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 회
데由민 W 선임디지인점림회
THE 33th KOREA INDUSTRIAL DE외GN EXHIBITION

산업 자 원 부 kidp한국산업디자인진둥원

주 최 : 산업자원부 주 관 :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KIDP) 기 간 : 1998년 5월 2일 〜 5월 11일 (10일간) 장 소 : 한국산업디자인진홍원 전시관 (http://www.kidp.or.kr)

' 4_ _ 一 - 一  — — 3必i，• --- — - '…点■&------ 一 J - - ——

http://www.kidp.or.kr


■contents
디자인 프■로그 4 대 한민국산업디 자인전 람회 에 즈음하여 丨 민철홍

핫이슈 6 제2차 ASEM 기념 'designit' 웹사이트 개통 丨 편집실

어울림 리포트 10 *98 한국디자이너대회 - “어울림” 1 편집실

11 디자인 선진화로 경제 르네상스 실현 - 어울림 경과보고 丨 노장우

12 디자인은 경영전략의 핵심 - 전경련 차기 회장 연설문 丨 김우중

13 경제위기 극복과 21세기를 대비하는 디자이너의 결의 선언

14 디자인 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一 대통령 연설문 | 김대중

16 어울림이란무엇인가?-어울림 좌담회 1 김향회

리뷰 22 제33회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 丨 편집실

28 국가 상징가로 환경 조성을 위 한 가로 시설물 디자인

- 대통령상 수상작 케이스 스터디 丨 장광집•이상호

32 환경디자인 아이덴티티 -대통령상 수상자 장광집 •이상호 인터뷰 丨 김향희

특집 34 디자인이 역사를 바꾼다 - 우리 나라 제품디자인 역사 | 기卦구성 노창호

36 주요 제품디자인 연표 丨 편집실

40 제품디자인 40년, 그 어제와 오늘! 丨 최중열

46 전환기의 디자인 | 김향희

53 히트상품, 효자상품- 대우전자, 삼성전자, LG전자 丨 정희연•진재한•노창호

65 세계를 휩쓰는 우리 중소기업의 우수디자인 제품 I 정희철

69 우수디자인, GD 상품들 丨 오승희

디자인 데스크 76 디자인 비즈니스 | 정리•강수정

82 디자인과의장법 1 황종환

84 수출로 IMF를 이 긴다 - 벨코전자（주） 丨 유관형

86 KIDP 지도상품 丨 편집실

포커스 인터뷰 92 책임 있는 디자인 - IDSA 회장 Craig Vogel 인터뷰 1 오승희

공인산업디자인전문회사 94 ISM Corporation | 유관형

해외 산업디자인 97 헝가리 디자인의 숨은 저력 丨 크리스티나라카토스

102 디자인 관련 해외 정기간행물 목차 丨 편집실

104 디자인학교의 세 계 최고봉 - 파슨스 디자인스쿨 | 이규민

디자인•디자이너 108 강한 상징성과 메시지 - 박금준 丨 편집실

연구논란 112 대중문화 사회의 지적 딜레마와 디자인 의미 고찰 丨 조재경•김미리

디자인 벤치 122 오타와의 전쟁 丨 윤대영

디자인 뉴스 124 디자인 동서남북

127 KIDP 소식

어

.
후

史
曲 
咖
迎
用게
 
區

畐
-
유
희
으

出
胆<버

普
 
史
笳 
须 

®
 

一
꽤
소
어
즈
오
«
느
，
싀
뵈

旦노
엇

殳 호
 K

LT⑥

砰동

舌 

_
0

如
xnW
M
.
I
흐
읏
•
드
 
二 

®
 

®
 

8
—8

 으
 
申
而 

E 어

』매

Klo.8
6  으

⑥
 _
亜<|0어

一幵
说
印

加

把

K1
印 
으

格

顧

前

划
印
価 

1

0

 

诵하

出
育
叶
于 ⑥
 
吁
如
-H

0J
K1

印 

祂
更피 •
 (
立・
」。으느
 

으
l
£

OFJ
**)
KJ
0JK

Lr홰
e
H

向 
祈
芻 ⑥

(
力저

刘)
树8g

L  
甫 S

 회
 K

LT&
R

否
궆

홰

瑞
T

加
兩
史기
 - 호
스
느
벼
 

LT&
 

亠
 g

 
如벼
매
너
-
요

禎
=니

、
01

颖어

优
oln

一
쁘

口 

_
0

和어
 

흐
너

印
印 =

6

小머
 

-
0
^
.
-
^
 

-이

颉
川충

利 꿔
 0

 
-
^
^
^
0
 

刖
萩
KJ매
으
점
 
-
K
 벼

3J8
6



□자。L 플尘

대毎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에 즈음하여

민 철홍 서울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C C년 전인 1966년 디자인 이란 외 
，래어를 공용어로 쓸 수없었던관 

O 乙 계로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 

란 명칭으로 개막한 오늘의 대한민국산업디자 

인전람회이하산디전)' 는 돌이켜 보면 그 연륜 만큼 

이나 영욕이 점철된 행사였다.

제3공화국 출범 후 저］1차 경제개발5개년계 

획' 기간중에 산업디자인의 인재양성, 개발과 

진흥, 나아가 수출에의 기여를 기치로 내걸고 

시작된 이 행사는 1966년 제1회 창립전 방명록 

에 미술 수출 이라는 휘호를 남긴 박정희 대 

통령의 여망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위한 직접적 

이고, 가시적인 성과는 미흡하였다고 할 수 밖 

에 없는 것이었다.

돌이켜 보면 당시의 산업디자인은 수출 뿐 

만이 아니라 내수용 제품생산에서 조차도 디자 

인이 실효를 거둘 수 없을 만큼 여건이 미비하 

였다. 특히 기업인의 몰이해와무관심, 이 밖에 

구조적인 몇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수출에의 

기여가 쉽지 않다는 것은 그 당시에도 이미 예 

견된 것이기도 하였다.

구조적인 괴리란 바로 경선을 통한 전람회 

(Competition)가 출품자의 능력과 디자인 철학을 작 

품을 통해 겨루는 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 래 

지향적인 가능성의 추구, 어떻게旧。晒' 라기 보 

다는 무엇을 왜®t&why)' 를 근간으로 하는 비 

전 제시 및 독창적인 능력과시 등을 통해 경쟁 

력을 높이려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었 

다. 이상의 요소들이 미흡하거나 현실에 집착 

하여 실현성만 생각하는 출품작은 낙선을 면치 

못하게 되어 있기때문이다. 이는 또한 디자인 

의 본질이 아름답게 하는 것 이라는 단순논리 

로 보는 시각에서는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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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호주 시드니의 랜드마크로 상징 

되는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나 파리의 '퐁피 

두 박물관 은 콤페를 통해 선정된 안인데도 어 

떻게 성공을 거두었는가? 그것은 바로 가공（赌） 

의 컨셉을 겨루는 경쟁이 아닌, 실제적인 자료 

와 지침에 의해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성격이 

엄연히 달랐던 것이다.

간혹 시각디자인이나 제품디자인의 경우 기 

존 메이커의 '브랜드 나 기종이 다루어졌다고 

하여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착 

각에 불과하다. 그것은 각사의 제품 기획이 마 

케팅 전략이나 디자인 전략, 광고 전략, 첨단기 

술 개발능력 등을 전제로 하고, 또한 산업기밀 

에 속하는 사항이라 출시될 때까지 공개를 안 

하는 것이 상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미 존재 

하는^것에 대한 번안에 불과하여 의미가 없 

는 것이 되고마는 것이다.

최근 들어 산디전 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 

는 디자이너들이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기 시작 

하였으며, 한편으로는 등용문'으로서의 역할 

만으로도 그 의의를 자못 큰 것으로 이해하기 

시작하여 다행이란 생각이 든다.

돌이켜보면 초기에는 기성전문인이 많지 않 

은 관계로 출품자의 대다수가 대학 재학생이었 

다. 그러나요즘은그수준이 향상되어 기업 디 

자인실의 중견그룹이 아니면 입선도어려울 만 

큼 디자이너의 저변 확대와 질적 향상을 이룩 

하게 되었다. 초창기의 행사에서부터 참여하 

여 각고 끝에 '추천작가 가 된 디자이너들이 , 

거의 학계와 기업 디자인계의 중추를 형성하고 

오늘에 이른 것은 이 행사가 갖는 매우 긍정적 

인 면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금년 

도의 출품작도 예선과 본선을 분리하여 시행하 

는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881점이나 응모된 

것으로 보아 그 열기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하 

겠다.

그러면, 한 행사로 앞에서 거론한두 가지 특 

성을 만족시킬 방안은 없는 것인가? 과연 '일 

석이조 는불가능한 것인가? 역시 이질적인 행 

사를 동시에 해결하기란 어려울뿐더러 병행분 

리도 혼선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여러 방법 중 분리시 

행을 시도하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즉 기존행 

사는 그대로 의의를 살려 존속시키면서, 또 하 

나의 전문가0。碗。血）집단을 대상으로 현실에 

입각한 테마전 을 개최하는 방안이다. 정부차 

원의 특성화 부문을 우선 대상으로 할 수도 있 

고, 전문영역협회） 단위의 신청을 받아 운영위원 

회에서 예의 검토하여 주제를 선택하되, 경우 

에 따라서는 복수주제도 가능할 것이다.

이때에 전제가 되는 것은 실효성 있는 결과 

로의 접근을 위한 자료제공과, 가능성의 예측 

을 위한 시설이나 개발능력 등을 공개하지 않 

으면 안 된다는 조건이다. 판정을 위한 심사는 

전문디자인계 인사를 비롯하여 관련분야의 개 

발 및 마케팅 인사도 동참함이 마땅할 것이다. 

시상제도나, 디자이너의 지적소유권 문제 둥 

은 사전에 충분한 검증절차를 거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디전이 이러한 방향으로 현실화될 경우 

얻어지는 성과는 높은 자질을 갖춘 기성학계 

및 디자인계 인사들에게는 관심과 참여를 불러 

일으킬 수 있으며, 젊고 의욕적인 디자이너들 

에게는또 다른 기회의 장이 마련될 것이다. 특 

히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에도활기를불어넣 

을수 있을것이다.

행사 주체는 행사 성격을 감안하여 현재의 

주관부처 인 한국산업 디자인진흥원과 전문디 

자인법 인단체가 분담 시 행하는 것 또한 검토해 

볼만하다.

끝으로 현재의 등용문'성격의 행사에서도 

기 업 인의 올바른 디자인관과 의욕만 있다면 충 

분히 디자인 개혁이나, 개발에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안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성급한 단견으로 자사의 제품계획과 직접 부합 

되는 작품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자사의 제품 

기획에서부터 동참시키고, 실질적인 디자인개 

발에도 참여시킬만한 능력의 소유자를 작품을 

통하여 선택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이 행사가 

갖는 의의는 더 더욱 빛날 것이며, 직접 수출역 

군으로 활약하게 할수도 있는 것이다. kidp

디자인 프롤로그 industrial design/may»june/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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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 제2차 ASEM 기념 'designif 웹사이트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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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가 당면한 문제, 디자인으로 해결하자

右m 재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디자인을 통해 해결하자는 김대중 대통령 

언 과 토니 블레어（TonyB* 영국 총리의 공동 서한이 인터넷에 게재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보내는 형식으로 되어있는 이 서한 

은 영국에서 열린 제2차 ASEM 회의 기념으로 개통된 디자인 챌린지xgn 
Challenge），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실려있다（http://www.designit.org）

김대중 대통령과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의 사진과 함께 실린 이 서한은 경 

제발전에 따른 사회구조의 고도화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부딪치게 되는 환 

경문제, 삶의 질 문제를 디자인을 통해 해결하자는 것으로 앞으로 인류생활 

에서 디자인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지 전세계에 알릴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또한 이번 제2차 ASEM 회의에서는 이색적인 전시회가 함께 기획되어 

세계 각국 정상들의 눈길을 끌었다. 전시회명은 Powerhouse : UK' • 영 

국이 창의력 높은 디자인과 신기술의 발전소（M-house）이며, 창조력의 중심지 

임을 천명하는 의미의 명칭이다. 한 때 전세계의 생산공장이었던 영국. 이제 

는 디자인공장으로 바꾸자는 토니 블레어 총리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지난 4월 2일부터 15일까지 Horse Guards Parade에서 개최되었으며 

이와 함께 4월 3일 런던의 Powerhouse 전시장과 서울（한국, 베를린독일）, 도 

야마（일온）에서 'Design Challenge' 인터넷 웹사이트 개통식 및 화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행사에는 한국 이회호 여사, 영국 쉐리 블레어 총리 부인, 독 

일 콜 총리 부인, 일본 하시모토 총리 부인 등 4개국 영부인과 4개국에서 선 

발된 디자인 전공학생 각 2명씩이 참가하여 간단하게 화상을 통해 인사를 나 

누었으며, 영국 총리 부인이 4개국에서 선발된 학생들과 각 나라에서 당면 

하고 있는 디자인 분야의 새로운 과제와 시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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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esignit.org%25ef%25bc%2589


김대중 대한민국 대통령 토니 블레어 영국 수상

친애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쟁을 하는 오늘날, 세 

계를 둘러보면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파트너와 함께 공동으로 작업 

해 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바로 그 답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창 

의적인 새로운 아이디어와 그것을 통찰하는 열정을 가진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특별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이 대한민국과 영국이 ASEM（아시아 유럽 정상회의）의 

지원으로 구축한 이 웹사이트에 여러분을 초대하는 이유입니다. 이 

사이트는 우리가 함께 직면한 디자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 

른 국가에서 파트너를 구하도록 지원할 것이며 , 여러분의 아이디어 

를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제안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이 계획에 동참함으로써 여러분은 각자서로의 문화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게 되고 좋은 디자인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 그리고 다음 세기에 인터넷이 창조하는 국제적인 공동 작업공 

간에 대하여 좀 더 많은 것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혁신적인 공동작업의 결과는 2000년도에 서울에서 열리는 다 

음 ASEM 회의에서 주요한안건으로다루어 질 것입니다.

