로 미루어보아 페가서스 디자 

인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캐릭터만들기 인 것 같은데 

가장 으려워더점을 트다며?
캐릭터 하면 만화나 애니메이션, 혹은 인형에서 표현되는 

캐릭터를 떠올리기 쉬운데 페가서스의 캐릭터 디자인은 

그처럼 단순하지 않았다. 단순히 보기에 예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 제품에 적용됐을 때도 같은 느낌 

으로 살아나야 하기 때문이다. 그림으론 얼마든지 이쁘게 

할 수 있지만 직접 만들려면 캐릭터가 안 살아나는 경우가 

많다. 처음에 페가서스 디자인을 맡았던 곳에서 일이 잘 풀 

리지 않았던 것도 그런 측면이었던 것 같匚上 우리의 경우 

는 다행히 작업에 참여한 디자이너 중 그 쪽 방면에 흥미와 

소질을 가진 사람이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

퍼가서스의 디자인을 처음부터 212가 맡은것이 아니었나? 
그 전에 다른 업체에서 1차적인 디자인 작업이 진행되어 

있었匚卜 다만 말했듯이 아이디어에서 실제 제품으로 구체 

화시키는 데 조금 문제가 있었던 듯 하다. 캐릭터 자체도 

너무 만화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있어 유저들에게 신뢰감 

을 주기에 부족했다. 우리가제시한 디자인의 모습이 변해 

가는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에 제안한 스케치의 경우 부분 부분이 

끊겨있고 다소 과장되어 만화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당시만 해도 컨셉을 잡아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구체적 

으로 설계를 염두에 두지 않은 모습이다. 이 다음 렌더링

하지만 막상 결정된 것은 이전의 컨셉이 이어져온 것이라기보다는 다소 새로운 제안으로 

보인匚卜.
정확한지적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앞의 디자인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하지만 엉뚱 

한 곳에서 불쑥 튀어나온 안은 아니다. 그 동안 작업하면서 누락되거나 축소되었던 아이 

디어들을 발전시켜 새롭게 제안한 것으로 그 동안의 과정에 녹아있던 컨셉이다. 전체적 

으로 느껴지는 분위기도 기본 컨셉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디자인 과절에서 다른 특이한 점이나 예기치 못했던 상활이 있었단면?
예기치 못했던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작업 과정이 조금 달라서 생긴 해프닝은 있다. 최종 

디자인을 결정한 후 스케줄 문제로 클라이언트와 협의 하에 목업 과정을 생략한 채 바로 

설계로 들어갔는데 이것이 조금 문제였던 것 같다. 결정된 디자인의 캐릭터가 아무래도 

조금 약해보인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설계와 동시에 얼굴 부분만 추가 디자인 작업을 진 

행했다.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기서 또다시 새로운 안들이 나왔다. 예를 

들면 캐릭터를 보강하기 위해 머리 부분의 부품을 바꿔 끼워 남자에서 여자로 변하게 한 

다던가 불빛을 통해 얼굴에 보다 풍부한 표정을 부여한다던가 하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정작 제품이 완성되어 나오고 보니 예상 외로 반응이 좋았다. 기대 

한 것 이상으로 귀엽고 캐릭터의 표정도 풍부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평면적인 렌더링만 

으론 클라이언트에게 실제적인 느낌을 전달하기 부족했던 것 같다. 기본적인 프로세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애써 진행한 프로젝트인데 정작 상품확는 이루어지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다.
디자인이나 제품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아직 제품을패놓가에 시장이 시 

기상조인 부분도 있고 개선해야 할 점도 남아있어 후속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먼저 크기를조금 줄이는문제가 남아 있다. 현재 기술수준을 비춰볼때 1/3정도는 

작아질 수 있을 것 같다. 또 작동 속도라던가 가격 면에 있어서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 

을 것이다.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팔 부분을 없애면 상당부분 생산비용을 낮출 

수 있고 서비스를 제공할 교육컨텐츠 업체와도 프로그램을 협의해야 할 테고… . 상품화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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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으로 서 의 공공 디 자인. 정 독 도서 관 프로 젝 트

프로젝트명、정독도서관 자리배치 클라이언트、정독도서관 디자인、박용석 기간、2001.4. 21 〜 2001.4. 25 사진、윤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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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의 설 명은 언제나 작품을 만들어 낸 사람 쪽에서 모색 

되어 왔다.

롤랑바르트, 저자의죽음,〈텍스트의즐거움〉중.

롤랑 바르트는 고전적인 의미의 문학작품을 부정하는 일 

련의 글들 - 저자의 죽음 , 작품에서 텍스트로' - 을 통해 

유일하고 동일한 저자에 의해 통제되는 작품 이 아닌 독 

자의 능동적인 읽기 행위를 통해 복수로 확장되어 가는 

텍스트의 존재를 말한 바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 

을 수 있을 것이다• 미술이나 디자인에 있어서도 이러한 주 

장은 가능할 것인가? 이 질문은 곧바로 어려움에 봉착하 

게 돈!다. 우선 작가의 쓰기와 독자의 읽기 행위는 모두 언 

어의 영역에서 이루어진다는공통점이 있는데 비해, 미술 

가 혹은 디자이너의 작품제작과 관람객의 관람행위는 서 

로 다른 영역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자면, 작가 

와 독자는 모두 같은 말을 통해 소통하는 주체임에 비해 미 

술가와 관람객, 디자이너와 소비자 사이에는 그 공통언어 

의 공간이 좀처럼 생성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술은 영원히 작가의 영역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가? 관객은 "자기 마음 속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저자의 

말을 일방적으로 경청하는 위치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일 

까? 그리하여 독자의 탄생에 버금가는 관객의 탄생을 기 

대하기란 영 어려운 일이 될 것인가?

2001 년 4월 서울의 오래된 동네 화동 2번지에 위치한 정 

독도서관 매점에서는 탁자와 의자를 다시 배치하는 작업 

이 한창이었다. 한 줄로 정렬되어 있던 탁자와 의자는 매 

점 공간 가득히 흩트려졌다가 다시 모아지고, 또 다시 흩 

어지고 있었다. 결국, 여러가지 시험 배치가 끝나고 이 시 

험 배치들에서 보여졌던 요소들을 종합해 매점 공간의 재 

배치가 완성되었다. 이름하여〈자리배치〉. 정독도서관을 

이용하는 유저니ser들에게 건넨 젊은 작가 박용석의 '제 

안 이었다. 어찌보면 단순하기 그지없는 이 사건을 들먹

이는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난 일 때문이다. 매점 이용객들은 이 낯선 제안에 잠시 당황했지 

만 곧 자기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이 새로운 배치에 반응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더 편리 

하고 유용한 방식으로 탁자와 의자의 위치를 또다시 변경함으로써 작가의 제안에 능동적 

인 대답을 건네온 것이다.

이것을 작품이 아닌 제안 이라는 명칭으로 부르는 데에는 수사학적 겉멋 

이상의 이유가 있다.〈자리배치〉는 물리적 실체가 있는작품이 아닌 이런 저런 시안만으 

로 이루어진, 말 그래도 제안이었다. 또한 관객, 이용객이 작가의 제안을 마음껏 변경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도〈자리배치〉는 작품으로 불리기에 어색함이 있었다.2 

롤랑 바르트의 설명처럼 작품의 설명은 언제나 작가에게서 찾아지기 마련이며, 만약 작 

품의 구조가작가이외의 누군가에 의해 변경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특정 작가의 작품으 

로 불리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아야만 한다.〈자리배치에서 작가는 어디에 있는 

가? 이 제안에 있어 작가만의 원안original plan은 과연 존재하는가? 원안과 시안tentative 

plan의 구분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질문들에 대답하는 것은 곧 미술에 있어, 그리고 디 

자인에 있어 관람객, 사용자의 위치와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또 다른 질문을 불러오게 된다.

사실, 디자인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미술에 있어서도 관객, 수용자의 위치 

란보잘 것 없다. 아무리 작가들이 관객과의 소통을 원한다고 떠들어댄들, 대부분의 경우 

그 소통은 작가 자신만의 독백으로 끝날 뿐 수용자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그 작품의 의 

미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경우란 극히 보기 드물기 때문이다. 미술관이 아닌 공공장소에 설 

치되는 작품의 경우도 마찬가지匚卜. 클라이언트와 작가 사이에 수용자가 끼어들 틈이 존 

재하는가? 수용자의 공간인 공공장소에 클라이언트의 요구와 작가의 주장으로만 가득 찬 

작품을 던져놓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공공미술의 현실인 것이다. 오늘날 한국 공 

공미술의 태반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 조각품들의 제작 원리는 지극히 단순하다. 자리 바 

꾸기와 크기 키우기 . 즉 미술관이나 조각공원에서 도시공간으로 자리를 바꾸고 그 공간 

에 걸맞게 크기를 키웠을 뿐, 공공영역에 대한 어떠한 성찰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다. 모자상과 도시공간사이의 관련성은 무엇일까? 또, 형태를 알 수 없게 추상화된 조각 

품이 시민들에게 말하고 싶은 이야기란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경우 공공미술품은 수용 

자의 보행을 방해하는 물건에 지나지 않게 된다.

작가 박용석의 제안,〈자리배치〉에서는 이러한 모든도식들이 의식적으로 거부되고 있다. 

이 작품에 있어 작가의 오리지널한 원안이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 그것은 단지 

최초에 제기된 의견일 뿐, 그 이후에 벌어지는 수용자에 의한 변형을 가로막거나 방해하



전시기간 중 선보였던 다양한 자리배치 .

처음에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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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것이다. 작가는 이 작품에 있어 수용자와 함께 또 한명의 제안자일뿐, 작품의 의 

미를 형성하는 유일한 주체로서 등장하지 않고 있다. 작업의 의도가 무엇이었든,〈자리배 

치〉의 가장 적극적인 의미는 바로 작가의 제안과 수용자들의 적극적 개입이라는 장면에 

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수용자들이 매점의 공간을 다른 식으로 인식하고 그 공간의 

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이 작업의 의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서는작가와의 인터뷰 참조）

같은 작가가 2000년부터 진행 중인〈녹색 드로잉〉작업 또한 마찬가지다. 이 작업을 위 

해 제작한 엽서에는 "옥상 물탱크에 그림을 그려드립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자신의 휴대 

전화번호가 적혀있다. 자신의 물탱크에 그림을 그리고 싶은 사람은 누구라도 이 전화번 

호로 연락을 할수 있으며, 작가는그들을 직접 방문해 이야기를 나눈다. 그들은 자신이 원 

하는 이미지를 직접 선택하고, 작가는 단지 그들의 이미지를 실현화하는 과정에 자신의 

육체를 빌려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청한 사람들은 단 

순한 수용자를 넘어 클라이언트,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제안자로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작업에서 과연 작가는 누구일까? 이미지를 제안한 시민? 녹색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박용석? 전통적 의미에서 작가가 구상과 실현이 통일되어 있는 주체를 말하는 것이라면, 

〈녹색 드로잉〉작업에 작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흔히 미술과 디자인은 클라이언트의 유무에 의해 그 영역이 나누어진다고들 말한다. 다 

시 말해 미술은 디자인에 비해 클라이언트의 입김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며 작가 

자신의 구상과 아이디어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다. 

미술가들은 클라이언트들의 때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취향을 만족시켜야할 강박으로 

부터 자유롭다. 그리고 이런 특성이 미술을 상상력면에서 급진적이고, 정치적으로 진보 

적인 매체로 만들어온 것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수용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최종적으로 채택된 디자인을 접하게 되는 소비자나, 미술가의 개인적 고뇌에 의해 선택 

된 이미지를 관람하는 관객이나 그 중간과정으로부터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기는 마찬가 

지다. 아무리 소비자의 기호를 중시하는 디자이너의 작품이거나, 정치적으로 올바른 미 

술작품이라고 할지라도 말이다. （관객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을 당연한 명예로 생각하는 

것이 모더니즘 미술의 뿌리깊은 전통이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미술가들의 관객 무시하 

기 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미지 생산, 선택의 과정에서 그 천 

한 말석의 자리라도 차지하고 앉을 수 있는 수용자는 거의 없어 보인다.