여러분을 서울에서 만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Dear Friends,

When you look around the world today at the challenges we all 

face to improve our quality of life, you quickly realise that the way 

forward is to work in partnership to find the answers. We believe 

that young people all over the world, working together on creative 

new ideas and with the enthusiasm to see them through, have a 

special contribution to make towards the well-being of us all.

Thats why the United Kingdom and Korea are inviting you to 

participate in this website which we have set up under the 

umbrella of ASEM, the meeting of Asian and E니ropean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The site will help you to find partners in 

other countries to solve the design challenges we face together 

and give you practical suggestions for how to develop your ideas. 

By participating in this scheme you will find out more about each 

other's cultures, about how good design can solve problems and 

about working in the kind of international shared workspace 

which the Internet is creating for work in the next century.

The most innovative collaborations will feature at the next ASEM 

conference in Seoul in 2000. We hope to see you there.

김대중 

대한민국 대통령

Tony Blair 
Prime Minister of the United Kingdom

제2차 ASEM」기념 'designit' 웹사이트 개능 industrial design/may*june/1998



개설 취지

이 웹사이트는 ASEM 참가국의 젊은이들이 신기술을 이용하여 

일상생활의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하는데 

그 개설 목적이 있다. 예를 들어 교통시스템의 개설, 주택건설의 

질적 향상, 어린이 놀이터의 개선 등 일상생활에서 매일 접하는 

사안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장으로 

이 웹사이트를 이용하게 할 예정이다. 그 첫 단계로 교육과정에 

서 재학 중인 16〜 19세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차차 고 

등교육의 전과정에 있는 젊은이들로까지 그 범위를 넓혀나갈 것 

이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의 서한이 실린 이 웹사이트의 개통으로 인 

류의 공통현안을 해결하려는 한국의 노력을 전세계의 젊은이들 

에게 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한국의 이미지 개선에도 큰 도움 

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서 

우리의 신세대 디자이너들이 세계의 디자이너들과 공동작업을 

통해 인류의 풍요로운 생활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 

를 진행하면서 우리 나라의 디자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기회가 될것이다.

이 '디자인 챌린지 를 통한 공동작업의 혁신적 결과물은 앞으로 

2000년 서울에서 열리는 제3차 ASEM 회의에서 전시될 예정 

이다.

ASEM 회원국의 디자인잇작업

디자인잇(desist)은 才|세기를 위한 디자인 주제를 조사하는 프로 

젝트로 ASEM 회원국의 학생들이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미래의 교통수단, 정보와 커뮤니케이 

션, 재활용과 재사용, 공동체를 위한 공간, 패션과 정체성, 신소 

재' 등의 주제로 진행된다.

주제와 과제 선정

Choosing a theme and a challenge
'디자인잇〜g* 에 참여하기 위해 우선 여러분은 프로젝트에 

대한 주제를 찾아야 합니匚卜. 그 주제는 미래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될 문제점과 연관되는 것으로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각 주제는 세 가지의 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이 미래에 대해 생각하여 선택한 프로젝트에 대한 토대가 

됩니다. 이 세 가지 과제 중 두 가지는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대 

하여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나머지 세 번째는 여러분 

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음의 주제와 과제를 보고 당신 그룹이 관심 있어 하는 하나를 

고르십시오. 그리고 다음 단계로 이동하십시오.

주제 : 미래의 교통수단,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재활용과 재사 

용, 공동체를 위한 공간, 패션과 정체성, 신소재

도움이 필요하면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designit

Windows on the World

Central Bureau

10 Spring Gardens

London SW1A2BN

E-mail: wotw@centralbureau.org.uk

디자인잇0哂卅은 asem 국가들을 위해 어떠한 일을 수행하는가?

How does designit work for ASEM countries?
디자인잇(desigrM은 才| 세기를 위한 디자인 주제를 조사하는 프로 

젝트에서 ASEM 회원국의 학생들이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도 

록 합니다. ASEM 회원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럽 : 프랑스, 독일, 이태리, 네덜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핀란 

드, 스웨덴, 덴마크,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룩셈 

부르크, 그리스

아시아 : 브루나이,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 

핀, 대한민국, 싱가폴, 태국, 베트남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의 학교나 단체가 

베트남, 독일 또는 영국에 있고 지역적 환경이나 디자인에 匚MH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놀이동산을 디자인하기 

로 프로젝트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얼마나 어린 

어린이들이 놀 것인가, 기어올라가는 기구들을 얼마나 안전하게 

지을 것인가, 당신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또한 어 

떠한 소재로 어떠한 색상을 고를 것인가 등에 관한 지역적 전문 

가들의 도움을 받을 기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지역적인 전문가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나라에서 당신과 비슷한 

8___________ _ 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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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젊은이들의 경험과 창조성 또한 참고하여 

그릴 수 있게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다른 놀이동산의 디자인 

이 나올 수 있을까요?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What do I do now?

만약 창조적인 공동작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디자인 

잇에 등록할 준비가 되어있다면 먼저 주제와 과제를 읽어보고, 

작업하고 싶은 과제를 정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파트너를 찾고 어떻게 같이 작업해 나갈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이 방식으로 학생들은 세계 각국에 있는 많은 디자인 과제에 대 

해 더 많은 부분을 습득하게 되고, 좋은 디자인이 어떻게 이들 

문제를 해결하는가를 이해하게 되며 파트너 국가의 문화에 대해 

알지 못했던 많은 부분을 알게 됨과 동시에 학생들이 졸업할 즈 

음에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로 작업하기 위해 스스로 준비 

할것입니다

ASEM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디자인잇작업

How does designit work for countries not in ASEM?
다른 국가에서 이 사이트를 방문했고, 여기의 아이디어가 마음 

에 든다면, 스스로의 디자인 프로젝트에서 같이 작업할 파트너 

를 세계로 열린 창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공동의 작업공간 운영

Operating in a shared workspace
작업공간을 공유하는 것은 세계를 보다 작은 장소로 만드는 기 

술입니다. 이 '디자인잇 프로젝트는 세계 다른 나라의 학교나 

단체의 젊은 디자이너들이 미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디자인 

챌린지를 통해 이를 풀고 해결할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함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개의 생각이 하나보다 낫다

Two minds are better than one

두 명의 사람이 함께 작업에 참여하는 것은 두 배의 기술과 아이 

디어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두 명의 사람이 각기 

다른 문화에 속해 있다면 그 두 사람은 다른 종류의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전세계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디 

자인적 해결 방법을 찾을 때 이것은 아이디어를 더 풍요롭게 하 

도록 도와주고 상대적으로 많은 문화와 단체에서 참여하도록 만 

들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Sounding Board로 활용하라

Using others as a sounding board

자신의 생각을 끄집어내어 이런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하는 데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나라의 디자인 파트너와 공동작 

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들은 매우 다른 관점과 새로운 가능성을 

당신에게 제시해 주어 당신의 아이디어를 새롭고 흥미있는 방식 

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도와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양하게 훈련된 팀

M 비 tidiscipHnary teams

당신 팀의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어떤 특정한 분 

야에서 뛰어나다면 이것은 그 장점을 활용하여 당신의 팀에 도 

움을 주는데 중요합니다. 그것은 또한 서로서로 그것을 배워 각 

각의 사람이 새로운 기술과 전문적 지식을 개발하는 데에도 매 

우 중요합니다.

'디자인잇(designit)，공동 프로젝트는 나라의 경계를 뛰어넘는 디자 

인 챌린지의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디자인잇 웹사이트는 또 

한 일련의 주제를 가지고 작업하는 공동의 장을 제공하고 프로젝 

트를 진행할 때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주어 도움을 줄 것입니다.

게시판

Noticeboard
이 부분은 '디자인잇"sigW 웹사이트에서 당신의 아이디어를 

이 웹사이트에 참여하는 전세계의 디자이너와 함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4개의 게시판을 클릭하면 세계의 

누구이든 간에 공동 작업의 새로운 테크놀러지를 효율적으로 활 

용하고, 당신이 배웠던 강의 등을 공유할 수도 있고 당신의 성과 

들에 대해 등록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잇(desig所)，웹사이트는 곧 당신의 작품을 게시할 갤러리 

공간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들 중에서 잘된 프로젝 

트들은 2000년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ASEM 회의에서 전시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ki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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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한국디자이너대회 - “어울림”

겨 제위기 극복을 위해 수출을 늘려야 한다는 소리가 높은 가운데 

^3 디자인을 통해 경제를 살리기 위한'98 한국디자이너대회 - “어 

울림” 행사가개최되어 국내 디자이너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산업 디자인진흥원과 한국디자인 법인단체 총연합회 주최로 지 

난 4월 21일(화) 오후 6시 한국종합전시장(KOEX) 국제회의장에서 

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디자인 혁명, 수출 2배, 경제 르네상스 라는 

주제로 김대중 대통령과 디자이너 700여 명을 비롯, 정부, 문화계, 교 

육계, 업계, 언론계 인사등모두 1천여 명이 참석하여 디자인을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IMF 경제위기 극복 결의를 다졌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은 “21세기는 문화와 경제가 하나가 되는 문화 

경제의 시대가 될 것이며 두뇌강국이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디 

자인 산업은 이 같은 시대적 요구를 가장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핵심 

적문화산업이다. 향후 디자인정책을대폭 강화할 것이다'라며우리 

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정부차원에서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 

했다.

현 경제위기 상황에서 비교적 적은 투자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디자인이 국제경쟁력 향상과 국가 이미지 제고에 가장 효과적인 전략 

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때 대통령의 이와 같은 연설은 우리 나라 디자 

인산업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보인다.

또한 디자이너들도 '경제위기 극복과 21세기를 대비하는 디자이너 

의 결의 선언 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에 디자이너들이 적극동참하겠다 

는 의지를 표명 했다.

한편,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 디자인계는 우리 나라에서 열릴 대규 

모 국제 디자인행사인 2000년 세계그래픽디자인대회(icograda)와 

2001년 세계디자인총회(ICSID)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디자 

이너들의 역량 결집에도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두 국제행사 

는 21세기에 한국이 디자인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결정적인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98 한국디자이너대회 행사명에 같이 붙어있는 어울림 은 2000년 

세계그래픽디자인대회(icograda)와 2001년 세계디자인총회(ICSID) 
의 주제이기도 하다. 어울림 은 우주의 음양원리를 바탕으로 동양과 

서양, 인간과 자연, 기술과 정신, 남과 여 빈과 부 남과 북 등 모든 대

립적 요소들을 하나로 어우르는, 그래서 새롭게 완전한 하나를 만드는 

우리 고유의 사상으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세계디자인계의 비전 

과 디자인 이념으로 제안될 것이다.kH?

상 I'98 한국디자이너대회 "어울림” 

하 I 리셉션

씌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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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림 경과보고

디자인 선진화로경제 르네상스실현

조 경하는김대중 대통령님을 모시고 뜻깊은'98 한국디자이너 대회 

亡 “어울림”의 경과보고를드리게 된 것을매우영광스럽게 생각하 

며,참가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깊은감사를드립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나라디자인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다모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나라가지금 겪고 있는 경제위기를 디자인의 힘으로 극복하 

고 동시에 21세기 국가발전의 비전을 디자인으로 준비하는 결의를 다 

지기 위한 것이며, 그러한 뜻이 한데 모아져 오늘 한국디자이너대회를 

개최 하게 되 었음을 보고 드립니 다.

지난해 우리 나라가유치한 2000년 icograda 세계그래픽디자인대 

회와 2001년 ICSID 세계디자인총회는 우리들의 이러한 결의가 실현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므로 우리 디자인계는 모두 힘을 합쳐 부 

여된 사명을다할것임을약속드리며, 고간의 유치경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 고자 합니 다.

지난해 1월 , 당시 통상산업 부와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 한국산업디자 

이너협회 , 한국텍스타일디자인협회, 삼성전자, 엘지전자, 현대 자동차 

등 ICSID 회원 단체 및 기업이 공동으로 ICSID 2001 유치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유치위원회는 서유럼과 아시아, 미주, 동구권 등세계 각회원국들에게 

우리 나리가세계디자인총회를 주관하고자 하는 뜻을 전달하고 새로운 

세기, 우리가 추구해야 할 디자인 이념을 어울림，으로 정하여, 이를 우 

리 고유언어로 제시하면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997년 8월 ,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된 ICSID총회에 

서 강력한 유치 경쟁국이었던 브라질을 압도적인 표차로 누르고 세계디 

자인 총회를 유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해 10월에는우루과이 푼타델 에스테에서 열린 icograda세계그래 

픽디자인대회에서 20세기를 마감하는 특별대회를 2000년도에 갖도 

록 하고, 그 개최 국을 한국으로 결정짓는 쾌거 를 거 두었습니 다.

이로써 우리는 한세기를 정리하며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역사적 전환 

점에서 세계디자인계의 관심을서울에 집중시키며, 미래 디자인의 비전 

을 열 어가는 중차대한 임 무를 부여 받았습니 다.

앞으로 준비하는 2〜3년 동안, 우리는 우리의 디자인을 혁신하고 또 혁 

신하여 국가경쟁력을 배가시키는것은 물론 지구촌인류의 문제를 슬기 

롬게 풀어가는 국가, 능력있고 신뢰받을 수 있는 국가로 한국의 이미지 

를 심어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디자인계는'98 한국디자이너대회의 결속을 통하여 

디자인을 통한우리 나라경제 • 문화의 발전과 디자인 선진화로 경제 르 

네상스실현에 앞장설 것을다짐하면서,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1998.4.21
한국산업 디자인진흥원 원장 노장우

어울림 경과보고 - 노장우 KIDP 원장

어을림 리포트 industrial design/may• june/1998



전경련 차기 회장 연설문

디자인은경영전략의 핵심

조 경하는김대중 대통령님을모시고 경제 위기 극복과디자인 선진 

亡 국실현을 다짐하는뜻깊은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기업경영은 디자인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 

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볼펜 하나에서부터 대규모로 진행되는도시개 

발사업에 이르기까지 디자인 영역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역할도단 

지 보기 좋은제품을만드는것에 국한되지 않고, 제품의 기획에서 기능 

과 구조를 혁신시키는 일은 물론 심지어는 영상분야까지도 디자이너의 

몫으로 부과되 고 있습니 다.

특히 소비자들의 취향이 하루가 다로게 변하는 요즘, 디자인의 차이가 

소비자의 상품구매에 중요한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소비 

자의 개성과 기호까지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섬유, 전자,자동차 

등 생활용품에 있어서는 디자인적 요소가 상품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 

요한 척도가되어 있어 마케팅에서의 디자인의 비중은 점점 커져가고 있 

습니다.

저 역시 기업활동을 하면서 디자인의 중요성을 절감해 왔습니다. 섬유 

수출을 처음 시작할 당시 , 같은 느력을 기 울이고도 스타일이나 색상이 

뒤져 제 값을 못 받는 안티까움도 경험했고, 30년이 지나자동차를가지 

고 세계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현재에도 디자인 만큼은 제가 직접 

의사결정을 할 정도로 중요한 전략적 요소가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감각과 취향에 맞으면서도 우리만의 고유한 아이덴티티가 깃든 디자인 

이 아니고서는 국제시장에서 성공할 수가없습니다.

특히 IMF위기상황을 하루속히 벗어나야 하는 기업인의 입장에서는 수 

출증대 를 통해 무역 수지 를 획 기 적 으로 개선 하는 일 이 시 급합니 다. 그러 

기 위해서는 품질과생산성 등전통적인 경쟁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창의 

성과 디자인 같은 신 부가가치의 경쟁력으로 무장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기업에게 주어진 중요한과제입니다.

오랫동안 국제시장을 보면서 수출산업에 종사해 온 저의 경험에 비춰볼 

때 우리의 독창적인 창의력과예술적 우수성은세계 어디에 내놔도손색 

이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예술적 저력에 대한자부와믿음의 기초위에 

세심한 정성과 철저한 장인정신이 더해진다면 우리의 수출상품은 세계 

적인 경쟁력을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기업에서는 디자인에 대한관심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것입니다• 디자인을 경영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함은 물론전문 

디자이너의 육성에도 적극적인 힘을 쏟아 디자인 연구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재 전경련에서는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를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디자인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2000년 세계그래픽디자인대회와 2(X)1 년 세계디자인총회를 계기로 

국내 디자인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것입니다.

80년대초 영국의 대처 수상이 오랜 경제침체를 벗어나고자강력한 디자 

인 진흥책을 펼침으로써 오늘날 영국경제 재건의 기초를 다졌던 사실을 

상기할 때 오늘 대통령님께서 직접 자리하신 이 행사의 의미를 더욱 2 
게 느기게 됩니다.

어울림이라는 본대회의 슬로건처럼 오늘이 대회가 현재의 경제위기 

를 극복하는 국가적 어울림, 새로운세기의 비전을제시하는어울림으로 

승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1998.4.21
전경련 차기 회장 김우중

경제계 디자인 실천의지 발표 - 김우중 전경련 차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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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의 결의 선언

디자인 문화의 새로운지평을 열자

O 리는지금어디에 서있는가.

—T세계의 정치,세계의 경제,세계의 문화가요동치고있다.

우리는 흔들리는 세기말에 , 동시에 새로운 천년이 열리는 역사를 맞고 

있다

이제 한국의 어울림 디자인시대가오고 있는것이다.

자연과인간, 물질과정신,나와네가어 울린다.

동과서가만나고, 남과북이 어울린다.

20세기를마감하는2000년,그리고새로운천년의 시작인 2001년에,

동방의 등불 한국에서 우리는

세계가하나로어 울리는 어울림 축제'를 볼것이다.

세계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여, 마침내 이곳 한국에서 어우러진 

다.

선조들이 물려준5천년 문화가디자인의 어울림으로

분수처 럼 솟아난다.

가늘고 굵음, 가볍고 무거움, 곡선과 직선 , 길고 짧고 높고 낮음, 밝음과 

어두움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 여럿에서 하나가되고 다시 새로운 디자인 

으로 태어난다.

오직 창조의 새로운 디자인이 세상을 어우르는시대 .

21세기는,디자인이 만든다.

우리 디자이너들은 보다높은 곳에서 보다멀리 바라보며 세계가 감동하

는디자인을창조하려 한다.

문화발전에 신바람을 불어넣고 새로운 디자인으로 우리가 창조한 우리 

만의 아름다운 문화이미지와 디자인 국가를 만들자.

무궁무진한 창조력의 보고, 디자인은 고부가가치의 생동하는 아이디어 

로 21세기 우리 경제의 비전을 제시할 것이다. 창조적이고 도전적이며 

충만한 의기와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디자인을 통해 신시장을 개척하고 

고용을 창출할 것이다. 또한 우리 경제에 생기를 불어넣어 IMF 체제를 

졸업하는데 기여할것이다.

한국의 디자인을 통해 문화가산업을 이끌고산업이 문화와어울어져 우 

리의 디자인이 세계 일류가된다.

디자인으로 우리의 문화를 창조하고 삶의 질을 윤택케 하여 인간을 이롬 

게 하는것이 우리의 맡은일이다.

세계 모든사람들의 삶에 한국의 디자인이 비전을 제시하고 나아가 감동 

을 주리라확신하며, 디자인 선진국가를 향해 우리 모두 창의와 열성을 

다하여 어울림으로힘차게 나아가자!

1998.4. 21
한국디자이너 일동

좌 I 디자인 관련단체 회장 소개-좌로부터 이승근 KADFA회장, 김광현 VIDAK 회장, 김명석 

KSDS 회장, 김태종 KPDA회장, 정경연 KTDA 회장, 김철호 KAID회장

우 | 디자이너의 결의 선언 - 권명광 디자인법인단체총연합회 회장, 이은경 대상그룹 디자이너

어울림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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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봉령연설문

디자인 혁신을 통한국가경쟁력 강화

玄］ 애하는디자이너여러분,

V 그리고디자인관계자여러분!

오늘, 디자인 산업의 새로운 발전전락〈發展戰略）을모색하는'98 한국디 

자이너대회에 참석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창의적（創 

意的）인 새로운 아이디어로 문화산업区化産業）을 일으키고자 노력하 

는여러분을 대하니 우리의 밝은내일을 보는것 같아 든든하기 그지 없 

습니다. 그동안여러 가지 어려운여건에서도디자인 산업（産業）의 발전 

을위해 애써 오신 디자이너 여러분과관계자들의 노고（勞苦）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디자이너 여러분!

다가오는 21세기는 문화와 경제가 하나가 되는 문화경제（文化經濟） 

의 시대가될 것이며, 두뇌강국（頭腦强國）이 세계를지배하게 될 것입 

니다.

세계 각국은 저마다 자국（ 自 國 ）의 부（富）를 늘리기 위해 국가경쟁력 

을최고도로 강화시키고 있으며, 지식집약형 고부가가치 산업（高附加 

價値 産業）에 인적, 물적 투자를집중하고있습니다. 수출확대를 통해 

경제를 회생（回生）시켜야 하는 우리는, 이와 같은 세계적 조류（潮流） 

에 하루 빨리 부응해 나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우리 상품에 우리의 문화와 창의적（創意 

的） 아이디어를 접목（接木）시킨다면 높은 부가가치（附加價値）가창 

출（創出）될 것이며 세계시장에서도경쟁력을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디자인 산업은 이같은시대적 요구를가장 충실히 반영하 

고있는핵심적 문화산업（文化産業）입니다.

우리는 디자인을바꾸니 수출의 길이 보인다는수출일선（輸出一線） 

의 목소리에 귀를기울여야합니다• 디자인은제2의 기술개발이요,디자 

인 산업은 고부가가치（高附加價値）를 생산하는 굴뚝없는 공장인 것 

입니다.

그러나 이런 디자인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디자인 산업은선진 

국은 물론 후발（後發）개발도상국보다도 뒤처져 있습니다. 세계 최고 품 

질의 의류（衣類）를 수출하면서도 세계적인 유명 브랜드 하나도 갖고 

있지 못한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상품 대부분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직도 규격화 

된 공업주의적 발상（工業主義的 發想）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디자인 

개발을 등한시（等閒視）하는데 큰원인이 있다고생각합니다.

디자인산업 관계자여 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힘을 합쳐 디자인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 

다 디자인의 혁신（革新）을 통해 우리 상품의 경쟁력을 한층키우고기 

업과 국가전체의 이미지를 한차원 높여야 합니다.

디자인 산업은 적은 비용으로 짧은 기간에 성과를 거 둘 수 있는 가장 효 

과적인 투자분야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분야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우수한인적 자원과문화적 저력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5천년 역사를 

통해 독창적이고 훌륭한전통문화를 발전시켜 왔으며, 그 속에서 탁월한 

예술적 감각（感覺）과과학적 심성（心，性）을길러 왔습니다.

저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었던 조선시대의 전통 식탁보를 보고 우 

리 조상들의 탁월한디자인 감각을실감（實感）한적이 있습니다. 우리 

의 평범한 할머니들이 만든 이 전통 식탁보를 본 외국인들은 한결같이 

한국인들의 독창성（獨創性）에 감탄을 금치 못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상품을 통해서도 한국이 문화적 • 경제적 저력（底力 ）을 갖춘 나라라는 

이미지를 세계에 널리 알려야 할것입니다.

새 정부는디자인 산업의 중요성을무엇보다절감하면서 관련 정책의 입 

안C立案）과 시행（施行）에 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이미 출범（出帆과동시에 디자인 산업의 육성을 100대 국정과제의 하

'98 한국디자이너대회-“어울림”



나로선정한바 있습니다. 이를구체화하기 위해 정부는지금「산업디자 

인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디자인 산업 육성대책 

을적극추진 해 나갈것입니다.

우선 디자인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디자인 정보체제사靑 

報體制）를 구축하고, 우수한 디자인 인력（人力）을。＜3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디자인 전문회사의 창업（創業）을 활성화 

하고, 기업이 디자인 발전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 

할것입니다.

저는지난런던 ASEM회의에서 영국의 블레어 총리와함께 디자인 국 

제 공동연구를 위해 디자인 챌린지 （Design Challenge）' 라는 인터넷 

웸사이 트를 개 설 （ 開 設）하였 습니 다. 앞으로 정 부는 이 러 한 국제 협 력 을 

강화하여 세계인과 함께 호흡하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디자인 업계 여러 

분에게 꾸준히 제공할것입니다.

친애하는디자이너 여러분!

여러분은21세기 우리 경제의 첨병（尖兵）입니다.

우리 나라가세계 일류의 디자인 개발국가가될 때,우리도선진국（先進 

國 ）이 될 수 있습니다.

디자이너 여러분의 창조적 노력이야말로 우리 경제를 발전시키고, 나아 

가 우리의 문화와 국가의 위상（位相）을 높이는 희망이라는 점을 강조 

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어깨에 우리의 미래가걸려있다는것을명심하 

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충심으로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연설

1998.4.21 
대통령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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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림 좌담회

어울림이란 무엇인가?
어우다: （옛）어우르다.

어우러지다 : （둘또는 여럿이 모여서） 한 덩어리나 한판을 이 

루게 되다. （작）아우러지다

어우렁더우렁: 여러 사람 속에서 함께 어울려 지내는 모양 

어우르다（어울러, 어올러서）: （둘또는여럿을모아서） 한덩 

어리나 한판이 되게 하다.

어울다: （옛）어우르다.

어울리다: （어우르다의 피동） 어우르게 되다, 서로조화가잘 

이루어져 자연스럽게 되다. （준）얼리다. （작）아울리다.

어울림: 조화（調和）

조화（丽）: 대립이나 어긋남이 없이 서로잘어울림, 균형이 

잘 잡힘.

김향희 KIDP 출판사업팀기자

---어사전에 나온 사전적인 의미가 아 
'二「卜니더라도 어울림이 주는 어감은 예 

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민족의 '함 

께 하는 문화' 를 잘 나타내고 있는 단어가 아닐 

까! 특히 음과 양, 동과 서, 빈과 부 전체와 개 

인, 자연과 인간, 정신과 물질 등 상호 배반적 

개념의 조화된 상태를 일컫는 태극사상에서 유 

래한 이 어울림의 미학은, 지난해 유치가 결정 

된 2000 icograda 대회 및 2001 ICSID 총회의 

주제로 사용되면서 이제 세계디자인의 중심 키 

워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디자인 관련 대회라고 해서 디자인 

분야에만 국한된 논리 전개가 이루어진다면?

이에 세계어울림 디자인총회사무국은 어울 

림 주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문화 

적, 사상적, 학문적인 논리 전개를위해 디자인 

및 미학분야와 문화, 언론, 과학기술분야의 명 

망있는 인사를 모시고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격의없이 다양하게 의견을 나누어 볼 수 있는 

어울림의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3월 25일（수） 오후 3시, '미래사회와 

어울림 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어울림 좌담 

회 가 바로 그것.