디자인의 영역으로 눈을 돌리면 아마도 상황이 다르다고 말할지 모르것［다. 

제품의 성패여부가 사용자들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디자인제품의 경우 사용자에 대한

배려가 빠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 

연 그럴까? 사용자들이 디자인 과정에, 그리고 자신을 위 

한 배려에 참여할 수 있는 지점은 어디일까? 단순히 소비 

자조사, 혹은사용자 테스트에 의한 피드백 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가지. 그 제품을 사거나 혹은 사지 않는 

것이다• 즉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가장강력하지만 극단적 

일 수밖에 없는 수단, 구매여부란 선택권 밖에 없다. 미술 

과 마찬가지로 디자인에 있어 사용자에 대한 배려는 그저 

주어지는 것일 뿐 직접 참여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더욱이 공공디자인이란 영역으로 넘어오면 그나 

마 가지고 있던 선택권조차 사용자들은 얻어낼 길이 막막 

해진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공공미술과 공공디자인이 

닮은 꼴인 이유 중 하나도 이 것이 아닌지 생각해본다.

앞서 살펴 본〈자리배치〉와〈녹색 드로잉〉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작가의 고독한 선택 대신 

수용자의 명랑한 참여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 작가가 생산 

한 이미지를 강요하지 않고 수용자가 원하는 이미지를 만 

들어내는중재자 역할, 한사람의 제안자 역할에 자신을국 

한시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더 이상 작 

품이 아닌 텍스트로서의 미술, 작가가 아닌 제안자로서의 

미술가의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것 아닐까?

작가. 인터뷰.

박용석

현재 공공미술에서 작가-클라이언트 - 수용자 사이의 관 

계가 어똘게 형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 .
작가는 작가 생각만 하고, 클라이언트는 클라이언트 생각 

만 한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전적으로 받아들이 

는 작가가 성공하게 마련이다. 이건 어딜 가나 항상 마찬 

가지다. 수용자, 관람객은 그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匚卜. 결국, 수용자의 목소리를 담아내거나 그들의 입장을



처음엔 어리둥절해 했지만 곧 이 계획에 익숙해져 스스로 자신들에게 더욱 편리한 방식으로 자리배치를 바꾸어나갔다.

매점을 찾은 사용자들은

자리배치 이전（위）과이후（아래）의 정독도서관매점.

자료제공、박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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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는 일은 완전히 작가 개인의 몫으로 남게 되는 것이 

다. 쉽게 말하자면 작가 마음이라는 거다. 실제로 공공미 

술품을 심의하는 과정에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경우 

는 거의 없다. 일례로 （98년 성남프로젝트 에 참여했을 

때 알게 된 사실인데） 성남의 공공미술품 1/4 이상이 단한 

명의 작가에 의해 조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가? 성남 주민이 그 작가를 선호해서? 아니다. 몇몇 공무 

원과 교수로만 이루어진 심의기구와 미술가의 결탁에 의 

한결과일 뿐이다

그렇다면 정독도서관 작업에서 작가와 수용자와의 관계 

는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
우전了尸스로가 정녹도서관의 유저였다. （작가는 현재 정 

독도서관과가까운 계동에 거주하고 있다- 필자주） 책을 을」 

다가 지루하면 마당에 나와 휴식을 취하고 그러다 출출해지 

면 매점에 들러 군것질을 하곤 했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작가이자 수용자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리고 도서관 이용자 

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경험이기도 했다.

즈!리배츼 읜 진행고정은回땠士
이 작업을 제안했을 당시부터 겨우 이거야' 라는 의견들 

이 있었匚卜. 전통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미술이라면 당연히 

있어야할 물질적인 결과물이 없었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막상작업을 시작했을 때에도작은 소동이 있었匚卜. 매점 테 

이블과 의자의 자리를 이리 저리 바꾸어 놓는 것을 보고 사 

람들은 무슨 공사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이 작품이 

라는 사실에 당황스러워했다. 그러나 작업이 완료되자 이 

용자들은 곧 이 계획에 익숙해졌고 스스로 자리배치를 바 

꾸어 자신들에게 가장 편하고 유용한 배치를 새롭게 만들 

어냈다. 내가 더 이상 개입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긍정적 

으로 진행되었다. 이용자도, 매점에서 일하시는 분들도호 

의적인 반응을 보여주었다. 다만 매점을 청소하시는 분만 

이 청소하기 어려워졌다며 불만을 토로하셨다.

이 작품에서 가장 극적인 부분은 작가가 자신의 계획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았다는 점 

이匚卜. 자시의 작품이 매점 이용자들에 의해—손상당하는 것이 속상한진않앴±
나는 이 작품에서 일송의 제안자로서 능장하고 싶었다. 만약 내가 영원히 보손하기 위한 

작품을 만들고 싶어 했다면 매점이라는 장소를 택하지도, 자리배치 라는손상되기 쉬운 

계획을 제시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나는 수용자들이 人人루 공간을 발견하고, 그것을 재 

배치하고, 그 속에서 자기 자신들을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중재자, 제안자가 되 

기를 원했다. 이 전시에서 또 한명의 작가가 매점 테이블에 작품을 설치했었는데 매점 이 

용자들이 자신의 작품을 더럽힌다는 이유로 그것을 스스로 철거해간 일이 있었다. 음식 

을 늘어놓는 테이블에 작품을 설치해놓고서 그것이 깨끗하게 보존되길 바라는 것은 무리 

한 요구다. 이것이 작품 만들기 와 제안하기 의 차이다.

'젠안자로서의 미졸가' 라드아이듸어에 대해 조금 더스명해.査 수 있트가.
이것은 오늘날 미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하든질문에서 사작돤다？예술적인 의미, 

가치를 묻기보다 오늘날 작가는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 안에서 무엇을 할수있는 것일까 

라고 묻고 싶었다. 그것에 대한 나의 답변이 긍정적인 제안자였다. 그리고 제안자로서 나 

는기존에 당연시되고 있는질서를드러내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스스로가속해있는지 

역의 고유한 지역성을 드러내는 것도 그것에 포함된다. 그것은 일종의 반지역성이 될 수 

도 있을 것이다. 명확하지만 잘 보이지는 않는 질서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 

을까? 이것이 제안자로서 내가 말 걸고 싶어 하는 부분이다.

〈자리배치〉는 원래 그해 4월 11 일부터 4월 25일까지 정독도서관에서 있었던 전시〈無限光 

明（무한광명）새싹알통强推（강추）〉에 출품된 작품이었다.〈공장미술제〉로 대표되는 젊은 작가들의 등용문의 

하나로서 자신을 표방한 이 전시에는 모두 58명의 작가가 참여했으며 박용석도 그 중 한 명이었다.

미술의 비물질화（dematerialization）는 70년대 미국을 주름잡았던 미니 멀리즘과 개념미술 

속에서 이미 충분히 발전되고, 실험되었던 이상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이들이 역사적인 양식으로 자리 잡 

으면서 비물질적 미술들 역시 미술관으로 포섭되어 하나의 미술품, 물질로서 고착되었다. 이를테면, 이들의 

아이디어를 적은 노트가 작품으로 전시되는 식으로 말이다. 관객의 개입이라는 양상 역시 이상만큼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미술관에 가면 작품 앞에 쓰인 이런 문구를 종종 발견하게 된다. "0| 작품은 원래 관 

객의 참여에 의해 작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원래는 그랬다는 말이다. 지금은 아니고.



Beyond 血 Negotiation

결론부터 말하자면 디자인은 선택의 문제이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속은 것이다. 협상의 다음은 당연히 선택이고, 선택이 없다면 디자인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까지 보여준 협상의 과정에서 우리가 보여준 것 역시 결국은 선택이었다. 하지만 화낼 필요는 없다. 지금까지 협상을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
적어도 완제품만 접하는사람들에게 디자인협상은 최종 결과물이 나오기까지의 한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밑그림이며 사용하는 데 하등 불필 

요한 비하인드 스토리일 뿐이다. 하지만, 정말로 흥미진진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협상의 단계이다，여러 증위에서 이루어지는 디자인 협상을 통해, 때로는 훌륭한 

아이디어가 사장되기도 하며, 모호했던 컨셉이 한층 명확해지 기도 한다.

* *

또 이를 통해 문제해결 과정으로서의 디자인의 성격이 비로소 드러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TV를 보는 사람들, 핸드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접할 기회가 

없다. 그냥 작동만 잘되면 그만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그 협상의 결과 내려진 선택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특정 이해관계에 얽매인 어처구니 없는 

결과물인지 누가 알겠는가? 클라이언트의 말 한마디로 다리가 바퀴가 됐는지 , 돈이 부족해서 손잡이 하나가 없어졌는지 , 제작상의 실수로 훌륭한 협상의 결과물 

이 물거품이 돼버린 것인지 사용자들은 알 길이 없다.

tt

디자이너의 입장에서도 억울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며칠 밤을 새고, 협상테이블에서 지쳐 나가떨어질 때까지 싸웠음에도 사용자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면 좀 억울 

한 일이 아니다. 고민 끝에 버튼을 하나줄였는데 불편하다고 투덜댄다면, 일부러 거친 표면처리를 했는데 서비스센터에 항의전화가 빗발친다면 밤에 잠도 안올 

지 모른다. 하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 읽어낼 수 없더라도, 사용자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협상의 가치가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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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첫번째로 나온 ID10100 인터넷CF는 스토리와 유저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상대적으로 짧은 수명을 가진 인터넷 컨텐츠 속에서 2년 넘게 진행되어 온 드문 예로 

서 디지털 스토리텔링이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유저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또 기업의 CF란본질을 둘러싸고 클라이언트와 디자이너 사이의 밀고 당기 

는 협상을 잘 보여주는 예라 생각한다.

두번째, NEXiO UI 디자인은 주로 디자이너와 개발자, 심미성과 합리성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고 있다. 다른 분야에 비해 유난히 사용성이 강조되고 있 

는 GUI 디자인에서 디자이너가부딪히는 문제들, 또 개발자와 디자이너의 입장이 어떤 식으로 충돌하고 어떤 식으로 협상해가는지 보여주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정독도서관 자리배치 프로그램은 그 동안 공공이란 이름 하에 공공연히 사용자들을 배제한 채 진행되어온 공공디자인, 혹은 환경디자인 분야에서 진 

정으로사용자들을 배려한 공공디자인이란 무엇일까 생각해보고자 했다. 일방적인 배려가 아닌 사용자들이 직접 협상테이블로 나와 대화하고, 그들의 의견을수 

용하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하나의 결과물로서 공공디자인을 살펴보았다.

이번 특집 역시 여러가지 아쉬움이 남는다. 완결되고 비교적 자료도 풍부한 프로젝트를 위주로 선정하다 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애초에 계획했던 의도 역시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 다양한 협상은커녕 평범한 디자인 프로세스만 늘어놓은 것 같아 걱정이다. 제목 그대로 디자인협상론에 대한 프로토타입 정도만 돼도 좋 

으련만• • • 어쨌든 이런저런 협상끝에 부족하나마 결정을 내린 셈이니 역시 마지막은선택인 셈이다.





포포1 인터뷰 •글、김형진 •양효경 디자이너 연대기 三

이 땅 에 서 1 세 대 로 산다는 것 

“1세대로 살기 어려웠어” 짧은 인터뷰를 마치고 연구실 밖으로 우리를 배웅해 

주시며 선생님은혼잣말인양조용히 이 말을 내뱉었다. 왜 아니겠는가. 디자인 

이라는 용어조차 생소했던 해방 직후부터 가히 디자인 과잉시대라고 불릴만한 

현재까지 한국 디자인 교육과 제도의 한 켠을 지키고 서있기란 그리 녹녹한 일 

은아니었으리라.