한국디자인학회 회장인 한국과학기술원 김 

명석 교수의 사회로 KIDP 대회의실에서 진행 

된 이날 좌담회는 김문환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장, 윤호미 조선읠보부국장, 이상희 국회의원, 

최정호 연세대 교수, 오근재 홍익대 교수, 이순 

종 국민대 교수, 안상수 홍익대 교수, 이건표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노장우 KIDP 원장, 이 

순인 KIDP 진흥본부장이 참석 했다.

2000 icograda, 2001 ICSID의 주제이자 사 

상적 배경이 되는 어울림을 어떻게 디자인과 

접목시켜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가 디자인 분야에만 국한되어 왔다면, 이 

번 좌담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어울림 에 대한 다양한논의가 이루어졌 

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각 분야의 참석 위원들은 우리 문화가 

곧 어울림의 문화로 표현될 수 있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의견을 제시, 다양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것은 모두 안 

좋은 것, 서양 것은 무조건 좋은 것 이라는 문 

화적 사대주의가 팽배해 왔던 것이 사실이었 

匸上 비록 80년대 이후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이 

조심스럽게 대두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제자리 

걸음만 한 셈• 이런 측면에서 이번 좌담회는 단 

순히 반복되는 용어로써의 접근이 아닌 우리 

문화 속에 내재되어 있는 어울림의 정서를 아 

주 쉬운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어울림의 대회가 철학대회가 아닌 만 

큼 대중적이고 쉬운 방향으로의 접근, 우리의 

어울림 정서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형상화 할 것 

인가 등의 세계화를 위한 방법론 개발과 연구의 

필요성이 중대한 숙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앞으로 KIDP는 어울림철학좌담회의 토의 

내용을 근간으로 하여 디자인학회와 공동으로 

어울림저널을 발간하고 학술세미나를 개최하 

여 전략적 체계를다질 계획이다. 또한99년 이 

후에는 어울림저널의 집필진에 해외집필진을 

포함시켜 세계 디자인계에 어울림 디자인 사상 

을 전파, 공감대를 형성하고 2000 icograda, 
2001 ICSID 개최시 이슈화를 통하여 어울림 

디자인사상의 본격적인 세계화를 추구할 계획 

이다.

지난 해 ICSID 토론토 대회에서처럼 이간 

을 위한, 인간의 문제를 디자인으로 해결하자 

는 개념을 인간의 마을 이 란 주제로 선정, 4년 

동안 이 주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어울림의 주제를 

진행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좋은 해답 

을 제시해 준다.

다음은 이날 좌담회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이 글을 통해 우리 문화 속에 담겨진 

어울림에 대한 미학을 내로라하는 분야별 전문 

가들이 생각하는 어울림에 대한 견해를 통해 

어떻게 디자인으로 구체화시킬 것인가를 다 함 

께 어울려 （?）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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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디자인계의 새로운 키워드 어울림

참석자

김문환

한국문화정책개발원장. 서울대학교 미학과 교수, 21 세기 위원회 

위원 및 부위원장, 한국방송개발원 이사, 한국미학회 부회장, 한 

국연극학회 회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위원 역임

윤호미

조선일보 부국장. 현재 여성잡지 Feel의 편집주간. 조선일보 문화 

부부장, 한국여기자클럽 회장을 역임. 세계화추진위원으로재직. 

영국 RCA 왕립학교 디자인역사 공부

이상회

신한국당 국회의원. 국회 가상정보가치연구회 대표간사, 한국과 

학기술원 교수, 과학기술처 장관, 한국우주정보소년단 총재,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 한국발명진홍회 회장 , 한국컴퓨터그 

래픽스협회 회장 역임

최정호

연세대 교수. 세계화추진위원회 위원, 서울언론재단 이사 역임. 

현재 미래학회 회장

오근재

홍익대 조형대학 학장. 한국디자인학회 회원, 실무기획위원단

이순종

국민대학 공업 디자인학과 교수. 한국디자인학회 회원,

실무기획위원단

안상수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 교수. 한국디자인학회 회원,

실무기획위원단

이건표

한국과학기술원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한국디자인학회 회원, 

실무기획위원단

노장우

KIDP 원장

이순인

KIDP 진홍본부장

사회-김명석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한국디자인학회 회장

김명석 : 세계그래픽 디자인계와 산업 디자인계 

의 양대 대회인 2000icograda, 2001 ICSID가 

서울에 유치되었습니다. 이에 양대 행사의 성 

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KIDP와 각 디자인단체 

에서 공동으로 행사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2월 17일 KIDP 회의실에서 어 

울림디자인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회의 

시 양대 행사의 주제이자 사상적 배경이 되는 

어울림을 체계적으로 확립하자는 의견이 제시 

되어 어울림철학 정립을 위한실무기획단이 구 

성되었고, 지난 3월 7일 1차 기획단회의가 개 

최되었습니다.

어울림사상을 어떻게 디자인과 접목시켜 2000 
년, 2001년의 디자인대회와 연결시킬 것인가 

를 논의하였는데 각계의 명망있는 인사들을 모 

시고 어울림이라는 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 

가를 토론하는 좌담회를 개최하여, 논의된 이 

야기를 시발점으로 어울림의 세계화를 추구하 

고 어울림사상의 세계화를 위한 저널을 만들기 

로 결정하였습니다.

최정호 : 역사적으로나 사상사적으로나 어울 

림의 철학이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곳은 우리 

나라 한반도라고 생각합니다. 어울림의 반대 

현상 때문에 가장 고생을 했고 피를 흘렸던 지 

구상의 민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 한민족 

이었습니다. 반도이기 때문에 많은 문물이 흐 

르고 만났던 역사, 다양한 세계의 만남을 소화 

시 켜 왔던 나름대로의 노력 이 었습니 다.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다종교 국가로 인정 

되어 있습니다. 갤럽연구소의 '한국인의 종교 

의식, 종교행태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보고 

서를 보면 한국은 국가적으로도 다종교 국가 

요, 가정적으로도 많은 종교가 공존하고 있다 

고 합니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신구교가 어울 

려서 평화적으로 공존하기까지는 수 백년간의 

종교 전쟁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또한 유불선 3교뿐만 아니라 뒤늦게 유입된 

신구 기독교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미래 세기에 인류공존을 위한 하나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종교가 이 땅에 

서 평화롭게 공존한다는 것은 앞으로 21세기 

어울림이 세계를 열어 가는 하나의 상징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울림의 철학은 한마디로 평화의 철학입니 

다. 평화의 전제는 진리는하나가아니라 진리 

는 여러 개 있다 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 

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전제가 아닌 

가 생각됩니다. 서로 다른 신, 서로 다른 종교 

를 개인적 차원, 가정적 차원, 국가적인 차원에 

서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새로운 21세기, 모든 

나라, 모든 종교, 모든 민족이 공존할 권리를 

가지고 평화롭게 공존해야 할 세기에 하나의 

가능양식을 이미 우리는 선취해서 보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1세기는 아시다시피 멀티미디어의 세계 

요, 정보화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긴 역 

사에서 내려오는 유형, 무형의 유산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을 쉽게, 가시적으로 세계 사람들 

에게 보이고, 설명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 

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어울림 

의 철학을 쉽게, 대중적으로 가시화 하려는 시 

도는 매우 적절한 일입니다. 20세기 가장 어울 

리지 못했던 한반도에서 21세기 어울림, 조화 

의 세계를 열자는 목소리가 나온 것도 참으로 

당연스러운 것입니다.

안상수 : 99년부터 2001년까지 국제적인 디자 

인행사가 이어집니다. 내년의 인터디자인과 

엑스디자인을 필두로 국제 청년디자인워크숍, 

icograda 대회, ICSID 총회 등 이 중요한 행사 

들은 우리 나라 디자인의 발전을 앞당기는 기 

회로 십분 활용, 세계 속 우리 위상을 분명히 

다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또한 어울림이 

키워드로 등장했다는 것은 또 하나의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세계 디자인계에서 일본용어나 독일용어는 

이미 중요어로서 자리잡고, 많이 쓰이고 있습 

니다. 우리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울림은 다 

음 천년, 세계 디자인의 새로운 용어로 정착시 

켜야 하겠습니다.

말이란 것은 힘입니다. 저하고 편지를 왕래 

하는 외국친구들은 편지끝에 Best Regard' 
라 하지 않고 어울림 하고 편지를 마치곤 합

어울림 리포트 industrial design/mayjune/1998



어울림 좌담회

다문화•다종교 국가이므로 어울림 철학 전개 용이 외정호剋대교수

어울림은 비빔 밥이다 안살수뢰대고수

한자와 밥상에 서 어 울림 을 배운다 이살희生也달킈继

어 울림 은 IMF시 대에 에 너지 를 절 약하게 해 준다 오소세와애고소

자유롬게 해 석 하게 하자 윤호미 조선일보现

어 울림은 How의 문제 이걸里한그과할기徨고수

21세기를 대표하는 디자인은 한국이 만든다辿更迴迫

어울림을 주제로 다양한 이벤트 전개 느瑋辿型장

니다. 이는 어울림이라는 의미를 서로 공유하 

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때 좋은 

징조입니다. 어울림이 갖는 우리 고유의 철학 

이라는 것이 세기가 바뀌는 이때, 과거와 미래 

가 바뀌는 결정적인 시기에 부각된다는 것은 

디자인계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세기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뒤돌아보면 가 

장 중요한 키워드는 콘트라스트@山血）라 할 수 

있습니다. 현대 디자인의 모든 것은 대비나 강 

조를 통해 기하적 형태, 서로 제압하는 형태, 

눈에 더 잘 띄는 형태로 이어져 왔다고 할수 있 

습니다.

21세기가 어울림의 세기라고 하는 징후는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경과의 괴 

리, 사람과 기계와의 문제에 대한 해소방안 등 

이 그것입니다. 멀티미디어의 인터랙티브 

（皿…）개념도 쌍방이 주고받는다는 점에서 어 

울림의 바탕 위에서 해석될 수 있는 개념입니 

다. 어울림은 거창한 개념 이전에 누구나 이야 

기 할수 있는 비빔밥 의 개념이기도합니다.

디자인쪽에서는 동과 서가 어울린다는 것을 

동도서기 를 인용하여 많이 표현하곤 합니다. 

그러나 21세기에는 둘을 하나로 묶는 전일성 개 

념의 동도서기가 아니라 우리 그릇에다 동도 담 

고 서도 담는 새로운 개념으로 디자인계의 여러 

현상이나 흐름을 어울림으로 매칭시켰기 때문 

에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개념으로 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와 같은 개념을 바탕 

으로 접근한다면 어울림은 차세기 커다란 조류 

의 하나로성장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문환 : icograda 및 ICSID 총회는 사실 철학 

대회가 아닌 디자인 행사입니다. 따라서 기초 

를 만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너무 방 

대한 작업이기 때문에 우려되는 점이 없지 않 

습니다.

우선 초점이 무엇인가를 먼저 세워야 합니 

다. 동양과서양, 과거와미래, 인간과자연, 이 

런 부분들은 배경적인 문제의식으로 전제될 수 

는 있지만 전면에 도출되는 것은 예술과 기술 

의 조화, 경제와 문화의 융합 등으로 한정지어 

야 할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울림이 란 용어를 세계어로 등록하 

고 싶어도 먼저 그 말을 쓰는 우리에게 어떤 감 

이 와야합니다. 가령 우리가 멋 그러면 한국 

사람에겐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멋이 뭔지 

를 압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론 어울림이란 말 

은 아직 생소하게 느껴지는 듯 합니다. 과연 어 

울림이 우리의 체질, 또는 어감과 잘 조화가 

되고 있느냐? 라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반사람들에게 어울림 했을 때 쉽게 와 닿 

지 않지만 우리 민족 고유의 언어인 멋이라고 

하면 쉽게 와 닿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한 어울림이란 말을 쓸 때 이면에 있 

는 부정적인 의미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가 

령 초록동색 도 어울림의의미를 내포하고있 

습니다. 무엇을 이용해서 결탁하는, 비생산적 

인 면이 숨겨져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서양철학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논의한 

다면 그것은 헤겔 철학의 문제일 것입니다. 헤 

겔 철학이 갖고 있는 소위 동일성의 철학원리 

는 비판 이론적 입장에서 본다면 2차대전이라 

고 하는 미증유의 인간비극까지 끌고 가는 원 

흉입니다. 동일성이라고 하는 것과 어울림이 

맺을 수 있는 부정적인 관계에도 유념해야 합 

니다. 비판이론가들이 왜 헤겔 철학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소위 타자에의 동경이란것을끌어 

냈을까? 다른 것에 대한 동경, 산업주의가 갖 

고 있는 모든 것을 삼켜 버리려고 하는 탐욕 속 

에서 “아니 그렇지 않다. 나는 너하곤 다르다' 

라고 하는 자기 주장의 철학이 비판이론을 결 

정짓는 핵심 중 하나라고 한다면 어울림 이라는 

용어 때문에 자찻 놓치기 쉬운 요소를 우리가 

어떻게 찾아서 살려낼 수 있겠는가가 고려되어 

야하겠습니다.

어울림을 우리 고유의 창안이고 발상이라고 

해도 폭넓게 이해가 되려면 서양이나 다른 문 

명권에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는 접근이 

비교문화사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음양오행사상과 연결된 상생상극개념에 

서 상생개념에 대한 고찰도 필요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공존공생이란 말을 쓰는데 사실은 상 

생이란 말이 더 본질에 가깝습니다. 동양철학 

분야의 학자들 중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필자로 모 

셨으면 합니다. 김충렬선생님, 유동식선생님 

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너무 어렵게 수사적 접 

근을 하는 분이 아니라 오랜 경륜을 가지고 쉽 

게 풀어 가는 분들을 모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말은 아주 현란한데 실제로 나오는 작품들은 

그게 아니 라고 한다면 난감할 듯 합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디자인교육에 대한 변화 

시도가 함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가령 제가 

독일에 있을 때 가까웠던 디자인대학의 경우 

1, 2학년 때는 그림 공부를 거의 안 시킵니다. 

사회과학과 인문과학에 대한 기초만 교육시키 

다가 3학년이 되면서부터 전공 공부를 세분해 

서 집중교육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좋은 개념 

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체계에 대한 검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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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환 윤호미 이상회 최정호 오근재

함께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번 행 

사 후 남는 것이 생기지 그렇지 않고 행사만 겉 

치레로 치른다면 또 하나의 일과성 행사로 그 

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회 : 정보화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자 

율과 창의성인데 자칫 무질서해지기 쉽습니 

다. 이러한 자율과 창의성을 미래지향적 •창조 

적인 방향으로 이끈다면 질서도 바로 서고 사 

회도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울림을 미래 

지향적으로 자율과 창의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유도해 나간다면 정보화사회의 핵심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디자인이 지구촌의 인류에게 공동의식을 직 

감적으로 느끼게 해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어울림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정보화시대의 3가지 기본 컨셉 중의 하나가 

바로 필링侬皿입니다. 우리는 주변의 많은 데 

이터를 이런저런 형태 gm) 로 만들어 정보 

(Infonnatig)로 변화시키는데 이러한 정보들은 조직 

내에서 오고가면서 보편화되어 지식(15。切«蚓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발전하여 학문 

(怖碗)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만국적, 직감적 

언어인 필링侬崎)일 것입니다 필링(Feeling)은 학 

문(Wi3dom의 상위 개념으로서 여러 의미가 함축 

되어 어울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도 시공이 초월된 미래를 대비하여 우 

리의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개념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전체 지구촌 인류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는 점에 더 강한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독립기념일 행사중 7개월간 

의 우주항해를 마친 패스파인더가 화성에 착륙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의미는 전세계가 지향 

하는 꿈을 미국이 이루어 낼 수 있다는 것을 보 

여줌으로써 미 래의 꿈을 미국이 열어간다는 것 

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에 비해 우리는 광복절날 제사를 지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과거 지향적입니다.

2000 icograda, 2001 ICSID 양대 행사의 

주제인 어울림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미래지 

향적으로, 정보화사회의 중요한 의미인 필링 

(Feeling)과 연결, 전인류적인 것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컨셉을 설정해야 합니다.

오군재 : 디자인계엔 하모니라던가 조화, 어울 

림을 정리하는 여러 용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서 저의 관심을끄는 말중 하나는 어울리지 아 

니하는 경우보다 어울리는 경우가 인간의 보편 

적인 행위에 더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산업사 

회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경제성의 추구라고 할 

까요. 에너지를 극소화하면서도 질 높은 삶을 

추구하는 방식이 바로 어울림이라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은 다 제거하고 꼭 우리가 원하 

는 기능을 추구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어울림 

은 디자인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음과 양과의 관계 , 동과 서와의 관계에 다 적용 

된다고 봅니다. 단순성의 추구와 연결이 된다 

는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정보의 구성은 이것이 일

커 뮤니 케 O] 션「Way Communication)이 든 단순성 에 바

탕을 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울 

림의 개념을 정리함에 있어 애매함과복잡성이 

제거되고 단순해야 한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 

습니다.

폴 필리는 “문화는 종교의 외피다'라고 말하 

였습니다. 종교가 그 핵심에 있고 사상이나 이 

념이 결국 문화로 나타난다는 거죠. 디자인은 

아마 문화의 외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디자 

이너는 외피를 들어내야 한다는 명제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보다 더 명분 있고 적확한 행위 

로 이끌려면 골자를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어 

울림에 대한사상적 정 립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어울림을 정리해 보았는데 '둘 이 

상의 구성요소에 작용하는 심리적으로 유도된 

긴장과 이완관계의 힘 이라고 해석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이것은 디자인분야에 도움이 되 

는 여러 이론가들의 의견을 조합하여 만들어 

본 것입니다.

윤호미 : 저는 보내주신 자료들을 다시 보면서 

왜 이렇게 쉬운 것을 어렵게 풀어나갈까? 생각 

했습니다. 어울림이란 말이 새롭게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 나라에서 세계 디자이너들을 모아 

놓고 행사를 개최할 때 키워드로 제시하고자 

함이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 

냐 하는 것에 근본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상 

이니 철학이니 할 때는 거부감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 쉽고 좋은 말을 가지고 그렇게 어 

렵게 해석을 해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야 

하나하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인 듯 합니다.

어울림, 조화, 화합 등의 단어는 철학에서 

새로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20세 

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우리가 세 

계 디자인계의 큰 행사를 개최하면서 어울림이 

란 우리말을 영어로 번역하지 않고 'Oullim' 
이라고 썼다는데 제일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 

다. 양대회 개최를 계기로 어울림이 디자인에

어울림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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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림 좌담회

어울림의 용어적 의미를깊이 생각해 보고이것을디자인으로 표현하여 2000년, 2001년에는 한국적 디자인으 

로 형상화하여 동양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한국 디자인이 세계 디자인계를 리더할 수 있는 발판마련 

이 우리의 궁극적 목표이다. 앞으로어울림을 주제로 전시, 세미나, 워크샵, 공모전, 연구발표회, 논문공모전 등 

다양한 이 벤 트를 전 개 할 예 정 이 다.

김명석

서 어떤 의미로 어떻게 21세기에 해석될 수 있 

느냐 하는 방향을 찾는 것으로 우리의 뜻이 모 

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바탕은 동양의 사상이라던지 어울 

림이란 말 자체가 동양적 지혜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서양적인 이성적 화합, 통합보다 동양 

적 지혜가 디자인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나타날 

수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어울림이 두 개가 아니고 하나라고 하는, 개 

체를 조화롭게 보려는 동양적인 지혜, 미덕을 

세계 디자인계에 소개하는 것에서 의미를찾아 

야할것입니다.

김명석 : EU가 연합되어지면서 EU국기가 새 

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국기를 보신 분 

들은 아시겠지만군청색 바탕에 원형으로 별들 

이 그려져 있는데 저는 EU기에 동양의 사상이 

전파되어 배인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icograda 포스터에서는 태극기의 태극과 4괘 

를모티브로 해서 만들어 보았는데 어울림이란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움의 철학으로 가 

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순종 : 어울림엔 '우주의 대원리로서 만물을 

만들어 가는 근본적인 원리 라 하는 하모니 이 

상의 좋은 뜻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태극사상 

을 큰 대들보라 표현하기도 하더군요. 아시아 

가 발전할 원동력은 조화를 바탕으로 한 사회 

성 •관계성을 중시한다는데 있다는 일본의 연 

구보고서도 있었습니다.

이순인 : 앞으로 KIDP는 2000년, 2001년 양대 

행사를 지금까지와 같이 산학 각 분야와 함께 

20

어울려 말씀해주신 기본 이념에 바탕을 두고 

개최코자 합니다. 오늘과 같은 모습이 전세계 

에 알려져 디자인계의 새로운 역사가 될 수 있 

기를 기원하며 이러한 실적이 2000년, 2001년 

꽃을 피워 디자인의 새로운 정의가 될 수 있도 

록하는 것이 저희의 소망입니다.

이건표 : 우리가 정말 어울림이란 것을 세계가 

받아들이게 하려면 *What is 어울림?' 에 대한 

정의도중요하지만 이 개념이 디자인의 형식을 

빌어서 어떻게 표현될 것인가 하는 *How 의 

개념도 함께 고려돼야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 

니다. 우리가 어울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 

고, 동양적 지혜로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어떻 

게 해야하나검토되어야하며 어울림이 디자인 

에 어떤 식으로 적용될 수 있겠는가 하는 방법 

론까지도구축이 되어야비로소 어울림이 세계 

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상당한 

노력이 요구될 것입니다.

오근재 : 이교수님의 말씀과 윤부국장님 말씀 

은 저희가 절감하고 있고 앞으로 어울림을 어 

떻게 펼쳐 나가야 하는가는 우리의 과제 입니 

다. 그 전에 어울림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정리 

하고 이후 우리 한국, 동양 사람들의 철학 속에 

깊은 뿌리내림이 있어야 그것이 힘이 되어서 

드러나는 양상도 호화롭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 

니다. 부국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것도 저희의 

과제인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구체적인 실 

행계획을 세워 외형을 갖추어 나갈 예정 입니다.

윤호미 : 우리 자신에 게 흐르는 것을 우리 식 

으로 분야를 좁혀서 디자인적으로 해석하고 재 

탄생시켜야 합니다.

요즘 서양에선 간장이 샐러드 드레싱의 기 

본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서양에서 생각 못했 

던 동양의 식품이 서양음식으로 들어가서 서양 

요리책에 등장하듯이 서구의 지식체계의 하모 

니와는 조금 다른 동양의 어울림을 서구사람들 

에게 던져줌으로써 그들로하여금 어울림의 의 

미를 새겨보게 하자는 것입니다. 어떤 철학이 

나 사상체계를 만든다는 것은 너무 벅찬 작업 

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정호 : 과거 농경시대에는 토지의 넓이가 중 

요했다고 한다면 토지에서 해방되어 하늘로 높 

여나갈 수 있게 된, 토지보다는 철이 더 중요시 

되는 산업사회를 상징하는 에펠탑은 한 시대를 

리드한 디자인이었습니다. 그후 에펠탑은 엠 

파이어스테이트빌딩 , 시어스타워로 연결되었 

습니다. 과거에는 부잣집 맏며느리 같은 다복 

한 인상의 여인이 미인의 기준이었으나 20세 

기 들어서는 슬림화된 여인이 미인의 이상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하나의 에펠 

탑이 한 세기의 심미관이랄까, 디자인의 앞날 

을 예시하지 않았나 합니다. 21세기, 어울림이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면 앞으로 어울림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세계화시켜 발전시켜 나가 

느냐가 중요합니 다.

안교수와 교류하는 서양 디자이너들이 편지 

끝에 어울림이라고 적었다는 것, 이것은 대단 

히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앞으로 한 세기를 이 

끌어갈 대표적 •상징적인 디자인으로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나라 디자이너 

들의 과제입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디자인이 하늘로 치솟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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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종 안상수 이건표 노장우 이순인

선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어울림의 이미지는 i 
단순한 도형 이 아니라 매력 적으로 사람들을 잡 

아끄는 디자인으로 개발되어, 다음 세기의 건 

축, 가구디자인, 패션디자인, 기계디자인에까 I 
지 적용될 수 있도록 원형을 만들어 2000년, 

2001년에 보여주어야할것입니다.

우리의 목기, 자기의 단순함 등 우리의 문화 

와 문화를 윤곽 짓는 문물들은 인간적인 척도 

에 알맞은 디자인이요, 크기로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장점들이 형상화되어 

나타난다면 21세기 디자인의 리더십으로 등장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희 : 우리는 쉽게 동양과 서양, 음과 양이 

라고 하는데 동양과 서양의 가장 기본적인 차 I 
이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동서양의 기본 

적인 차이를 우리는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 

니다. 세계에 매우 많은 문자가 있지만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양의 문자는 | 

One-After-Another,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 । 

문자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의 알파벳으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Mountain에서 n까 

지 끝나야 비로소 산이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에 반하여 동양문자는 대표적인 문자로 

한자를 예로 든다면, 한자는 공간병존적인 문 

자입니다. 하나의 원 안에 다섯 자가 될지 여섯 

자가 될지 얼마나 많고 복잡합니까? 하나의 공 

간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문자에 그 

치지 않고 식사하는 것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 

다. 서양음식이라는 것은 전채가 있고 메인디 

쉬가 있고 후식이 있고 음식도 One-After- 
Another로 나오죠. 반면 동양의 식사방식이란 

것은 한정식으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한 상 

위에 모든 것을 차려 놓는 스타일입니다. 평생 

동안 쓰는 문자와 일년 365일 매일 세 번씩 반 

복하는 식사문화에서 동서양 문화가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사 

물을 보는 하나의 패턴 차이로 나타납니다.

에펠탑이 서양의 시간적인 흐름을 상징한다 

면, 동양의 한자나 한 공간에 모두 모여 있는 한 

국식 밥상과같이 서로에게 의미를부여하면서 

공존하는 개념의 다양한 변화를 2000년, 2001 
년에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손에 쥐어주고, 가 

지고 돌아갈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최정호 : 우리 나라는 단순히 두 개의 문자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두 가지 문자 

인 직선적인 표음문자와 원형적인 표의문자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한글자체가 어울 

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울림을 다 

양한 형 태, 다양한 디자인, 다양한 작품으로 해 

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장우 : KIDP는 디자인계의 오랜 숙원이 었던 

2000년, 2001년 세계대회를 유치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세기를 마 

감하고 21세기를 여는 첫해에 한국에서 이런 

행사가 개최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행사도 중요하지만 준비하는 동안의 3 
년간이 더 중요합니다. 어울림의 용어적 의미 

도 깊이 생각해 보고 이것을 디자인으로 표현 

해 2000년, 2001년에 한국적 디자인으로 형상 

화해서 동양을 대표하고, 나아가 세계적으로 

허용되는 새로운 디자인의 리더십이 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램입니다. 앞으로 어 

울림을 주제로 전시, 세미나, 워크숍, 공모전, 

연구발표회, 논문공모전 등 다양한 이벤트를 

전개할 예정입니다. 과거 5월에 개최되었던 디 

자인의 날을 11월로 변경하고 11월을 디자인 

의 달로 선언,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망라하여 

기업경영자, 디자이너, 경영방침을 평가•심사 

하고 시상하는 '디자인경영대상 선정 포상제 

를 시 행하려합니다.