박대순선생의 이력은 제법 화려하다. 최초의 디자인학박사학위 보 

유자에 , 한국공예가협회와 한국디자이너협의회 , 한국디자인학회의 창립멤버 

이며 한국 산업디자인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한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 （현 대 

한민국산업디자인전）의 탄생에 산파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어디 이것이 

영광스럽기만 했을까. 선생의 이 멋들어진 연대기는 1세대로서 경험했던, 아니 

반드시 겪어내야만 했던 고통스러운 통과의 례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땅의 근대 역사가그러했듯, 한국 근대 디자인의 역사는 결코 거 

창하게 빛나는 그것이 아니다. 오히 려 우리는 그것을 보며 지루한 복마전을 떠 

올리게 된다. 디자인이란 용어조차 없던 시기, 미술 수출 이라는 이름으로 디 

자인은 곧산업역군으로 여겨지던 시기, 제대로 된 커리큘럼과 교과서 한권 없 

던 시기, 일품공예와 디자인의 구분이 모호했던 시기. 우리가박대순 선생의 이 

름을 접하게 되는 장소는 다름 아닌 바로 이 지점 이다. 그리고 이 역사에 대한 그 

의 기억은 곧바로 한국 근대디자인 성 립에 대한 세밀한 저장창고 그 자체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번 호 디자인디비에서는 그를 통해 한국 근대디자인의 기억을 되짚어보기로 

했다. 변변한 디자인사 한권 가지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 반 백년 넘게 디자인 교 

육과 제도 성 립의 일선에 서있었던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곧바로 귀중한 데 

이 터 베 이스가 되 리 라는 믿음 때문이 었다.

이 인터뷰는 서울 잠실에 위치한 선생의 연구실에서 이루어졌다. 서울대 재학 

당시의 교과서부터 일본 디자인 학회지까지 , 그 조그만 방은 그야말로 디자인 

아카이브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을 만큼 훌륭했다. 우리는 조금씩 흥분했으며 . 

그 흥분에 걸맞는 만족을 가지 고 그 방을 빠져 나올 수 있었다.

46 년에 서울대에 디자인을 담당하는 도안과가 생 

긴것은 의외라고 생각할 만큼이 르다고 생각되는데 

요•당시 디자인에 대한의식이 있었나요?
그애길 하지. 이순석씨라고 계셔. 동경미술학교도 

안과를 졸업 （1931년）하신 우리나라 디자인계의 효 

시 중 한분이 시지 • 그 양반이 유일 한 도안과 전 임 교수 

셨어. 그분의 주장으로 서 울대 학 미 술학부 내 에 도안 

과가 생 기 게 됐지 . 그런 데 그 양반은 디 자인 이 란 개 념

없으사、고 도안이란그개념을가지고계시던 분 

U을하려면 대량생산에 대한개념이 있어 

야하거든?그런데 이순석 선생은완전히 일품공예나 

순수공예 쪽으로, 그러 니까 디자인 보다는 오히 려 회 

화에 가까운 개 념 을 가지 고 계 셨 던 분이 야.

이순석 선생 이외에 어떤 분들이 교육을 담당하고 

계셨나요?
그분 말고도안과에 전임교수는 없었고 나머지는 강 

사였어. 김정한씨라고 무대장치가하시는 분이 계셨 

고, 고 모라는 분이 도학을 가르치셨고, 백태원씨라 

고나전칠기 하는 분이 가르치기도했어. 이분은정식 

학교를 나온 건 아니 고 이 북에서 나전 칠 기 견 습소에 

서 배운분이었어 •쉽게 얘기하면 학문적 배경이 확실 

한분이 얼마안계셨던 거야. 그리고서울대 미학과 

창설하신 박의현 선생이 미학을 가르치셨고, 소묘는 

조각과에 계신 김종영 선생에게 배웠지.서양미술사; 

는알다시피 장면씨 동생이었던 장발선생에게 배웠 

고. 당시 미술학부정원이 한학년에 40명이었는데 1 

학년은기초과정으로전부같이 배웠거든• 그중 도안 

과는 6〜7명 정도 됐고. 도안과라고 해도 미술의 기 

본적인 과목은다배웠던 셈이지.

"뒷짐지고 들어와서 등 두들겨주고 나 가 시 면 그만이 야 

우선 서울대학교 재학시절 얘기부터 여쭤볼께요. 1949년서울대 예술대학미술 

학부 도안과에 입학하셔서 1955년 응용미술학과로 졸업을 하셨죠? 전쟁 때문 

에 졸업이 늦어지신 건가요?

그렇 지. 46년 에 서 울대 에 도안과가 생기고 나는 49년 에 입학했어 . 원래는 53년 에 

졸업을 했어야하는데.6.25사변이 터져 가지구도망 댕겼지 뭐• 군대도끌려갔다 

오구. 거기서 빠져 나와서는미군부대에서 초상화그리면서 지냈어. 그리고서는 

부산에 내려가서 독학을 했지 .

당시 교육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이론적 배경이 없으니까우리는 그냥따4H는거야. 

선생님 그림 따라 하고, 선 배 그림 따라 하고. 그러면 

이순석 선생이 가끔가다 들어와• 뒷짐지고 들어와서 

는 “어 너 잘하네. 잘하네”하고 등 두들겨 주고 나가시 

면 그만이야. 또그리고있으면 이번엔 장발선생이 들 

어와서는 “이게 뭐냐. 다시 그려”하고나가신단말이 

야. 그래서 바꿔 놓으면 이순석 선생이 다시 들어와서



디자인

아 카 이 브

서울대 재학당시의 교과서부터 일본디자인학회지까지 , 박대순 선생의 조그만 방은 그야말뢰 

디자인 아카이브라불려도 손색이 없었다. 직접 책을 펼쳐 언급한 부분을 단번에 짚어내는그의 손길에는오랫동안지녀온대 

자인교육에 대한그의 열정이 숨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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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이거 왜 바꿨어”라고해•그런 식의 혼란스런 시기 

를보냈어. 애들이 기본실력은있으니까그림들은 잘 

그리는데 , 아耳 비전도 없고 그랬지 • 일주일 에 한번씩 

과제가 나오는데 그저 복도에 다가 붙여 놨어. 금주의 

화제는 십장생도를이용한담배갑',이런 식으로•그 

러면 또우리가독학하는거야. 고렇게 배웠어 우리는.

그 책에는 바우하우스의 설림목표부터 교육과정까지 다나와 있었어 • 바로 내가 

찾던 거지 • 아, 책이 너 무 좋더 라구. 그런 데 독일 어 하고 영 어 하고 막 섞여 있어서 

읽기가어려웠어• 그래서 일어 번역본을구해다가대조해가며 읽었지. '아,이게 

디자인 교육의 기본틀이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어 • 지금도 디자인 교육은 거기서 

많이 벗어나지 않아.

“미 친 새 끼 라 고 욕 맟의 먹 었 어 ”

졸업 후 1960년부터 1968년까지 경기공업전문학 

교의 공예과장으로 재직하셨잖아요. 디자인 피교육 

자에서 교육자로 위치를바꾸신 셈인데 이때의 경험 

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내가막상省기공업전문학교를맡고보니 “아,이건 아 

니다”리는생각이 더 드는거야.이게 뭐 도제교육뿐이 

더 되냔말이야. 그때 야나기 무네요시 선집을읽게 됐 

어 • 놀래 자빠졌지 • 봐, 야나기가이 책들을쓴것은명 

치시대야. 그런데 이미 이 사람은 조형예술이니 공예 

니 디자인이니 하는개념을다잡고있었어. 19세기 윌 

리엄 모리스의 디자인 운동은물론이고말이야. 이 사 

람은오늘날의 디자인을 자본적 공예 이렇게 부른거 

지. 그런데 우리는이 사람구분에 따르자면, 일품공 

i 예', 민족적 공예'「귀족공예만배운거야. '아,왜 

지금껏 이 단순한걸 몰랐나하는생각이 들더군.

선생님이 경기공전에 계실 때도 학과 이름은 여전히 공예였잖아요? 디자인이 

아니고. 그 차이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 • •
60년대까지만해도의장,도안,공예 뭐 이랬지.하도라고도했고.70년도에 들어 

서면서 디자인 이란용어를 쓰기 시작했는데 박정회가외래어를 잘못 쓰게 했잖 

아. 그런데 우리가아무리 생각을 해봐도디자인이란개념과의장, 공예하고는 맞 

아떨어지질 않는거야• 그래서 내가정부에 질의서를냈어 . “디자인은 무슨용어 

로바꿔 써야하나”하고 말이야. 그때 상공부에 박철이란사람이 상공부 디자인계 

장으로 있었는데. 그랬더니만 “디자인은 그냥 디자인으로 써라”라고 답이 왔어. 

그래서 공식적으로 디자인이 란 용어 를 쓰게 됐지 .

“ 뭐 , 이 런 게 수출이 되겠어, 라 고 하더군”

그게 언제 구입하신 책이세요?

64년. 이게 55년에 나온건데, 내가 64년에 샀지.

이론의 중요성을 깨달으셨다는 말씀인데요, 당시 

디자인 계의 이론교육이 그렇게까지 열악했나요? 
말도 마. 내가 일본에서 다른 책을 H 사斗지고와서 

“이론을가르쳐야겠다'라고 하니까 다른대학교수들 

이 욕을많이 했어 • 미친 새기, 그림이나가르치면 됐 

지 . 공예 하는놈이 뭐 같잖게 이론을해”라고 말이야. 

그러니 얼마나 속 터져. 일본은 이미 몇 십년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말이 야• 할 수 있나• 혼자 독학을 했지 .

66년부터 열린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 가 생기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셨 

다고 들었는데요
66년인가,서을여자대학이 지금 프레스센터 자리에서 졸업전시회를 했어• 그때 

는4층건물이었는데 1층에 전시장이 있었거든•거의가공예 작품이었지• 염색작 

품 같은거 말이야. 오후3시가오픈이었는데 고전에 키가 큰사람하고까무잡잡 

한사람이 들어와서는 “뭐 이런 게 수출이 되겠어”하고비난을하더라구. 기분이 

나빠서 “3시에 오프닝이니까그때 다시 오슈”라고했지• 그런데 한시간쯤있다가 

또와가지고모라고 해. 그래서 “당신 뭔데 남의 전람회 와서 콩나라팥나라하는 

거야” 그랬지• 알고보니 청와대 경제수석하던 오원철하고나중에 동력자원부 장 

관했던 유곽종이었어 • 당시는상공부 국장, 과장이었지 • 그래서 지하실 다방으로 

내려갔지 • 서울여대 남상규 교수하고 말이야. 그때 우리가 아쉬운 소리를 했어 . 

“공예나디자인계 등용문이 국전밖에 없다. 당신 말마따나수출을하려면 상공부 

가디자인에 관심을 좀가지고국가적인 전시회라도 하나 만들어야할 것 아니냐' 

하고 말이야. 그게 발단이었어.

야나기 무네요入 
많지 .고중에々 년 한스 里 ；ans M.

Winglei)의〈바우하우스Bauhaus〉(1962)겠지.

그래서 이름이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 가 된 거였군요.
그건 또 복잡域. 그래서 한 20명이 모音서 자문위원窃를 만들었어. 이순석 선생, 

이우성, 나, 이신자, 민철홍, 한도룡, 조영제 뭐 이렇게들모였지. 지금 교보문고 

자리에 있던 상공부에서 회의를 하는데 명칭문제가나왔어 • 내가먼저 “이건 산업 

에 대한전시니까 산업미술연구'라고 하고, 상업미술' ; 공업미술' : 공예미술 

로 해서 3분야로나누자”라고제안했지• 그랬더니 이순석 선생이 불만스러워 하 

시더군• 산업미술이 라는 용어가 마음에 안 드신거야. 그러자상공부 차관하던 이



교육에 서도 제

변변한 디자인이론서 하내

없던, 아니 디자인에 이론이 필요하다는 자각조차 드물던

시절, 선생은 일본어와 영어 원서들을 힘겹게 구입해 독학

하다시피 공부하였다. 그런 그의 노력이 없었다면 한국디j

자인 교육과 이론 정 립이 얼마나 더 늦어졌을지 모른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과 졸업1955

한양대학교 대학원 응용미술과 석사1970

한양대학교 대학원 응용미술과 박사1988

경기공업 전문학교 공예과장1960-68

대한민국상공미술전 （현 대한민국산업 디지1966—85

인전） 집행위원, 심사위원장

한양대 사범 대학 교수1968-86

디자인학회장1978〜94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 디자인 전문위원1983-88

GD 마크 심사위원장1985-89

한양대산업 미 술학과 교수198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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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승씨가중재를 했어. 상공부가하니까 '상공미술전람회' 라고하자고 말이야• 결 

국엔 79년인가내 주장대로 산업미술전람회'로바뀌었지•고뒤로 산업디자인 

저 으로 다시 바뀌 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명칭이 바뀌어 간 거야.