우리 나라엔 30믄卜 명의 디자이너가 있고 매 

년 3만 명의 디자이너가 새로이 배출됩니다. 

특히 뉴디자인 정책은 각 당 공약에도 반영되 

었으며 이제 실질적으로 집행되어 정책으로제 

시되어야 합니다. 디자인혁명으로 경제르네상 

스를 이룩하자 하는 것이 새로운 경영 이념으로 

받아들여 야 합니 다.

이상희 : 노원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 

니다. 국회에는 연구단체가 여럿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단체가 아니라 새로운 분야, 미래개 

척 분야의 국가정책을 뒷받침 하고자만들어졌 

는데 그 중 하나가 가상정보가치연구회입니 

다. 소속의원은 35명입니다. 제 의견인데 디자 

인계와 가상정보가치연구회가 공동으로 프로 

젝트를 진행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김명석 : KIDP, 디자인연합회 합동으로 모임 

을 만드는 것도 어울림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좌담회를 계기 

로 하여 어울림에 대한 연구를 한국디자인학 

회, 연구단체, KIDP가 합심해서 진행해 나가 

겠습니다. 오늘의 시작이 양대 행사의 맥을 잡 

아가는 시금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협력을 기대합니다. 감 

사합니다. kidp

어울림 리포트

______________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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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회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

츠품 현황

부문 츠품 수상 록선 L 입선
소계 낙선

제품디자인 334 8 15 70 93 241
환경디자인 61 4 3 22 29 32
시각디자인 421 7 16 70 93 328
포장디자인 65 5 4 22 31 34
계 881 24 38 184 246 635

2 ] 업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 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丿、卜 제33회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의 수상작이 선정, 발

1—L 표되었다. 영예의 대통령상은 유한전문대학 산업디자인과 

장광집 교수와 （주）이상환경디자인 이상호 대표가 공동으로 출품한 

국가 상징가로환경조성을 위한 가로시설물 디자인계획」이 차지했고, 

국무총리상에는 LG화학 디자인연구소 과장 김곡미씨와 애드맥스 디 

자이너 이주연씨의「'98 중남미 수출개발 전략에 따른 환경보존을 위 

한수출용 에어컨 포장디자인」이 수상했다.

산업자원부장관상은 대우전자 고정욱, 김기선씨의「정보형 애완동 

물」외 3점, 교육부장관상은서울시립대에 재학중인 양윤호, 김형기씨 

의「산악구조장비 제안」외 3점이 선정되었다.

이번 전람회의 특징은 바로 상품화하여 산업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작 

품이 후한 점수를 받았다 미래지향적이고 성의있는 컨셉도 중요하지 

만 현실적인 아이디어의 실용성 있는 산업디자인이 경제발전과 직결되 

리라본때문이다

특히 1, 2차 접수 모두 완성된 출품물을 제출해야만 했던 이제까지 

의 방법에서 벗어나 1차는 계획서와 렌더링 및 패널만을 제출하도록 

하고, 1차 심사를 통과한 출품물에 한해 목업 또는 완성된 작품을 2차 

접수때 제출하도록 하는 편리하고 경제적인 방식이 도입되었다. 지난 

3월 19일 1차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4월 13일, 14일 이틀에 걸쳐 2차 

접수를 받았다.

1차로 접수된 작품은 대학교수, 디자인전문회사 대표 등 각 분야

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총 출품물 

881점 중 246점이 선발되었다. 분야별로는 제품디자인 부문 93점, 

포장디자인 31점, 환경디자인 29점, 시각디자인 93점이 1차 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출품자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미리 제출한 계획서 

와 패널심사로 가능성 있는 작품만을 목업화 시킴으로써 제작비용 

의 낭비를 막기 위한 것으로 최소 3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이 소 

요되는 '제품디자인 부문의 출품물 제작비용을 감안할 때, 참가자 

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커다란 비 

용절감효과를 볼 수가 있다• 실제로, '제품디자인 제작비용을 평균 

50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98년 1차 접수품 334점 중 선발된 93점 

을 제외한 239점의 제작에 소요되는 약 12억원 정도의 엄청난 액수 

가 절약된 셈이다.

이같은 접수방법의 개선은 출품물 수에도 영향을 미쳐 전체 출품물 

수가 다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디자인 부문의 출품물 수는 작년 

에 비해 32점이나늘어났다. 작년에 제품과포장부문의 출품물 수가줄 

어들었던 사실과 비교해 볼 때, 올해는 처음부터 완성된 작품을 제출하 

는 부담이 없어져 예비디자이너들이 '제품디자인 분야를 선택하는 데 

과감해졌음을 엿볼 수 있었다.

이번 수상작 및 입선작들은 5월 2일부터 11까지 10일간 KIDP 전시 

관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ki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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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롱령상

국가 상징가로 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시설물 디자인계획 

장광집 유한전문대학 산업 디자인과 조교수

이상호 （주）이상환경디자인 대표

국무총리상

'98 중남미 수출개발 전략에 따른 환경보존을 위한 수출용에어컨 포장디자인 

김곡미 LG화학 디자인연구소 과장

이주연 매드맥스 디자이너

산업자원부 장관상

정보형 애완동물

고정욱 대우전자（주） 디자인연구센터 주임연구원

김기선 대우전자（주）디자인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제33회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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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장관상

전국 국악 관현악제 포스터 

정용규 （주）쥬비드대표 

김진관 （주）쥬비드대리

교육부 장관상

살려주세요!

이돈회 인하대 미술교육학과 4학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상

조상들의 얼을 다시 한 번…

김영철 한려산업대 산업디자인과 전임강사 

박현송 디엔피 대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상

삼성전자 애니콜

조각현 제일기획 제작4팀 차장 

정향진 한국직업능력개발원교재 및 

교수학습방법 개발팀 연수원

산업자원부 장관상 

무공해 방목어장 조성계획 

손계중 조선대학교 산업 디자인과 강사 

김영훈 조선대학교 실내건축과 전임강사

중소기업진 홍공단 이사장상

이브의 선을 닮았다. 이브의 미를 훔쳤匚卜. 

김윤배 대진대 산업 디자인학과 조교수

변춘섭 엘지애드 CR 6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상

도•소매 업소를 위한 물류 정보 자동화 시스템 I
박광철 동의대 산업디자인과 ； 

황승용 （주）엠아이디자인 디자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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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지원부 장관상

전자상거래를 고려한 주문형 PC 포장디자인 

김남훈 씨드디자인 대표

이병대 리디자인 대표

교육부 장관상

산악구조 장비의 제안

양윤호 서울시립대 산업디자인학과 4학년

김형기 서울시립대 산업디자인학과 4학년

교육부 장관상

외딴지역 및 자동차 여행자를 위한 정보검색 및 무인 주유 포스트 

박형철 경기대 산업디자인학과 4학년

김성우 경기대 산업디자인학과 3학년 in 
J*

교육부 장관상

특수아동을 위한 교재, 교구 포장디자인

지영종 대구대 응용미술과 4학년

최윤정 대구대 응용미술과 3학년

한국산업 디자인 진흥원 원장상

모듈 시스템 냉장고

박철웅 삼성전자（주） 디자인실 대리 

박윤진 삼성전자（주） 디자인실 주임

헤金「可한린 국 산 업 디 자 인 전 람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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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 디자인진흥원 원장상

다양한 놀이체험을 위한 순환설치 놀이시설 

박성아 삼성전자 연수 중

한국산업 디자인진홍원 원장상

어울림-새로운 세기를 위한 디자인 제안 

윤영식 한국산업 디자인 진흥원 연구원 

오지원 한국산업 디자인 진흥원 연구원

대한무역 부자진홍공사 사장상

깨어나라 한국경제! 돌아라 한국경제 ! 

박한층 한양대학교 대학원생 

임해형 한양대학교 대학원생

한국무역협회 회장상 

회의 진행 보조기기 

류시구 영남대 산업디자인과 

조상훈 영남대 산업디자인과 제품디자인 전공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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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 디자인진흥원 원장상

중소기업 수출 전략을 위한 Floor Stand Lighting 패키지디자인 연구 

오용균 홍익대학교 대학원 조교

김곡미 [_G화학 디자인연구소 과장

한국무역협회 회장상

싱크마스터 액정모니터 시스템 포장디자인

정광용 서울산업대 강사

김낙운 삼성전자 해외디자인실 과장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상

소자본 창업을 위한 SOHO 제안

박경진 （주）LG전자 디자인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선규 （주）LG전자 디자인연구소 주임연구원

대한무역 부자진흉공사 사장상

맺음과 접음

강현정공방

문성심공방

중소기업진 홍공란 이사장상

멀티（다기능） 공구 박스

구본숭 서울산업대 공업 디자인학과 4학년

김윤아 서울산업대 공업디자인학과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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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대한민국산업 디자인전람회 대통령상 수상작 케이스 스터디

국가 상징가로광화문〜서울역)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 시 설물 디자인

시 I 계 각국 주요 도시의 상징 가로는 전통적 사회 배경의 차이와 문화적, 지리적 여건에 따라 나름대 

서 I 로 독특한 표정을 지니고 있다. 또한 그 각각의 표정들은 지역적 특성과 함께 합리적인 기능을 복 

합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다. 따라서 계획은 우리 나라 수도 서울의 상징 가로로서 옛 한양 때부터 정치, 경 

제, 문화, 행정의 중심지이고, 현재에도 수도의 핵심부인 광화문에서 서울역 구간의 세종로와 태평로, 남 

대문로를 대상으로 하여, 지역적 정서와 문화적 특성이 반영되고,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며, 세계 속의 한 

국, 서울의 상징 가로로서 새롭게 인식될 수 있는 동시에 가로 공간에 요구되는 다양한 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상적인 가로 환경 형성을 위한 가로 환경 시설물StreetFW을 통합 체계화하여 그 대안 

을 제시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리하여 활력과 여유가 조화되는 개성 있는 거리로 새롭게 인식될 수 있 

는 국가 상징 가로 환경의 조성에 일조 하고자 한다.

계획의 범위

1 • 적용 범위 : 수도 서울의 광화문에서 서울역에 이르는 구간의 보행 가로 공간(礦로 태평로남대문로

• 길이 : 2,500m
• 가로폭

- 광화문〜광화문사거리 : 7.5m
- 광화문 사거리 〜 시청 〜 남대문 : 5.5m
- 남대문 〜 서울역 : 5m
- 평균 : 6m

2. 적용 시설물의 범위 : 가로 환경 시설물〈SEFummre)

• 조명계 : 가로등 A・B, 보행자 가로등

• 정보계 : 보행자 안내사인 , 공중전화부스, 관광안내소유 무인

■ 교통계 : 도로사인, 도로표지사인, 신호등, 스피커, 버스정류장

■ 수경 •관리계 : 보도포장(Pavement), 가드휀스, 맨홀, 丁伪6 (入漳目

• 휴식• 매점계 : 벤치, 가판대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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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문제점

기존의 계획에 따른 적용 가로 환경은 전반적으 

로 상호간의 기능적 연계성이 미흡하여 가로 환 

경 효율성이 부족한상태이다. 이들의 형태가 체 

계적인 스타일로 구축되지 않아 가로의 통일성 

과 연속성이 부족하고 시각적 동질성이 미비하 

며, 독자적 고유성이 전체 이미지로 연출되지 못 

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급속한 도시화, 산업 

화를 통한 과도기적 상황으로 기능적 수용에 급 

급했던 현질적 반영으로 볼 수 있다.

개선 방향

새로운 국가 상징 가로의 환경 조성은 가로 환경 

구성 요소 상호간의 기능성, 조형성, 상징성을 

중심으로 다음의 내용을 전제하여 총체적인 조 

화를 지향하도록 계획이 되어야 한다.

1 •기능적 측면

• 가로 공간과 구성 요소의 기능별, 유형별 

위계 부여

• 적용 공간, 시간 등 가변적 상황에 능동적 

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본 모듈을 개발하고 

시스템화

• 신속 정확하고 안전한 보행진행）을 위한 기 

능적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추구

• 이용효율과 만족도향상을 지향

2. 조형적 측면

• 디자인의 기본 체계 확립을 통한 가로 공간 

구성 요소의 유형별 체계화

• 계획의 가이드라인 제시로 적용 기준 체계 

확립

■ 가로 공간의 이미지 연계 요소의 개발 적용 

을 통한 시각적 연속성 유지

3. 상징적 측면

• 미래 지향적 고유 이미지 확립을 통한 상징 

성의 부여

• 아이덴티티 체계 구축과 관리를 위한 기준 

설정

• 진취적 대중성

제3々히—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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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기본구상

본 계획은 국가 상징 가로의 환경 조성을 위하여 거시적 관점에서 과거, 현재, 미 

래가 공존하는 국가 중심 가로로서의 상징화, 개성 있는 한국의 조형이 담겨 있는 

세계적 명소화, 활력과 여유가 조화되어 삶의 질이 향상되는 쾌적화를 지향한다. 

따라서 시설물 디자인 계획은 국가 아이덴티티를 구축할 수 있는 전통 개념의 요 

소화, 시설물 상호간의 기능적, 형태적, 구조적 부가가가능한 연대화, 다양한 공 

간적 상황에 일관성을 띠며 융통성 있게 적용될 수 있는 적응화를 통하여 대응하 

고자 한다.