65년에 '한국공예가협회 를,72년에 '한국디자이너협의회(KDC)'를창립하 

셨는데요. 이 시기는 가히 디자인계 조직결성의 시기라고 할 만큼 많은 조직이 

啰텨쪌皐넓닸＞我멏玄%'暮甫舊'¥却승해서 대한산업미술가협회'를만 

들었어• 그랬더니 이순석 선생이 “우리도뭔가만들자'해서 59년인가,60년인가 

'응용미술가협회'가만들어진 거야.그런데 그게 다홍대,서울대판이거든?나머 

지 는 다 찬밥인 거 라. 열 받더 라구. 그런 데 당시 세 계 공예 가협 의 회 World Craft 

CounciV 라는게 있었어. 고래서 거기 가입을하면서 '한국공예가협회' 를만들었 

지 • 말하자면 좀 덜 구박 받으려 고 만든 거 야.

“한국디자이너협의회 도 비슷한 성격이었나요'?
그렇지. 그걸 72년에 司드니까사람들이 4보고 그래. 야당 골수분자에 중공군 수령 

이라고.그게 서울대 졸업생중서울대 근처에 못간사람들다모여,뭐 이런 성격이었 

거든. 홍익대는빠지고한양대，건대, 동덕, 덕성여대 다들어왔지. 그랬더니 그해에 

조영제, 김교만이가 모여서 '한국시각디자인협의회(KSVD)' 를 만들고, 민철홍이 

는 '한국인더스트리얼디자인협회(KSID)' 를만들더라구.이 셋이서 니가주류니 내 

가주류니 이 랬지. 우스운 말로누가KS냐하고싸운거야. 다들애들이었지. 그때는.

아 ・ 선 배 님 넋 두 리 하 시 네 요

디자인 조직 , 제도면에서 60, 70년대는 그야말로 공중전의 시기였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닐 듯 싶네요. 그렇다면 당시 학문적, 이론적 활동은 어 땠나요?
誓다시피 78년에 나국디자$학회븧碌흘었어.그때 내가몰매 많이 맞았지.권순 

형하고 몇몇 사람들을 만났는데 처음엔 좋았거든. 그런데 막상 시작하려니 안되는 

거라• 논문을쓰고글을 쓰려니 큰일 난거야. 뒷짐지고 다니면서 콧수염이나 뽑으며 

놀았으니 공부가될 리가없었어• 그래도우겨우겨 만들었지•그랬더니 이화여대 계 

시던 백태호선배가 현대디자인학회'라고만들었어. 고렇게 학회는두개가만들어 

졌는데 도대체 누가글을쓰냔 말이야• 그래도 '한국디자인 학회 는꾸준히 학회지를 

냈어. 현대디자인학회'는그에 비하면 활동이 적었지.그랬더니 87년인가그쪽멤 

버들이 두조직을통합하자며 찾아왔어.안상수,김명섭 이런 사람들이 말이야•그때 

삼겹 살에 소주 한 40병은 마셨을꺼 야. 그런 데 얘기가 잘 안됐어. 나중에, 그러니까 

%년에 내가정년을하면서 결국통합했지.2기 디자인학회 시대가열린거야.

거야• 예를들어 제품디자인을하려면 그재료에 기본 

적 지식은알고있어야하거든. 이게 열가소성이 있고, 

열 경화성 이 있고, 이 정도는 알고 있어 야 한다는 말이 

지• 이런 기본적 지식조차없으면 디자인은성립하지 

않아. 이런 거 모르고 그냥 그림만고려 대고싶으면 아 

티스트하면 돼.더 근본적으로는무엇이 디자인이냐, 

이것을구분하고제대로된 디자인을하려면 이론없이 

는 안된단 말이야. 우리가 해방직휴 공예와디자인을 

구분 못한것도다이론이 부재했기 때문아니겠어? 러 

스킨이나 모리스도모르면서 디자인을 한다는것 은우 

스운 일이라고. 남들은 인지심리, 지각심리 이용해서 

디자인하고있는데 우리는아耳 생각없이 그림만그려 

대고있었단말이야•아니 시골놈한테 가서 너 이런 건 

물인테리어 디자인 하라” 그러면 그사람벽지밖에 더 

바르겠어•공부를안했으니•이런 얘길 어디 가서 발표 

했더니 한후배가그래. “선배님,넋두리 하시네요 그 

래,넋두리지•그래도필요한걸 어쩌겠어.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디자인이란 어떤 것인 

지 듣고 싶습니다
1950년대 세계디자인대회 할때 나온얘기가있어. 

잘 팔리는 나쁜 디자인도 나쁜 거고, 안 팔리는 좋은 

디자인도나쁜거라고. 요새 그런 거 많아. 교수들이 

“야, 이거 작품 좋네• 대상이다!” 그런데 제품 만들어 

놓으면 안 팔려 • 나쁜 디자인이지 . 잘 팔리는 좋은 디 

자인이 비로소 좋은 디자인이라는거야.

마지막으로 한국디자인 이론계에 대해 나름의 평가 

晶쳅揣矗翁翁대에서한일 디자인 심표지 

엄' 이 열 렸어 • 그때 125편 정도논문이 쏟아졌는데 일 

본쪽에서 70몇 편,우리 쪽에서 50편쯤썼지• 내용을 

읽어보니 일본쪽글이 훨씬 나아. 그렇다고실망만하 

고있을수있나. 일본도 1956년 디자인학회 생길 때 

에는 한심했다구. 막말로 지금 대학 1학년 글보다도 

못했어 •좀전에 말한디자인학회 회원이 지금몇 명이 

지 알아? 2천명이 넘어 •지금까지 나온논문집도큰상 

자로두개 븐량이되고•아직 턱없이 부족하지만이제 

나아지지 않겠어? 나는그렇게 믿고싶어 .

그동안 디자인계에 이론적 지형을 만드시느라 애쓰셨는데요. 번역작업도 많이



모 자 에 권 리 를 주 는 다 곳 다 실 업

모자 디자인 변천과정 모자 디자인의 변천은 수출 초기부터 현재까지 크게 4단계로 나누어진다. 좌측 횐색 모자부터 시계방향으로, 

패턴 모자에 자수의 변화만 주던 수출 초반의 단순한 디자인、땀의 흡수 등 화학섬유를 이용한 기능성 소재의 

등장、그라데이션으로 투톤효과를 높인 모자、고주파를 이용한 고무패치 등 각종 부자재를 사용한 디자인、 

사이즈 자동 조절 등 특이한 기능 및 형태로 특허출원을 받은 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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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옷장을 열어 잘 살펴보자. I 내가 가지고 있는 모자는 과연 몇 개나 될까? I 많이 있다고 해도 양 손가락을 벗어나기 쉽지 않을텐데, 우리가 브랜드 

를 알고 있고 살 수 있는 모자라고 해도 수입된 해외 스포츠리그 관련모자나, 아니면 길에서 판매되는 소위 짝퉁이라 하는 모자가 거의 대부분이다. I 그런데 세계 스포

츠모자의 40%가우리나라에서 수출한 제품이라는사실을 알고 있는지? I 세계시장에서 메이저로 불리는 나이키, 아디다스는 물론 폴로, 리복 등에서 나오는모자도

우리나라에서 역으로 디자인 수출한 제품이 상당수에 이른다. | 그 중에서도 세계 모자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다다실업을 찾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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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실업은 1974년 현재 대표인 박부일 회장이 설립해 섬유제품 개 정도의 샘플을 만든다. 그 후부터는 판매담당으로 넘어

생산 및 수출 전문기업으로 2003년에는 금탑산업훈장까지 수상 가수출부 담당이 샘플을 보내거나쇼룸전시를 통해 해외

한 모자디자인 전문회사이다. 하지만 모자라는 아이템 하나로 이렇게 크게 성공할 수 있 바이어에게 보여지게 된다.

었던 것은90년대 초반시대의 흐름에 맞춰 방글라데시, 인도, 중국, 베트남등해외로재 마지막으로 바이어가 샘플디자인

빨리 생산기지를 옮긴 덕이다. 덕분에 다다실업은 IMF를 맞아서도 위기를 헤쳐나가며 더 을 그대로 선택, 디자인 변경요청 등의 주문을 하면 수출

큰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었다. 부 담당자가 다시 수정요청이 반영된 판매샘플（세일즈샘

플）을 만들어 각 모자의 특성에 맞는 해외공장에 자재를

성공의 전략, ODM 방식의 도입 보내 생산에 들어가게 된匚卜.

기존 수출방식이라 하면 OEM 방식이라고 해서 해당 업체에서 디

자인을 제공하면 생산만 해서 상표를 붙여주는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다다실업은 이러한 국내시장VS해외시장

소극적인 생산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ODM시스템을 도입하였다. ODM（Original 

Development Man니facturing） 시스템은 주문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샘플제작이나 아 

트워크 등 디자인소스 만들어 해외업체로 보내주면 업체측에서 패치명, 재료 변경 요청

우리나라의 유저 타켓은 아주 좁匚卜.

모자를 많이 쓴다고 하는 사람도 5〜6개면 많이 있는 편일

텐데, 외국인은 모자가 별로 없다는 사람도 20개 이상씩은

등 원하는 사양으로 변경해서 주문하거나 샘플대로 주문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모자 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자를 잘 안쓰는 이유로

문디자이너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변경의뢰 없이 처음 제공한 디자인 그대로 주문하는 경우 는 서양사람보다 두상이 크고, 머리염색 문화가 발달했기

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한다. 때문이라고 하지만 정작 설문조사를 해보면 머리카락이 눌

보통 회사들이 디자이너가 생산, 관리, 금형제작모두참여하는 것 리고 귀찮아서 라는 대답이 대부분이다. 또 모자를 쓰는 이

과 달리, 다다는 여러 개의 디자인관련 부서가 있다. 총 3개의 R&D 및 디자인실이 있는 유로는 머리를 안감아서 라는 대답이 가장 많은데, 심지어

데 팀이 다르다 보니 중복된 아이템도 있지만 디자인실은 주로 시각디자인 전공자로 아트 야구장에 가면 햇볕 든다는 것을 알면서도 귀찮아서 모자를

워크, 2D 위주로 작업하기 때문에 형태, 기능, 트랜드가강한 반면, R&D실은 공학도나 안 쓰고, 신문으로 접어 쓴 경우가 한번쯤은 있을 정도이니

제품디자인 전공자가많아 3D 위주의 작업이 많다. 작업 프로세스는 디자인실과 R&D실 … 이용 정도7 卜 떨어지는 것은 알고보면 당연한 일이다.

에서 아이디어나 디자인이 나오면 패턴사에게 전달되어 CAD로 패턴을그린 다음 지하에 이와 반대로 서양사람들의 경우 스

있는 소규모 샘플라인으로 넘어가게 된匚卜. 그러면 봉제사가 마무리 작업을 통해 4〜 10여 포츠가 발달하다 보니 각각 리그 중심으로 좋아하는 팀의



2003 Patent Righted Cap 챙이 머리에서부터 한 개의 선으로만 이루어진 이 모자는 최근 특허출원을 받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렇 

게 다다는 모자라는 아이템 하나에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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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를 쓰는 이유말고도 수집개념으로 모자를 사용한다. （특히 흑인의 경우 곱슬머리 컴 

플렉스 때문에도 많이 산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매직퍼머가 유행했지만 외국은 모자 수 

요가 더 많은 것 같다.）

시장규모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한 아이템으로 2만 개 팔면 대박 

이라 할 정도로 piece개념의 판매인 반면, 해외는 1 타（12개） 개념으로 한 번 수출에 기 

본4〜5천 타（이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큰 컨테이너로 한 개에 담긴다）, 보통 만 타 정도 

로 개수는 6만 개〜12만 개의 수출이 이뤄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디자인개발이나 제 

품공정에 투자한 만큼 충분히 이득을 올릴 수 없는 우리나라에서 판매를 안 하는 것은 어 

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서서히 스포츠문화가 발달 

하고 모자의 사용 정도도 올라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아주 단순한 모자를 고수하고 

있는 형편이다. 다다는 이에 대해 브랜드를 가진 디자인 상품모델 제시가 활발히 이루 

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는 우리나라 시장의 활로를 넓히기 위해 염 

색머리도 연출 가능한 모자, 전자파차단, 자외선차단, 스포츠 모자 말고도 여성들이 많 

이 쓰는 벙거지모자, HAT, 썬캡 등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고 개발중이匚上 또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특허나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확보해 상품 선호도를 앞세운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다양한개발시도

개발과정에서 디자인과 소재에 다양한 시도를 하지만 전부다 성공하 

는것은 아니다. 외국인이 선호하는 디자인은 자연친화적으로 쓴듯 안쓴듯한모자이거나아 

예 머리 골격이랑 딱 맞는 （패턴 자체가 머리에 아주 잘 맞게 디자인된）모자 등인데, 한번은 

자연친화적인 것을 생각하다가 향기원단을 사용한 디자인 및 소재를 개발했다. 원단사에 캡

슐을 넣어서 부비 면 냄새가 나게끔 만들었는데, 외국인이 냄 

새에 민감해서였는지 인공적이고 특정 냄새라며 싫어했다. 

게다가 원단색과 냄새를 부합시키기도 어려운데, 예를들어 

모자색이 노란색이면 오렌지계통 향이어야 하는데 솔냄새 

가 나고, 빨강색 모자면 딸기냄새가 나야하는데 검정이거나 

하면 안되니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도했다.

해외에서도 다다실업이 디자인이 

예쁘고, 어렵게 재단되는 디자인도 어지간하면 해주다 보 

니 기능적으로골격에 잘 맞는모자말고도 남보다 튀게, 특 

이하게, 점점 더 어려운 디자인을 요구하고 있다.

더 높은 디자인개발 - 특허 출원

모자를 특허낸다고 하면 특이한 일 

일수도 있지만, 다다는 일주일에 한 개 특허내는 것을 목 

표로 한 달에 2〜4개 정도 특허를 내고 있다. 특허도 국내 

에서 내는 것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같이 낸匚上 물론 미 

국의 경우 한 개당 7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자주 

특허를 내다보니 보통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고 연 

속출원을 하기 편하게 국내에서 먼저 낸 후, 잘 팔리면 외 

국에서도 특허를 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모자를 예쁘게 디자인하고, 소재 개발하는 것 못지않게, 

소유권이나 해외 경쟁업체 등을 관리, 유지해 나가는 것도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http://www.dad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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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영국 디자인컨설팅 전문회사 탠저린(tangerine) 사에 젊은 한국인이 vice president로 임명되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I 그것도 98년에 입사하여 단 5년 

만에 이룬 일인지라 그의 이야기가 궁금하던 차에 마침 국내 업체의 디자인컨설팅을 맡아잠시 출장 나온그를 만나볼수 있었다. I 인터뷰를요청하자 일에 영향을 

줄까 조심스러워 하던 디자이너 이돈태. I 그의 하루 일과는 눈코 뜰새 없을 정도로 바쁜 일의 연속이었고 덕분에 인터뷰는 3일 간의 우연곡절 끝에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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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의 디자인 경험

탠저린에 입사한 것은 석사졸업 후 영국으로 가서 전공을 환경디자 

인에서 제품디자인으로 바꾸고 RCA(Royal College of Art)에 다닐 때였습니匚上 때마침 

한국이 IMF를 맞는 바람에 귀국하지 않고 영국에서 직장을 알아봐서 탠저린에 들어갔는 

데, British Airways 비즈니스클래스 좌석개발 프로젝트에 2년간 참여한 것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회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국은 현재 기간산업의 비중을 굴뚝 산업에서 무공해 서비스업으 

로전환하고 있는상황이지만, 여전히 우수한기계설비 및 새로운 기술을 가진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품 및 디자인 산업에서의 경쟁은 오히려 치열합니匚卜. 작은 

예로유럽에서 활동하는 디자이너의 3분의 1 이 런던에서 활동하고 있습니匚卜.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영국 디자인이 세계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고 코스모 폴리탄적인 관점에서 국내 

의 부족한 클라이언트를 해외에서 수주하는 최대의 국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에서 일하다 보니 세계 각국의 디자인컨설팅을 맡아 다양한 경험을 가질 수 있었고, 자연 

스럽게 한국과 다른 나라 간에 많은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해외 디자인컨설팅 의뢰의 경우 최소한 1 〜2년 정도의 기간 

을 확보해 줍니다. 물론 단기간에 할 수 없는 자동차 디자인이나, 비행기 좌석시트 등 대규 

모 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로서는 그만큼 기획과 테스트, 수정에 많은 시간 

을 할애할 수 있어 더 좋은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비해 국내에서 국내로 

이뤄지는 디자인컨설팅은 노동집약형으로 짧은 시간에 무리해서 작업하고, 의뢰도 많은 

편이 아니다 보니, 여러 업체가 경쟁이 붙어 상대적으로 디자인비용이 낮게 책정되고 있습 

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디자이너들도 자질은 풍부하지만, 국내 산업구조가 빨리빨리를 요 

구하며 질보다 양이나 시간으로 밀어부치기 때문에 좋은 디자인이 나오기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내디자인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가 먼저 인내심을 갖 

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해외로 디자인을 맡기는 업체가 많지 않은데, 

무엇보다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디자인비용도 높다 보니 아무래도 대기업이 아 

니고서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w사의 디자인 의뢰는 매우 신선한 시도

라고 할 수 있습니다. w社에서는 일본에 비해 디자인의뢰 

제품에 대한 시장진입이 늦어 기술력은 앞서지 못하더라도 

디자인만큼은 일본보다 좋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해외에 디 

자인컨설팅을 의뢰한 것입니다. 모두 7개 업체가 경쟁이 

붙었는데 그 중 저희가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 만 

큼 우리나라 기업도 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올라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匚卜.

각제품마다 요구하는 디자인이 다르지만 이번 프로젝트에 

제가 취한 컨셉은 2003년 현재 유럽, 미주 등지에서 떠오 

르는 트랜드입니다. 최근 2003〜2005 유럽의 트랜드로 

떠오르는 제품 성향들은 6가지 정도로 세분화 될 수 있는 

데, 이를 최대한 디자인에 반영했습니다.

첫叫 다이아몬드 재질이 가진 특유의 맑음, 단단해 보이 

는 강도, 그러면서도 가벼워 보이는 디자인

둘째, 화이트. 1960 〜 70년대 유행하던 화이트의 회귀. 

단지 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巴 같은 재질이어도그사이사이 

에 미묘한 변화를 주어 깊이감이 느껴지게끔 디자인하는 것 

셋째, 럭셔리어스 미니멀리즘(lux니「ious minimalism). 

절제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제품에서 표현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

넷째, 레이어링(layering. 화이트와 비슷한 성향인데, 

평면인 제품이 이제는 깊이가 있어 보이도록 재료를 이중, 

삼중으로 중첩시킴으로써 제품에 비중을 준다. 또한, 반복 

을 통해 정제되고, 은밀해 보이면서도 미학이 뛰어나게 디 

자인해 제품이 정리되어 보이게 한다. 보통은 가운데 스포 

트라이트 컬러를 사용해서 효과를 극대화하기도 한다.

다섯째,라얼매트리얼(real material). 가구, 부엌,주방



'Activ' walking frame

사람들은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의료기구에 대해 이상한 눈초리를 보내곤 한다. 하지만 그것은 장애인들의 기 

능적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디자인된 보조 기구일 뿐, 이상한 물건이 아니다. 이 보행기는 센트럴 세인트 마 

틴 아트&디자인 스쿨의 'Design for Ability' 리서치그룹이 조사한 장애인들의 라이프스타일과 욕구에 대 

한 연구를 평가하기 위해 디자인한 것으로 기능적인 성능을 미적 스타일과 결합시킴으로써 필요 를 어떻게 

욕구 로 변환시킬 수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design directory\designer4고 43 이돈태 1995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졸업、1997 홍익대학교 대학원 공업디자인

전공 졸업、1999 Royal College of Art 대학원 졸업、1998.6 〜 2003 영국 tangerine社 vice president 

재직 중、주요 클라이언트/LG, 웅진코웨이, British Airways, 도요타, Sanyo, Hitachi 등 다수

용품, 욕실용품에서 기존의 훼이크(fake), 즉 가짜로 흉내만 내던 플라스틱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과 디자인에 맞게 목업을 잘 만드

배제되고 제품 자체에 알루미늄, 티타늄 등 리얼 매트리얼이 제품에 등장. 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품을 잘 설명하고 전달해서 무리없

여섯째, 웜메탈(warm metal). 기존메탈에금색톤등을주어 따뜻한느낌이 나게 디자인 이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고 마무리하기까지 디자이너가

세심하게 신경써야 할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여러 개의 트랜드를 이용해 제품을 디자인하고, 업체와 토의를 거쳐 수정, 보완

한 후 목업 제작에 들어가게 됩 니다. epilogue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 한국에 와

디자인 작업에 대해 서 2주간 있으면서 여유로운 시간이 거의 없던 그에게 어

작업은 대개 그렇듯이 남들과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것은 한국에 있을 때보다 훨씬 스케치를 적게 한다는 것인데, 프리젠테이션을 자주 하다

떻게 하면 그렇게 빠른 시간에 vice president까지 오를 

수 있는지와 개인적인 취미는 무엇인지?' 그런 1차원적인

보니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제품의 컨셉을 다른 사람에게 잘 설 명할 수 았도록 글로 정 질문을 던져보았다.

리하는 훈련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작업을 시작할 때 일단 워드로 컨셉을

정리한 후, 도면으로 바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웃으며) 휴가나 휴일 없이 일에만 매달리면 되지요• • •

해외에서 디자인 의뢰가 들어온 경우에는 직접 현지로 가서 작업 농담이구요. 그냥 한국 스타일로 일을 한 것이 독특해 보여

을 하는데, 이번 프로젝트는 많은 인원이 함께 출장을 나오기가 벅차서 혼자 나왔습니 서 장점으로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巴 가정보다는

다. 이런 경우, 디자인 수정과 동시에 본사와 노트북으로 연락해가며 작업을 진행합니 

다. 목업 (mock up) 역시 본사에서 만들어오지 않는데, 운송 도중 파손될 우려도 있고, 

부피가 크면 옮기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현지에서 만드는 것이 보통입니

일 중심으로, 여가보다는 프로젝트 중심으로 등등. 일 자체

가 해외출장이 많아 집을 오래 비우기 때문에 회사방침상

해외출장의 경우 가족과 같이 갈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匚上 그러다 보면 영국에서 디자인할 때와 달리 의도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많은 수정 하루일 마치고 저녁 때 잠시 구경하고• • • 그런 것이 휴가라

이 가해지는데, 재료나 적용되는 기술이 달라지기도 하고, 요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출장에서는 강남

도 있고 • •. 본사에서 기획한 디자인을 현지에 와서 직접 적용하다 보면 많은 수정이 이 과 종로를 하루에 두 번 이상씩 다녀야 했는데 서울의 차가

뤄지는 것은 불가피합니匚上 너무 밀려 길 위에서 거의 하루의 1/3을 보낸 것 같습니다.