디자인 전개

1•국가 아이덴티티의 구축

• 전통적 이미지를 요소화 하여 적용

• 국가 상징 가로로서의 환경 연출

2. 다용도 시스템의 적용

• 시설물 상호간의 기능적 형태적, 구조적 네트워크 체계 구축

• 이용 시민의 다양한 행동과 행위에 대응

• 가로 공간의 쾌적함 향상에 기여

3. 전통 결구 양식의 조인트 시스템 도입

• 인간 중심의 한국적 휴먼스페이스 형성

• 구조 양식의 연계성 유지

• 조형적 질서감의 유지

4. 경제적인 제작체계의구축

• 요소의 프로토타입화

• 양산 체계 구축을 통한 제작 설치 및 유지 관리의 효율성 확보

• 요소의 모듈화, 유니트화, 시스템화 체계 구축

가로 시설물의 복징

1.한국적 조형미

한국 전통 조형미는 지리적, 인문적 조건과 민족성으로 인하여 독자적인 형태나 

공간을 이루어 왔다. 본 계획은 한국의 전통적 조형성에 담겨 있는 자연에 순응하 

고 음양오행에 따르려는 상징적 측면과 용마루의 힘있는 곡선이나 버선의 감각적 

코 들림 등 우리 생활의 조형적 측면, 그리고 도리나 보에 적용된 내림 주먹장 맞 

춤, 못을 쓰지 않는 목가구 구조 등 생활 속에 적용된 구조적 측면을 계승, 발전시 

켜 잊혀져가는 한국 고유의 전통 조형미를 가로 시설물 디자인에 적용하였다.

가판대

공중전화부스, 보행자 가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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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적 조형 요소

가로 시설물은 형태적으로 기본 유니트의 유기적인 조합에 의하여 형성된다. 이 

러한 각각의 유니트들은 유기적인 조합을 위하여 상호 호환성을 염두에 두고 디 

자인되었으며 이들의 조합 방식에는 한국 전통의 건축이나 목가구에서 쓰여지는 

결구 양식을 도입하였다. 또 유니트 결합부와 유니트 본체는 프로토타입화하여 

다목적 변용에 적합하도록 하였다.

3. 시각적 조형 요소

가로 시설물에 적용된 기본 형태티ement）는 조형적으로 한국의 전통적 균형미를 

담고 있다. 기둥의 받침부는 구조의 가장 하부에 위치하며 한국 건축의 초석 개념 

과 한국 전통문양무朝단청〉의 상징적 이미지를 적용하여 디자인하였고, 기본 골격 

을 이루는 각각의 중앙기둥은 전통문양의 상징적 표현이다. 또 가장 윗부분에 위 

치하는 가로막대는 한국적 곡선의祀등의 함축적 적용이며 그것을 받치고 

있는 부분은 한국 건축의 기본요소인 공포의 이미지를 담았다.

그밖에도 사인을 부착하는 지지대는 전통문창살의 변형된 표현이다. 가로 환경 

물을 이루는 각각의 수직적, 수평적 유니트들은 시설물의 기능에 부합하여 서로 

조화되도록 하였다. 이것은 우리의 전통 사상인 음양오행의 적용이기도 하다.

4•형태

전래 건축, 공예 등을 통한 전통적 독창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여 정돈되고 절제 

된 이미지로 재구성하였다.

특히 경쾌하고 투명감있는 형태 구성으로 다른 시설물들과 개별적 형태로 인식 

되지 않는 복층화倚첩된 실루엣으로 경관을 구성하도록 하였다.

5. 기능

기능 요소의 집약화를 위하여 다용도 시스템을 적용, 기능 및 형태 구성의 융통성 

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유니트화된 각종 부재를 이용한 구성 아이템의 부가 

적용이 자유롭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6•구조 및 재료

시설물의 구조는 한국 전래의 목구조 양식을 응용한 조합 체결 방식을 철저한 양 

산화 수법에 의하여 시스템화하였다. 특히 조인트 시스템에 의한 부분 구성으로 

다양한 기느 조형 전개와 설치 조건에 따른 사양 설정이 가능하고 공장 제작에 

의한 고품질 확보 및 설치후 사양 변경철거•교환•추가이 가능하여 유지 및 관리가 용이 

하다. 그리고 구조 재료는 외부 환경 시설물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내구성, 내식 

성, 강도 등의 특성과 목구조 조합 방식의 정밀 가공이 가능한 스테인리스 스틸 

플레이트 및 강을 주재료로 하였으며, 자연 소재인 화강석과 목재, 클리어 글래 

스, 아크릴 플레이트 등을 부분적으로 사용하였다. 유니트화에 의하여 정밀도를 

유지하고 용접면과 볼트 등을 가능한 노출시키지 않도록 하였으며 현장에서의 

도장 작업을 없앴다.kidp

가로등 A + 배너 + 도로사인

관광안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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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디자인 아이 덴티티
제33회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 대통령상 수상자- 장광집 ・ 이상호

인터뷰 김 향희 KIDP 출판사업팀 기자

두달씩 반복되는 마감의 일정은 4월에도 어김없이 찾아와 헉헉거리게 하지만,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사월이 되면 작은 설레임을 가지게 

되었다. 올해로 33살이 된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 고 수상작 발표가 바로 이 사월에 있기 때문. 매 해마다 저마다의 고민과 

생 각들이 구체 화된 디 자인 으로 선 보이 는 대 한민 국산업 디 자인 전 람회 는 특히 나 최 고상이 라는 대 통령상의 주인 공들을 만나면 한결 같이 

디자인에 대한 열 정과 사랑을 엿볼 수가 있다. 올해의 주인공들은 서 울의 광화문에서 서울역에 이르는 도로를 국가상징가로로 설정하고 

그 환경조성을 위한 신호등, 도로표지 사인, 가로등, 보행안내 사인, 버스 정류장, 벤치, 공중전화부스, 가판대 등의 가로시설물들을 

디자인한 장광집, 이상호씨로 특히 이번 대통령상은 환경디자인 부분에서 수상작이 나와, 수상자에 대한 호기심을 가중시키기도 

했는데• 지난 4월 24일 편 집실에서 진행된 수상자와의 인터 뷰, 올해도 어김없이 그 설레임을 만날 수 있었다.

장광집: 유한전문대학 산업디자인과 조교수 • 이상호: （주）이상환경디자인 대표

대통령상 수상에 대한 소감 한두 마디

최선을 다 한 결과에 최고의 상까지 받게 되다니 

기쁘다.

지금까지 환경디자인의 개념이라는 것이 환경과 

관련 있는 제품을 디자인하는 것 또는 단순히 스 

트리트 퍼니처만의 개념으로 통했던 게 사실이고, 

또 그렇게들 알고 있는 것 같아 평소 안타까웠는 

데 이번 수상으로 환경디자인의 개념 및 중요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 

리라 기대되어 더욱 뿌듯하다.

우리 나라 환경 디자인에 대한 안타까움

지역적 문화나 특성 등 적용 공간에 상관없이 필 

요한 시설물만 집합시킨 것이 사실이다. 우리 나 

라 어딜 가나 가로등, 신호등, 벤치, 안내판 등은 

거의 모두 똑같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 소신 없는 획일성이 아닐런지 !

물론 지방 자치제의 시행으로 최근 그 도시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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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에 많은 관심이 기울어지고 있지만 이것 역 

시 한편으로는 시각적인 CI 개발만 진행되어 공간 

환경이라는 포괄적인 부분에서는 아직도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진정한 환경디자인은 가로 

시설 뿐만 아니라 공간에 대한 이해가 병행되어야 

한다.

환경디자인이 잘 된 외국의 예를 보면 무엇보다 

자치구와 소속 주민, 그리고 디자이너의 3자가 잘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 주민이 생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필요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관리와 보수도 잘 되고 관심을 가지고 참 

여한다. 이제 우리 나라에도 전시행정 위주의 단 

발적인 행정이 아닌,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 

된 생활 속의 환경 디자인으로 확대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출품 결심

97년 여름, 아마도 국빈이 우리 나라를 방문했던 

기간이었을 게다. 차를 타고 세종로를 통과하게 

되었는데 좌우측 대로에 태극기와 방문국가의 국 

기가 함께 걸려 있었다. 단지 국기들만이 눈에 띄 

고 '아, 누가 방문했구나 정도의 알림역할만 할 

뿐, 가로등, 가로수, 신호등 등의 다른 아이템들과 

는 모두 제각각인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순간 

저건 아니다 라는 생각, 공간 연출과 환경시설물 

들의 문제점을 공감했다. 이때부터 우리 나라를 

대표할 상징적 가로의 필요성과 그 환경조성에 관 

한 관심을 구체적으로 갖기 시작했다. 환경 디자인 

의 방향성 제고와 앞으로 진행될 다양한 지역자치 

구들이 적용할 수 있는 환경디자인의 기준적 사례 

를 제시하고 싶었다.

스타트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 뉴욕 브로드웨이, 동경의 

긴자 거리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징적 가로와 

고유한 이미지에 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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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나라 가로 환경의 문제점을 파악했다.

두가지 고민

우선 서울을 대표할 만한 상징로가 없다. 그래서 

필요하다는것.

그 상징로의 공간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가로 

시설물간의 유니트 연계와 적용범위는 또 어떻게 

할것인가?

국가상징가로의 배경

광화문에서 서울역 구간을 특별히 국가상징가로 

로 설정하게 된 이유는 국가를 상징하는 정부청사 

와 덕수궁, 경복궁 등 과거의 흔적이 묻혀져 있는 

곳이고 16차선이라는 어마어마（?）한 대로, 국철, 

지하철이 집중되어 국빈이든, 관광객들이든 서울 

을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꼭 거쳐가는 

곳인 셈. 따라서 세종로, 태평로, 남대문로를 연결 

하는 구간은 서울을 대표한다고 해도 손색이 없다 

고 분석, 국가를 상징하는 거리로 정하고 환경 계 

획을 진행해 나갔다.

가로시설물 아이덴티티

가로 공간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들을 상호 시스템 

의 개념으로 전통적 조형의 요소를 이미지화하여 

시설물의 디자인을 전개했다. 폴 타입屮이V으로 

기본 시설물의 수량을 최소화하고 기능적으로 필 

요한 요소들은 상황에 따라 부가 적용이 가능하도 

록 했다. 가장 큰 특징은 길이 조절이 가능하도록 

기둥을 디자인했다는 것 . 크게는 하나의 기둥이지 

만 길이 조절이나 행사의 성격에 따라 신호등이 

가로등으로, 혹은 안내사인으로 적용 가능하다. 

현재의 가로등은 가로등 대로, 신호등은 신호등 

대로, 안내사인은 안내사인 대로 제각각 설치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시스템적 측면에서 이미지 

통일성을 꾀할 수 있고 또한 비좁은 공간을 효율 

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법적 대안을 

제시했다.

한국적 조형미

디자인계에 있어서 전통 조형미에 대한 연구는 우 

리만의 차별화된 이미지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지 

속적인 관심분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전통 조형 

의 연구는 단지 과거로의 회귀적인 방향이 아닌 

미래지향적 대안제시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물론 

전통적 조형은 이번 가로 시설물의 디자인 컨셉이 

기도 하다. 용마루의 힘있는 곡선, 버선의 감각적 

코 들림, 도리나 보에 적용된 내림주먹장 맞춤이 

나 못을 쓰지 않는 목가구 구조 등 전래건축이나 

공예 등에서 전통적 독창성을 정돈되고 절제된 이 

미지로 재구성하려 노력했다.

기둥의 받침부는 무궁화와 단청 , 가로막대는 용마 

루선이나 한복의 선을 사인을 부착하는 지지대는 

전통문창살의 이미지를 형상화했다.

실제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견해

당장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의 거리를 국가상징 

거리로 적용하여 진행한다고 해도 별 무리가 없을 

정도로, 단순히 공모전 응모 작품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적용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했다. 적어도 이 

와 유사한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곳이 있다면 그 

선행적 지침이 되었으면 하는 욕심이고 또 실제 

로 사업화가 진행되었으면 한다.

특히 가로 시설물들은 조립방식으로 제작 가능하 

게 디자인되어 제작비용과 설치에서 유지 보수까 

지 실질적인 부분을 고려했다.

작업 중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환경디자이너는 항상 입체 공간을 염두에 두고 공 

간을 활용하는 개념으로 모든 것을 진행하는 습관 

이 있다.

이번 출품작의 크기가 '1,800mmx 1,800mm 
x 1,800mm' 이어서 이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대각선으로 배치했다. 

그런데 출품 직전에 이것이 평면배치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여 출품 현장에서 평면 배치 때의 크기 

를 계산하여 부분절단을 해서 제출했었다. 정말 

그 때는 그간의 공든 탑이 도로아미타불 되는 줄 

알았다. 식은 땀, 엄청 홀러내렸다.

공동작품인데

홍익대학교 선후배로 초창기 환경디자인 연구소 

인 인타디자인에서 함께 근무했었다. 사람대 사람 

의 관계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상대방에 의 

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하나이고 플러스가 되 

는 경우가또다른 하나이다.

우리의 경우가 바로 함께 함으로써 항상 시너지 

가 많은 만남 이라고 생각한다.

（장광집 교수는 유한전문대학 산업디자인과 조교수이면서 이상호 사장이 운영하는 （주）이상환경디 

자인 전문위원이기도 하다. 이것은 디자인 기업을 운영하는 아상호 사장에겐 자칫 이윤추구에만 집 

착할 수 있는 경영자의 단점올 장광집 교수에 의해 도움을 받고, 장광집 교수는 이상환경디자인의 

전문위원이라는 소속에 의해 현장 프로젝트M 직접 진행할 수 있기 때문.）

환경디자인에 대한 서너 가지 생각들

환경디자인은 디자인 분야로 확연하게 구분되어 

지는 몇 가지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라고 말 

하고 싶다.