개인적 여가시간에는 시장조사를 다닙니다. 트랜드를 보

그리고 프리젠테이션 할 때는 주위 분위기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클 기 위해서는유행에 민감해야합니다. 주로 백화점이나상

라이언트와 친근하고 많은 대화가오가야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기도 쉽고, 믿음이 생겨 제 점 , 또는 그 도시의 세련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들 같

품 및 디자인의 신뢰도；가올라가는데, 우리나라의 기업문화는 경직되어 있고, 디자이너는 이 트랜드가 강하고 유행이 많이 타는 곳을 다니면서 사람

독립적 성향이 강하다 보니 친근한 프리젠테이션 풍경이 그려지기가 어렵습니다• 또 분위 들도 보고 디스플레이도 관찰합니다. 그러다 보면 트랜드

기를 높이는 데 주변 및 조명도 큰 역할을 합니다. 주변이 깨끗하고 정리가잘 되어야 한다 가 움직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새로운 디자인 구상에도

는 것은 말 할 것도 없고, 조명이 잘 비춰져야 제품이 견고하고 아름답도록 돋보이게 할 수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desigrnesearchhttp://www.designdb.com/research/

디자인 발전의 토대. 2002 디자인기반기술개발사업 연구보고서.

디자인기반기술. 개발사업이란?

매년 한국디자인진홍원 주관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디자인기반기술 개발사업은 디자인 및 브랜드에 관한 기초연구 및 

첨단기법의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을 촉진하고 전반적인 디자인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연간 정부지원 규모는 총 17억 원 사업기간은 1 년 이내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모과제는 한 개의 지정 

과제와 다섯 개의 자유공모과제가 있다. 각각의 공모들은 디자인 신기술•컨텐츠 개발, 국제간 디자인 공동개발, 디자인 

•브랜드산업 육성정책연구방안, 지역별 디자인특화전략, 디자인 교육 컨텐츠 개발, 산•학•연 디자인 기술정보 종합DB 

구축 등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진다.

2001 년〜2002년에 진행된 산기반과제는총21 건이며 보고서는과제관련 기술, 컨텐츠 개발 및 연구의 전체적인 자료집으 

로2002년 말에 제출되었다. 0| 중designdb.com에서 pdf 파일로다운 받을수 있는총 11 편의 연구보고서를소개한다.

www.designdb.com/psd/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실내디자인 데이타베이스 구

축 및 소비자 트랜드 검색 프로그램

아파트 실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 

스를 구축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급변하는 소비자의 라이 

프스타일과 디자인 선호 경향을 파악하여, 아파트 실내디 

자인 계획시 공급자가 수요자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여 업계의 다양한 전략 수립이 가능한 소비자 기호 검색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총괄책임자、한영호/상명더학교

가전제품 디자인의 순환주기 환경분석과 앞으로의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가전제품 산업의 국제경쟁력에서 지속적인 우위 

를 차지하고 급변하는 정보사회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하 

기 위해서는 신제품 개발의 실패율을 최소화하고, 보다 발 

전적 방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가전제품 중에서 가장 많은 디자인의 변화를 가져 

온 IV관련 제품을 토대로 소비 및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제 

품별로 분석한 결과, 과거에 개발된 제품의 환경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환경변화에 따른 전반적인 디 

저인 흐름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 

H로과거의 제품개발사례와 과정이 미래의 방향을 예측하 

匕데도움이 되며, 앞으로다른전자관련 제품의 디자인흐 

름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총괄책임자、신명철/대구대학교

유니버설 디자인기준을 적용한 휠체어 사용자의 주 

거환경디자인에 관한 연구

휠체어 사용자들의 주거환경에는 사용자의 특성 

이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아불편한점이 많으며 이를 해소 

하기 위해 일부 휠체어 사용자 중에는 자기 스스로 자신들 

의 집을 개조하는 경우가 있었다. 소수의 업체에서 장애인 

들의 편의시설이나 생활제품 개발을 시도하고 있으나 도 

움이 될 만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휠체어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주 

거공간과 주거생활 제품을 개발하는 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며 특히 

휠체어 사용자들의 주거환경이 장애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개인 등에게 모두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는 점에서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유니버설 디자인 기준의 

적용이 요청된다.

—트랜드가치평가 연구

본 연구는 한국을 대표하는 고유 브랜드를 발굴 

• 육성하여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媒 

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지속적으로 브랜드 가 

치를 평가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에게 자사 브랜드의 가치 

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국내 

口업들에게 브랜드 중심의 경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국내 환경 

에 맞는 정교화된 브랜드 가치 평가모델을 정 립하고, 이를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20匚H 브랜드와 한국을 대표하는 5 

개 산업군을 선정하여 각 산업을 대표하는 브랜드의 가치 

를 평가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최종 목적은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 

보된 브랜드 가치 평가모델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브랜드 

가치 평가를 실시하여 국내 기업과 정부에게 브랜드 경 영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정책대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데 있다.

총괄책임자、신철호/산업정책연구원

문화관광 축제 기념품의 시장분석을 통하 타元可画 

신 방안 및 마케팅전략연구

최근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전국의 광역시, 

도, 군, 구에서 경쟁적으로 지역 홍보와 경제활성화를 목 

적으로 지방박람회 , 문화관광축제, 특별이벤트를 실시하 

거나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관광축제의 수익원천은 

일반적으로 판매코너 분양과 입장권 발매, 기념품 판매, 

특정코너 직영 등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일부축제를 제 

외하고 관광문화축제 개최시 판매되고 있는 기념품들의 

상당수는 디자인과 품질이 조악하고 축제의 주제에 걸』 

는 기념품 개발이 미흡하여, 기존의 지역특산품들이 주로 

전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문화관광축제 기념품의 디자인혁신 방 

안과 정책자료를 제공하고, 문화관광축제의 성격과 지역정 

체성에 부합되는 기 념품의 개발에 따른 시장 창출을 위한 마
총괄책임자 고영주/용이송담더학교

一 케팅 전략의 제시와 문화관광축제 기념품의 산업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총괄책임자、김형길/제주대학교

http://www.designdb.com/research/
http://www.designdb.com/p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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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인男제학적카치측정M관한연추

현재 국내의 디자인 및 연관된 경제활동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디자인이 경제학적 가치에 관한 정량

한국디자인 사료의 DB화에 관한 연구

정보화 시대의 가속화와 2000년 초에 개최될 국

제 디자인 대회를 앞두고 우리 한국디자인의 역사를 체계

쿡제척 岳춘 W의거한초명가추다자안의게  트 웨

크형 전략모델 수립

조명기구는 빛으로 자신의 기능을 알리는 감성

적 측정에 관한 연구는 전무해, 단지 추정에 의해 파악되 적으로 정리하여 DB 화 함으로써 한국디자인의 역사성과 적 생활도구이자 꺼져 있을 때에도 고유의 내적 울림을 은

归수준이다 따라서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측정에 관한 학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한다. 유적으로 보여주는 시적이며 물리적인 실체이다. 본 연구

畐적인 연구를 통해 디자인이라는 무형의 가치개념을 정 한국디자인의 역사를 조명하기 위해 연구내용을 는 조명기구의 기본적인 산업특성에 기초하여 조명기구

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대분류로 인물/기관/기업체/기타분야, 분야별 분류를 디자인의 제반적인 속성들을 탐색하고 분류하여 국제적

본 연구는 국내디자인이 보다 경쟁력 있고, 전략 

적인 체계를 갖추기 위해 국내실정에 맞고 고유한 경제적 

가치측정 모델의 개발에 의의가 있으며, 고부가가치 산업 

I으로서의 디자인의 중요한 역할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

시각/ 제품/공예/ 기타분야로 분류하여 1870년부터 약 수준의 제품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를 구축

다. 이는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100년간자료 DB 화하였다. 하는데 있다. 개발에서 전반적인 조명기구산업의 특성과

기술체계를 분석하고, 국내외 조명산업의 현황을 개괄적

총괄책임 자、박암종/동서울대학 산업기술연구소

으로 정보화하며 , 유럽 선도기업들의 사례연구를 통해 국

제적 수준의 조명기구 및 개발전략을 파악하고, 국내 제품

큰도움을줄수 있을것이며, 추정이 아닌 보다정확한 조 의 개발전략 방향 및 디자인적 위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사, 분석을 통한 과학적인 정책수립을 도모하여, 나아가 또한, 국제적 수준의 조명기구를 생산하기 위한

서는 디자인산업 발전과 디자인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것이다.

Car Mobile Navigation System 匚I자인 전략 연구

디지털 정보매체로서 국내에서도 곧 보편화될 카

기본전제로서 주요 선진국의 조명 인증기준을 파악하고, 

조명에 관련된 국제적 인증기준 취득절차 및 조명기구의

네비게이션 시스템 및 텔레매틱스의 개발에 있어서 그주요 구성요소별 인증항목을 안내하여 연구결과의 토대 위에

한 대상이 사이버 정보라는 특성과사용자 및 사회, 환경적 서 국내의 기업환경에 가능성 있는 개발전략의 방향을 제

특성에 부합되는 한국적 인터랙티브 GUKGraphic User 

hterface）설계의 개발 및 연구가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총괄책임자、조동성/서울대학교 경영연구쇠

GUI 디자인 개발 프로세스의 체계화, 텔레매틱

안하고자 한다.

총괄책임자、박우성/서울여자대학교

브랜드 경영 감사모델 연구 스 GUI 디자인의 정보수집 및 방향제시, 가이드라인 제 중등학교 디자인 교육용 웹 컨텐츠 개발

브랜드7 卜 경영의 핵심이 되어 가고 있는 오늘날의 안에 목적을 두고, 디지털 정보화사회에서의 기기와 사용 중등학교 디자인 교육용 웹컨텐츠 개발은 디자인

경영환경에서 브랜드 경영에 관한 입체적인 검증과 분석은 자 간의 효율적인 인터랙티브한 커뮤니케이션 지원수단 교육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에 활기를 더하고, 한국디자인진

새로운 과학적 브랜드 경영 전략이다 • 따라서 브랜드 경영 및 방법을 제안, 디지털 정보디자인의 패러다임을 분석하 흥원에서 추진중인 e디자인아카데미 공공교육을 활성화

진단 모델 개발의 궁극적 목표는 브랜드 운영을 입체적으로 고, 인터페이스 요소（GUI）를 도출한다. 시키며, 디자인교육의 범국민적 활용을 유도하는 데 있다.

분석 평가하여 보다효율적인 브랜드 경영을 위한전략적 정 본 개발은 제7차 중등학교 미술과 교과과정 중 디

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따라서 브랜드 경영이 새로운 경영 자인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사례와 체험을 중심으로 알기

패러다임이라는 브랜드 중심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보다 효 쉽게 구성하여 중학교 디자인 교육용 보충교재 성격의 웹

과적인 브랜드 경영을 유도함으로써 경영의 선진화를 이룩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콘텐츠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 중등학교 디자인교 

육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양질의 디 

자인교육을 통한 선진형 사고의 시민육성 및 디자인경쟁력 

강화라는 중요성을 가진다.

총괄책임자、김성제/한국브랜드경잉협회 총괄책임자、오두원/（주） 아이더스디자인 총괄책임자、한재준/서울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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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시마로 저작권인정 판결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3부는 마시마로와 

유사한 중국제 봉제인형을 시중에 팔아오던 송모씨 등 2

명이 인기 캐릭터 마시마로（엽기토끼）' 인형은 기존 토 

끼인형의 모방에 불과해 창작물이 아니다” 며 마시마로 원 

작자인 김재인 씨 등을 상대로 낸 저작물부존재확인 청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 

에서 “김씨의 창작 플래시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마시마 

로는 몸통보다 큰 머리, 일직선으로 닫힌 눈 등 특징적인 

표현을 갖고 있으며 기존 인형의 모방으로 보기 어렵다 며 

“따라서 마시마로에 창작성이 결여돼 김씨에게 저작권이 

없다는 원고측 주장은 이유 없다” 고 블•혔다.

제주시 CI 활용 제대로 안돼

제주시는 로고와 상징 캐릭터인 돌이와 멩이 

□（City Identity）를 만들었으나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 

어, 연구관계자들이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식산업 육성 

전담부서를 신설해 중점적으로 지식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CI 활성화 방안으로 버스승차 

匚H, 벽화, 벤치 등도시 유도표시에CI를적용하고돌이와멩 

이 캐릭터를 인형복등으로 제작해 각종 행사시 캐릭터 임대 

등을 통해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축되는 건축물 

의 지붕, 벽체도 제주시 CI에 적용되는 색으로 채색함으로 

써 도시 정체성을 살려 브랜드 가치가 높은 도시로 발전할 

수 았도록 도人I경관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가장 인기 있는 만화 캐릭터는 머털도사

서울애니 메이션센터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 

'한결과이두호작 머털도사가최고인기 캐릭터의 영예를 

안았다. 서울애니메이션센터는 가장 높은 득표율을 올린 

머털도사를비롯해 홍길동（신동우）, 우비소년（로이비주 

얼）, 시민쾌걸（김진태）, 누들누드（양영순）, 태권'/（김형 

배）, 검정고무신（이우영）, 人曰卜사각（김나경）, 고인돌（박 

수동）, 로봇찌빠（신문수•이상무순） 등인기 캐릭터 10칳 

I을선정했다.

만화캐릭터 머털도사 ‘篇■猿

캐릭터 마시마로（김砒

한국디자인진흥원 원장 취임

지난5월 19일한국디자인진흥원（I이 DP） 에김철 

涔（金哲浩） 신임 원장이 취임했다. 신임 김철호 원장은 홍 

익대학교에서 응용미술학 학사,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제품디자인 석사를 취득했으며, 일본 치바（千葉）대학교 

I대학원에서 제품디자인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74년 

LG전자 디자인경영센터에 입사하여 200이년부터 부사장 

으로재직했으며 , 세계디자인대회 （ICSID） 조직위원, 세계 

।산업디자인 워크숍 '인터디자인 99 서울 대회의 회장 역 

임 등국제적으로도왕성한 활동을 벌여왔다. KIDP 이사회 

는 지난 4월 17일 공모방식을 통해 원장을 선임하기로 의 

결, 공개모집 방침에따라4월 18~26일까지 원장후보공 

'개모집을 통하여 9명이 응모하였으며, 원장후보심사위원 

회 심사결과 김철호 LG전자 부사장을 추천하여 이사회에 

서 최종 선임하고,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한국 패션제품詹쿡14ra호토%휘=

중국 여성들은 한국산 패션 제품을 자국과 이탈 

리아, 프랑스 제품에 이어 네 번째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삼성패션연구소가중국, 한국 여성을 대상으로조 

사한 중국과 한국의 패션소비행태에 따르면 중국 여성의 

한국 패션제품에 대한 선호도는 12.0%로 중국（25.1 %）, 

이탈리아（22.4%）, 프랑스（21.9%）에 이어 4위를 기록 

했다. 중국 여성들은 브랜드 충성도와 충동구매경향이 한 

국여성에 비해 높으며, 연령대가낮을수록 한국제품에 대 

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일 디자인유학생 실태조사 보고저—

（재）국제디자인교류협회 （JDF） 에서는 1995녀 

부터 '재일 디자인유학생교류사업 을 실시하였다. 일본 

卩학내에 유학하고 있는 아시아권의 유학생을 대상으너 

조사한 결과 일본유학을 지원한 이유로 1996년 조사시에I 

는 '일본디자인에 흥미가 있다 라고 답변한 사람이 과반 

수를 넘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자신의 디자인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다 , 장래에 디자인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 

다 라는 이유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 

로볼 때 디자인 유학생들은 좀더 실질적인 본인의 경력향 

后을 위해 일본에 유학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장김철호

2003 Success Design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지난 2년간（2000년〜 

2002년） 디자인혁신상품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 중, 디 

자인으로 우수한 매출실적을 올린 46개 기업 제품:40개, 

포장: 6개）을 2003년 Success Design 상품으로 선정하 

였다. 46개 선정상품의 디자인개발 후 성과분석을 보면, 

1 개 업체당 평균 2천 6백만 원의 디자인개발비를 투입해 

j여 15억 7천만 원의 매출신장을 기록, 그 효과가 무려 60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선전 匚H비 약= 62%의 

매출신장율을 나타냈다.

제3차 산업디자인 진흥종합계획——

산업자원부는 4월 15일 국내 디자인산업의 진흥 

을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2003년부터 2007년까 

지 5개년 계획을통해 디자인의 저변혹卜대, 세계 일류디자이 

너 양성, 지방의 디자인혁신능력 강화, 디자인 연구개발능 

력강화, 국가이미지 혁신, 국제디자인 교류확대 및 동북아 

협력강화 등 6가지 주제에 따라 추진된다. 현재 우리나래 

디자인산업의 규모는 2002년 현재 약 7조 원 정도로 추산 

되며, 이는 2002년 GDP 의 약 1.2%로서 선진국에 비해 현 

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번 제3차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 

은 디자인, 브랜드 역량강화를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와 브 

랜드 이미지를 제고하여 2007년 세계 7대 디자인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는 것을 목표로 세부 추진계획이 세워졌다.

http://www.designdb.co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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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주신. 분들. 김영.가】—

서울대 미술대학 응용미술학과와 동대학원 환경 

대학원을졸업하였다. 86아시아올림픽 및 88올림픽 디자 

인 전문위원을 지냈으며 한국디자인학회 회장, 한국인포 

디자인협회 초대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이화여대 디자인대 학원장이며 한국디자인 

학회, NDS(Native Design Studies & Solution), 

CJ39쇼핑 디자인연구소 등의 고문, 제일제당 식품사업 

본부 크이에이티브 디렉터 등을 맡고 있다.〈한국인의 조 

형의식〉, 기질과 성향을 통해 본 한국미의 이해〉, < 

NATIVE DESIGN >, (The Contents-콘텐츠가보인다 

외 다수의 저서가 있다.

212.대표. 은병수.

1989년 설립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통합적인 

디자인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디자인컨설 팅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2001 년에는 한국 전통문화와 접목한 디자인 브랜 

드 Mum' 를 선보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475-10 화현빌딩 4층

02 5433 212

www.212.co.kr

박대순.

1955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과를 졸 

업하고 한양대학교 대학원 응용미술과 석사 및 박사학위 

를 받았다. 경기공업전문학교 및 한양대에서 디자인을 가 

르쳤으며 현재 한양대 명예교수이다.

대한민국상공미술전 (현 대한민국산업 디자인전) 

집행위원 및 심사위원장, 디자인학회장, 서울올림픽 조직 

위원회 디자인 전문위원, GD마크심사위원장등을지냈으 

며 저서로 공예개론〉,〈디자인용어사전〉,〈장식스타일〉, 

〈현대디자인이론의 사상가들〉,〈디자인 방법론〉등이 있다.

박용석.—

199이년 경원대 회화과를 졸업하고 현재 한국예술 

솧합학교 조형예술과 전문사 과정에 재학중이다. 2000년 

〈암人아파트전〉전,〈가스멘 플라네〉전, 2002년 (Korean 

Air France〉전 등의 전시를 통해 가능성 있는 젊은 작가 

로 주목받고 있다.

—히茁태二

홍익대학교 산업 디자인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 

하고 영국의 Royal College of Art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 

다. 1998년 영국 디자인컨설팅 회사tangerine에 입사하 

여 현재 vice president로 재직 중이다.

www.tangerine.net

다다실업. 대표. 박부일.

나이키, 아디다스, 폴로 등을 비롯하여 미국 4대 

스포츠리그를 모두 석권하며 세계 모자시장 점유율 1 위를 

자랑하는 모자디자인 전문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790-4 다다센터

02 559 9000

www.dada.co.kr

삼성전자. 소프트웨어센터. Interaction Group.

서울 강남구 신사동 599-4

02 3416 0306

슈가큐브•대표•박기영.

서울 마포구 서교동 328-13 송암빌딩 4층

02 3141 9905

www.sugarcube.tv

유진로보틱스. 대표. 신경철.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257번지 성림빌딩 9층

02 2688 3860

www.yujinrobot.com

정독도서관.

서울 종로구 북촌길 19(화동 2번지)

02 2011 5799

www.jeongdok.or.kr

http://www.designdb.com/yellowpage/
http://www.212.co.kr
http://www.tangerin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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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ujinrobot.com
http://www.jeongd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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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 Pick & Pick" 쌈지스페이스 연례기획전

05.20 〜06.20
Posh-영국전통브랜드의 혁신

06. 20 〜07. 20• •
오노 요코 (YES YOKO ONO)전
06. 21 ~ 09. 14

전시

'Pick & Pick & Pick" 쌈지스페이스 연례기획전

장소、쌈지스페이스 갤러 리、、www.ssamziespace.com

PO 아!-영국전동브랜드의 혁신

장소、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www.designgallery.or.kr

오노 요코 （YES YOKO ONO）전

장소'、로뎅갤러리、www.rodingallery.org

미완의 내러티브、염성순•강미선 유현미、여성작가3인전 한국국제아트페어 2003
05. 16-06. 22 06. 25 〜06. 29

서도호 개인전

06. 28 〜09. 07

미완의 내러티브、염성순 강미선•유현미、여성작가 3인전

장소、일 민 미술관、www. i I m i n .org

2003 아시아디지털아트 대상 모집 2003년 디자인 비즈 테마공모전

07.03 〜07. 05 06.30 〜07. 05

601 Artbook Project 2003 공모전

07. 04 ~ 07. 11

한국국제아트 페어 2003

장소、COEX 인도양홀\www.kiaf .org

서도호 개인전

장소、아트선재센터\www. artsonje .org/new

포항시네마 ci 공모전 

05. 09-07.10
이탈리아자동차디자인전

06. 23 ~ 07. 12

서울캐릭터페어 2003
07.16 〜07. 20

뉴욕의 다국적 디자이너들

05.30 〜07. 20
O • •

제10회 한국청소년디자인전람회

07. 21 〜07. 23

이탈리아자동차디자인전

장소、코리아디자인센터、wvwv. designdb.com

뉴욕의 다국적 디자이너들

장소、성곡미술관 본관 1,2>\www.sungkokmuseum.com

서울캐릭터페어 2003

장소、코엑스 대서양흘、www.designdb.com

O • •

등대 100주년 기념 미술사진 공모전 

07.01 〜07.30• •
2003. 07

2003. 08

공모전

2003 아시아디지털아트 대상 모집

주최\ASIA 디 GITAL ART AWARDS\www.adaa.jp

2003년 디자인 비즈 테마공모전

주최、디자인비즈、www.urdesigner.com

601 Artbook Project 2003 공모전

주최、601 비상、www.601bisang.com

포항시네마。공모전

주최、（주）포항시네마、054 253 5002

제10회 한국청소년디자인전람회

주최、한국디자인진흥원\www.designdb.com

등대 100주년 기념 미술, 사진 공모전 

주최、해양수산부, （재）한국항로표지기술협\www.momaf.go.kr

ittp://www.designdb.com/calendar/
%25eb%25a6%25ac%25e3%2580%2581%25e3%2580%2581www.ssamziespace.com
http://www.designgallery.or.kr
%25e3%2580%2581%25eb%25a1%259c%25eb%258e%2585%25ea%25b0%25a4%25eb%259f%25ac%25eb%25a6%25ac%25e3%2580%2581www.rodingallery.org
http://www.kiaf
designdb.com
/www.sungkokmuseum.com
%25eb%258c%2580%25ec%2584%259c%25ec%2596%2591%25ed%259d%2598%25e3%2580%2581www.designdb.com
AWARDS/www.adaa.jp
%25ec%25a3%25bc%25ec%25b5%259c%25e3%2580%2581%25eb%2594%2594%25ec%259e%2590%25ec%259d%25b8%25eb%25b9%2584%25ec%25a6%2588%25e3%2580%2581www.urdesigner.com
%25eb%25b9%2584%25ec%2583%2581%25e3%2580%2581www.601bisang.com
%25ec%25a3%25bc%25ec%25b5%259c%25e3%2580%2581%25ed%2595%259c%25ea%25b5%25ad%25eb%2594%2594%25ec%259e%2590%25ec%259d%25b8%25ec%25a7%2584%25ed%259d%25a5%25ec%259b%2590/www.designdb.com
http://www.mom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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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디자인 속에 한국 디자인, 

한국 디자인 속에 나의 디자인

숲 속을 조용히 걷고 있을 때 누가 나를 보지도 않고 부르 

지도 않지만 그 때 내 안에서 나의 걸음을 이끌어가며, 나 

의 생각을 돕고, 나를 반성하게도 하며, 분노하게도 하며, 

나를 원망하게도 하는 가운데 몸 속에서 나를 보고 있는 진 

정한 나 를 만나게 된다. 그래서 인간은 혼자만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기회에 자신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자신이 원하던 길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었는지도 깨닫고 

자신의 형상을 보게 되고 정체성에 대하여 생각하게 된다.

시간은 모든 것을 파괴한다. 또는 '오늘은 어제 

의 오늘과는 다른 오늘이며 내일은 오늘과 다른 날이다 

라는 말이 뜻하는바와같이 디자이너는늘 새로운 오늘을 

위하여 미래를 내다보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다. 이러 

한 디자이너들에게 가파르게 변하는 사건의 시간 속에서 

바쁘게 살다 보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의 디자인 

이 시대성을 잃고 사건 속에 묻혀 '나' 를 잊고 지내게 되 

는것이 보통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스스로에 

게 기대하는 것이 있고, 성취하려는 목표가 있으므로 디자 

이너가 나의 디자인 정체성은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생각하게 된다면, 그에게 불안한 어떤 위기감이 

먼저 느껴올 것이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더 높은 곳으로 뛰어 오를 수 있는 위치에 人人루 와 있거 

나, 아니면 그것을 생각할 만한 정신적 지위와 경험, 지혜 

를 갈망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위치에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디자이너로서나, 디자인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나, 

나아가 기업의 경영자들 그리고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 

는 사람들이 먼저 갖추어야 할 덕목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 

명히 하는것이다. 이는자신의 정체성이 한국인의 정체성 

과 깊은 관계가 있는 위치에 와 있기 때문이다.

나의 디자인 속에 한국 디자인의 정체성이 있으며 한국의 

디자인 속에 나의 디자인 정체성이 있匚卜. 그러므로 내가나 

의 정체성에 대하여 관심이 생기는 것은 이미 그가 생각하 

고, 판단하며, 행동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적 자아(自我)' 

를 느끼고 있다는 증거이다. 책임적 자아의 관심은 옳음 

바rightness)과 참(the goodness)' 에 대한 관심이 

다. 내가 디자인해 온 것들, 가르쳐 온 것들, 경영자로서 디 

자인에 대하여 의사결정의 틀과 시각 그리고 정책들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 왔으며 그것은 옳았으며 참이었 

는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匚卜. 그렇다면 지금 나는 앞으로 

무엇을 생각해야 하며 ,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디자인 

하며, 가르치며, 경영하며 정책을 수행해 나아갈 것인지를 

진솔하게 생각하여야 할 때이다.

국민소득 '일만불 시대에서 찾아오는 선진 개발 

도상국가의 위기는 이만불 의 시대로순탄한항해를 할수 

있느냐하는것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일만불 까지도 

달하는데 필요했던 서구중심의 일방통행적 의식을 청산하 

지 않으면 이만불 시대로의 항해에 풍랑이 일 것이 분명 

하므로 새로운 인식과 의식으로 전환하여 야 하는데 이 의식 

이 바로 나-우리(The-TheWe)의정체성 의식이다.

이 정체성의 원류(源流)는 첫째, '나 - 우리 의 기질과 성 

향이 지닌 본성 문화인류학적 혈통(the「。。0에 대하여 올 

바른 인식과 자부심을 회복하는 것이며, 둘째, '나-우리 

의 역사와 문화의 전통과 정신적 지위를깨닫는것이며 , 셋 

째, '나- 우리 가 살아온 생활 세계의 방식과 규범을 존중 

하고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의 인간가치와 미적가치를 실천

감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혈통이 

같은 나 - 우리 의 관계를 연결하는 사회적 윤리의 고리 

를찾는 것이다. 나-우리 는 지난 세기 동안 우리를 괴롭 

혀온 누더기 같은 현대사에서 누적된 콤프렉스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서로 도와야 한다. 우리가 믿고 사용 

한 디자인 이론(theory), 우리가 나 자신도 모르게 젖어 

우리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관행(practice)들 

로부터 마음을 돌이켜야 한다.

이제 나는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수많은개체 나' , 나' , 나' …들이 우리로집합되어사 

회적 역량으로 통합된 의식의 흐름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 

러므로 개인(a person)' 은중요한의식의 출발점이다. 오 

늘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디자인에 대한 사회적 목표 역시 

건강한 디자이너, 디자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건강한 교 

수, 정책과 기업을 이끄는 건강한 경영자들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정신적 지위와 책임적 자아 의식은 새로운 미래를 이 

끌어 동북아의 중심시대를 주도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디자이너의 '값' 은 자신이 결정한다. '값' 을 위 

하여 비전을 넓히는 것도 자신의 몫이며, 디자이너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것도 자신의 몫이다. 그러므로 세계(as 

multi-domestic market)로부터 나 - 우리 에 의해 디 

자인된 모든제품의 값 역시 우리 자신이 결정하는것이며, 

이에대한노력도，나-우리의몫이다.

이제 정체성은 나 를 위해, 우리 의 국가를 위해 

그리고이만불시대의 새로운항해를위해 21 세기 생존의 관 

건이 되는 명제(命題)인 것이다. '■나의 디자인 속에 우리의 

디자인이 있으며, 우리의 디자인 속에 나의 디자인이 있匚卜. 

그리고 나의 문제 속에 우리의 문제가우리의 문제 속에 나의 

문제가 있다'는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정체성은 시작된다.

나는 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 이 될 수도 있고, 해결 

하는 존재의 근거일 수도 있다. 나는 결코 작은 존재가 아 

니며 이러한 우리의 문제 앞에 서서 인식하는 한 그는 큰 

자(A person)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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艮 •분성 . 디자인이 구매를유발하는결정적인 요인으로 대두되고있습니다. 이제 디자인e마켓에
디자인e마켓. 이란?

서 손쉽게 우수디자인（GD）, 디자인혁신상품을 비롯한 캐릭터,디자인서적, 디자인툴, 디자인소재 등과 관련되는 상품

|을 거래할수 있습니다. 

디자인e마켓은 운영자나 이용자 모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경 .제 •성 . 저렴한비용으로쇼핑몰을구축할수 있습니다. 디자인e마켓은기업의 전자상거래를지
전자상거 래를 할 수 있도록 상품관리 , 가게운영 , 마케팅서비

원하고 사이버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것으로 소요비용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스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신개념의 e마켓입니다. 디자인
항목 금액 비고

등록시 가맹점등록비 50,000원 KCP 에지불

e마켓에서는 제조, 판매와 관련 제반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보증보험가입비 120,000원 보증보험사에지불

운영시 카드결재 카드결재수수료 거래액의 3%（부가세별도） KCP에 지불

디자인 관련 아이템은 무엇이든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심사를

거래협찬료 거래액의 1%（부가세별도） KIDP 에지불

계좌이체 가상계좌이체수수료 건당200원（부가세별도） KCP 에지불

거쳐 판매할 수 있으며 특히 디자인 제안이나 아이디어 상품

거래협찬료 거래액의 1%（부가세별도） KIDP 에지불

도 판매할 수 있습니匚卜.

• 등록시 가맹점등록비는 KCP에 전자지불 가맹점으로 등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며 등록시 한 번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 KCP에서는 타 업체로부터 200,000원의 등록비를 받고 있으나, 디자인e마켓 입점 

업체에 한하여 50,000원으로 할인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신 • 뢰 • 성 . 한국디자인진흥원（KIDP）는오프라인에서뿐만 아니라 21 세기 정보화시대를 대비하여

디자인 전자상거래 분야를 중점 육성하고자 하며, 더욱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거래 시스템으로서 완성도를 높혀 나가겠 

습니다. 한국사이버페이먼트（KCP）는 '97년에 국내의 5개 카드사가 참여하여 설립한 전자지불 대행업체로 여타 PG사 

의 카드수수료보다 비용이 저렴하며, 신속한 업무처리로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효 율 岱 • KIDP가홍보•마케팅을지원해 드립니다. designdb.com은 회원이 16만에 이르며, 일

일 페이지뷰 또한 12만에 달합니다. 귀사 상품의 판촉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특정고객 군을 분류하여 타겟 마케팅을 수 

행할 수 있습니다. 귀사의 상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고객에 대한 이메일 발송과 홍보를 통하여 KIDP는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귀사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디자인e마켓은 운영이 자유롭습니다.

운 • 영 • 방 • 법 . 입점이 완료되면 귀사에서 상품등록, 배송 고객관리까지 직접 수행하게 되므로 일처리

가수월하며, 유통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신 . 청 Yh 벌 입점신청은 인터넷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designdb.com 디자인 e 마켓

회원가입（무료） 입점신청（무료）

丁 KCP전자지불

、 계약체결
상품등록 및 거래 

■

문의•담당、한국디자인진홍원 정보컨텐츠팀 김대운

email. mallmaster@kidp.or.kr\tel. 031 7802124\fax. 031 7802129
특 . 별 . 혜 • 택 . 귀사의 배너를 게재해 드립니다. 디자인e마켓에 입점 신청하는 업체에 한하여 디자인e
:마켓에서 100만원 상당의 배너광고（122x40 pixel, 10Kb이내）를 1 개월 동안무료로게재하여 드리겠습니다.

http://www.designdb.com/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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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의 고수라면 이미 알고 있다!

우리 말로 읽는 세계 여행서의 바이블 - 론리 플래닛

전세계 350명의 여행 전문가가 발로 뛰며 쓰고, 세계 여행자들에게 사랑받는 전설적인 여행

서 론리 플래닛을 이제 우리말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수지 애쉬워드 외 22명 지음/강彳

트래블 가이드〈유럽〉

20명의 여행 전문 작가가유럽 15개국을 발로 뛰며 쓴 유럽 여행서의 결정판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안도라, 벨기에, 그리스, 아일랜드, 리히텐 

슈타인,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스위스

여행 초보도! 한눈에 알 수 있는 실측 지도

여행 고수도! 놀라는 세계 각국의 여행 전문가들이 발로 쓴 정보

무전 여행자도! 노숙하는 방법부터 호스텔 정보까지!

특별한 여행을 꿈꾸는 사람도! 특급 호텔부터 프로포즈 추천 식당까지!

耳심 외 10명 옮김/한국어 초판/영어 6 판

대니 밸런트 지음/김현경 옮김/1

세계 주요 도시의 핵심만을 모은 베스트 시리즈

일주일 안에 뉴요커 되기 -〈베스트 뉴욕〉

뉴요커들을 짜증나게 하는 것 중 하나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길을 막는 관광객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지?〈베스트뉴욕〉은사업차, 또는즐기러 잠시 뉴욕을 방문한 당신이 관광객처럼 보 

이지 않도록 도와줄 것이다. 뉴욕에 가거든 뉴요커가 되자!

卽 초판/영어 2판

빠리지엥도 모르는 빠리이야기 -〈베스트 빠리〉

하루 혹은 일주일, 당신이 빠리에 머무르는 시간이 아무리 짧다 하더라도 베스트 빠리와 함께라 

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도시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 생 루이 섬의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유명 인사들의 단골 레스토랑까지 , 빠리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베스트 빠리.

롭 플린 지음/배진아 옮김/한국어 초판/영어 2판

런던 구석구석 뒤지기 - 베스트 런던〉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대영 박물관에서부터 세계의 시간이 시작되는 그 

리니치 왕립 천문대까지. 세계적인 도시 런던을 구석구석 뒤져보자.

스티브 팰런 지음/홍영표 옮김/한국어 초판/영어 2판

레이쳴 엔터니 지음/이상화 옮召

싱가포르 한 손에 꽉 잡기 -〈베스트 싱가포르〉

작은 땅 안에 볼 것, 먹을 것, 또 즐길 것이 넘쳐 나는 도시 국가 싱가포르 여기에서는 인도, 중 

국, 말레이시아, 아랍 세계의 한편을 10km 반경 내에서 경험할 수 있다. 지금까지 들어왔던 

싱가포르의 모든 것은 다 잊어 버리고 직접 탐험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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