제품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에서 이상적인 생활환 

경을 구현하는 것. 생활환경을 구성하는 인（人）, 

공（空）, 물（物）의 관계에서 모든 것들이 인간을 중 

심으로 이 관계성을 디자인하여 차별화된 아이덴 

티티를 구축하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디자인은 

이러한 관계를 연결하는 시스템적인 포괄적 관계 

라고 말하고 싶다.

또한 각자 소유하고 있는 개인 공간의 내 것 에 

서 탈피하여 나를 포함한 우리 라는 의식의 개념 

이 아닐까! 집안의 소파는 벤치로, 전화는 공중전 

화로, 집안의 모든 요소들이 결국에는 집밖에 그 

대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제 종합적인 관점에서 

의 환경디자인이 필요한 때이다.

그밖에 디자이너에 대한 모든 생각

환경 디자이너는 프로듀서이자 오케스트라를 지휘 

하는 지휘자라고 생각한다.

이제 단순히 감각적 능력만이 디자이너의 모든 것 

인 양 인식되던 때는 지났다. 과학을 동반한 주변 

의 것을 이해해야 하고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에 대한 타당성 있는 이유를 완벽하게 표현해야 

한다.

특히 환경디자이너는 도덕적인 책임감에 입각한 

디자인을 진행해야 한다. 고집하고 설득할 수 있 

는 힘이 있어야한다.

환경은 무작위의 사람들과 함께 항상 존재한다. 

물론 정확한 수치로 정리할 수 없지만 나쁜 환경 

은 결국 사람들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이다. 사회 

적인 책임감 없이 단지 쉽게 표현 가능하다고 해 

서 진행되는 모든 것들은 디자이너들이 경계해야 

할 가장 무서운 것이리라. 그 일례로 지하주차장 

의 경우를 보자. 최근 지하주차장에서 일어나는 

피해사례는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될 정도로 심각 

하다. 이때 디자이너들이 이런 문제의식을 감안하 

여 벽 색상을 되도록 밝게 칠하고 조명을 설치하 

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디자인이 바로 사회를 

리드하고 선도하는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지 않 

을까! 물론 지금의 IMF상황 극복에도 디자인이 

그 몫을 차지할 것이匚卜. ki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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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구성 노창호

1 •주요 제품디자인연표

x-iinci 자이 사

2. 제품디자인 40년, 그 어제와 오늘

3. 전환기의 디자인

4. 히트상품, 효자상품 - 대우전자, 삼성전자, LG전자

5. 세계를 휩쓰는 우리 중소기업의 우수디자인 제품

6. 우수디자인, GD 상품들



이번 호의 특집을 기획 •구성한 노창호 책임연구원은 1963년생으 

로 국민대학교 공업 디자인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공업디자 

인을 전공, 94년부터 95년까지 유럽 아트센터 Advanced 

C。니rse를 수료했다. 현재 LG전자 디자인종합연구소 세탁기팀 

팀장이며 국민대 공업디자인과에 출강하고 있다. 대한민국산업 

디자인전 추천작가이다.

주요연구실적으로 87년 싱싱냉장고 시리즈 디자인, 93년 김장독 

냉장고 디자인, 96년 통돌이 세탁기를 디자인했으며, 92년 사용 

자 중심 디자인방법에 관한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노창호 LG전자 디자인종합연구소 책임연구원

첫 번째 스타일 싸움

1959년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라디오가 만들 

어 졌다. 이때 만들어진 전기용 5구 라디오 제1호 

라는 뜻을 지닌 'A-50T 은 금성사현 LG전자 전 

신）가 국내 최초로 생산한 라디오이다. 당시 금성 

사 기술 고문 격이었던 독일인 헹커씨의 주선으로 

라디오 생산 설비와 부품 발주를 통해 개발이 시작 

된 A-501 은 이 땅에 처음으로 전자 공업사의 시작 

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개발 당시 설계 주임 김해수씨는 라디오 외관 캐 

비닛 디자인을 '크고 무딘 독일식을 주장하는 행 

커씨와의 논란 끝에 자신이 설계한 '길고 날씬한 

디자인을채택하였다. 크고무딘 과 '길고날씬 

한 의 첫 번째 스타일 싸움이었다. 이 모양은 탁상 

용으로는 비교적 진보적인 형태를 갖추게 되어 당 

、 시 국제신보는 “ 〜모양은 요즘 외국에서 유행하는

탁상용 최신형으로써 케이스는 플라스틱이며 색깔 

은 다섯 가지 종류가 〜 라고 디자인에 대해 짤막 

히 언급하고 있다. 가격은 동급 외제라디오의 60〜 
70%의 가격인 약 2만환 정도였다.

존폐의 기로에서 기사 회상

그러나 이 국내 최초의 라디오 A-501 은 처음 

80대를 만들어 서울의 미도파 백화점에 진열하였 

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당시 부산의 미군 

PX에서 한 달에 쏟아져 나오는 라디오가 1 만 2천 

대나 될 정도로 외제품이 판을 쳤고, 또한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질이 좋은 데다 모양도 좋은 외제 라디 

오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최초의 전자제품 1 호인 라디오 A- 
501은 재고가 3천대나 쌓이게 되어 제품을 만든 

금성사는 회사의 존폐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에 이 

브렀다. 그러나 1961 년 군사정부의 밀수품에 대한 

감시 강화와 농 • 어촌 라디오 보내기 운동에 힘입 

어 결국 라디오 A-5이은 품귀현상까지 빚게 되었 

고, 존폐의 기로에서 기사회생의 전기를 맞게 되었다.

가전 40년을 경제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1969 
년 전자공업진흥법이 제정됨으로써 정부의 중점 

육성 산업으로서 본격적인 발전기를 맞이하게 되 

었고 오늘날 세계 수위의 전자산업국으로 부상하 

였다. 40년이 지난 지금, 국내에서도 얼마 전까지 

우리 산업을 주도하였던 섬유와 조선 산업을 앞질 

러 자동차와 함께 한국 경제를 주도하는 주요 산업 

으로 성장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디자이너는 초기 공업 의장실 

등에서 단순 외형 디자인 업무만을 수행했지만, 

1974년 10월 국내 최초로 LG전자에서 디자인연 

구실을 발족한 이래, 이제는 세계에 표출할 수 있는 

독창적이고 선도적인 제품디자인 개발이 가능해 

졌으며, 특히 가전회사들의 대부분이 전문 부서에 

서 디자인 업무를 관장토록 하고 있다. 현재 가전 3 
사에서만 약 5〜6백 명의 전문디자이너가 한국은 

물론 범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디자인 

에 몰두하고 있다.

가전 40년

가전 산업분야에 있어 기술의 도입에서 축적, 그 

리고 발전에 이르기까지 디자인이 함께 해 온 지난 

40여 년을 체계적으로 분류, 그것들에 내재되어 있 

는 시대성과 역사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란 매 

우 어렵다. 오늘날 디자인의 괄목할 만한 외형적 성 

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난점의 대두는 그것에 내 

재하는 우리 디자인의 역사의식 부족에만 있는 것 

이 아니라 40여년 동안의 디자인을 평가하기에는 

벅차도록 짧은 세월이기 때문일 것이다.

페터 베렌스의 말처럼 결국 스타일이란그 시대 

에는 인식하지 못하게 마련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특집은 우리가 이제까지 디자인해 

왔던 지난 40년 동안을 스타일의 미학적 논쟁을 배 

제하면서도 디자인 도입기와 성장기 과정에 있는 

우리 나라 제품들을 점묘법적 탐색 을 통해 시대 

성과 역사성을 가늠해 보고자 함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산업디자인 지는 그 동안의 

디자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기 위해 각 산업 

분야에서 쏟아져 나왔던 제품들을

첫째는 주요 제품 연표로 구성하고,둘째는 제 

품 디자인 40년, 그 어제와 오늘 로서 국내 제품디 

자인을 사료적 관점에서 간략하게 짚어 보고 셋째, 

'전환기의 디자인 이라는 제하로 그 분야에서 새 

롭게 제품의 전환점으로 작용했던 디자인의 면면 

을 담당 디자이너와의 인터뷰를 통해 살펴보며 넷 

째, 가전 3사를 중심으로 그 동안 디자인을 통해 매 

출에 기여했던 히트 상품 디자인들이 기획에서 시 

판에 이르기까지 프로세스적 관점에서 새롭게 조 

명해 봄으로써 '히트의 필연성 을 추론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으로서 시대적인 혜안으로 

디자인을 통해 세계 제일로 설 수 있었던 제품들을 

알아봄으로써 디자인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마지막 

으로 연도별로 GD상품으로 선정된 디자인에 대해 

자료적 곤卜점으로 접근하였다. 이들 제품들을 통해 

시간을 초월한 훌륭한 디자인의 기본 원칙을 찾아 

낼 수 있기를 바란다.kidp

口자인이 역사를바꾼다 - 우리 나라 제품디자인 역사 industrial design/mayjune/1998



잠고 : 이 연표는 이번 특집에 게재된 제품들만을 연도별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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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디자인 40년 

그 어제와 오늘!

디자인이 역사를 바꾼다 - 우리 나라 제품디자인역사

국내 최초의 금성사 라디오 A-501

최 중열 삼성전자 상품기획센터 과장

❶ 리 나라 현대 디자인의 형성과정은 이념적 

인 측면에 있어서나 실제적 측면에 있어서 

이너 세대를 형성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특히 이 시 

기부터 대기업에서 디자인의 필요성을 절실히 인

❶ 현시적 소비와 부의 상징적 기호성을 가졌던

목상 캐비닛 TV 의신문광고

❷ 1972년 개발, 국내 시장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19" 흑브벅 TV 마하 506(SW-T506L) 

서구와는 다른 여러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현대 

디자인을 형성하게 한 요인들 가운데서도 특히 과 

학기술적인 요인과 경제적 요인에 따르는 사회의 

변화가 디자인 발전의 실질적인 요인이 되었기 때 

문에 현대 디자인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나 공업 

화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인 요구에 의해 이루어졌 

던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현대 디 

자인은 1960년대 초부터 실질적인 발전을 보게 되 

었다. 따라서 이 시기를 기점으로 그 이전 시대는 

디자인이라는 개념보다는 미술개념이 더 짙었던 

시대였으므로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1960년 

대 이후의 흐름을 간략하게나마 추적해 보는 것이 

한국 제품디자인의 흐름을 알아보는데 더 효율적 

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196이년대 초 우리 나라의 정치적 변화由년제3공화 

국로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수립되고 생산증대와 

수출신장, 생활철학을 바탕으로 한 교육이념과 같 

은 국가정책에 의해서 디자인에 대한 국가적 • 사 

회적 인식이 고조되었匚卜.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의 

해 생겨난 것이 1966년에 공모전의 성격으로 시작 

된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로 이것이 사실상 한국 

디자인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새로운 디자 

식하고 디자이너를 요구함에 따라 제품디자인 개 

발이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기업과 디자이너와의 

협력관계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1900년대 초에서 한 세기를 마감하는 지금까지 

100여년 가까이 세계사는 산업화로 일관하였으며 

(현대를 탈 산업화에 의한 정보미디어 사회라고 흔히들 말하지만 필자가 생각하기에 아직까지도 세계 

는 산업화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산업화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정보미디어 사회의 실현은 아 

직 설득력이 再한 것으로생각된다 예술과 문화, 특히 디자인은 이 

와 같은 발전의 보편성을 따랐다. 이러한 역사의 흐 

름을 우리의 역사의 흐름에 대입해서 가정해 본다 

면 1900년대에서 현대까지 산업과 예술 문화 사 

이에 놓여있었던 논리는 1960년대 초에서부터 

2000년 너머까지 그 발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 

만, 동일한 원리에 따라 발전할 것이다 필자의이러한㈱에 

대해 이미 우리의 디자인도 세계적인 맥락 속어I서 그 발전의 궤를 갈이하고 있다고 말할지 모뢴다. 하 

지만 오랜 시간의 노력과 경험 및 이론적 토양이라는 밑바탕이 기본 전제로 깔려있는 서구의 디자인과 

그것의 본질을 제대로 해석도 하지 못한 채 아직도 흉내내기에 급급한 우리의 디자인 문화적 바탕을 

단지 표면적으로 떠오른 현상만욜 가지고 판단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필자는 단정한다) 그 

러므로 적어도 현재의 디자이너와 앞으로 다가오 

는 세대의 디자이너까지도 산업화와 관련짓지 않 

고서는 우리 나라 실정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디자 

인에 대한 논의는 불충분 할 수 밖에 없다.

40_____________________
industrial design/mayjune/1998 제품디자인 40년, 그 어제와 오늘!



❸ 1979년 삼성전자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가정용 VTR(SV-7700)

01977년 컬러 TV 수출 모델(SW~C3761)

❺ 80년대 초 가전제품의 이슈였던 에너지 절약형 냉장고의 신문 광고

0 80년대의 컬러 TV 수출 모델(CT5399C)

1960년대 후반 〜 1970년대 중반 

디자인 철학의 부재와 기술을 포장하기 위 

한 도구로서의 디자인 시대

❺

0

1959년 이 땅의 전자산업을 연 금성사의 국내 

최초 라디오 A-501 을 출발점으로 해서 196이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공업 제품의 디자인은 그 당시의 

전자 제품들이 가지는 사회적 배경이 그랬듯이 사 

회적 부(富)와 재산상의 가치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그 

무엇(현시적 소비로서의 디자인의 상징적 소비)을 필？루 했으匸녀 그 역 

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 이것은 바로 디자인 

이 가지는 심미적, 실용적 기능보다 상징적 기능이 

이 시대에 더 커다란 디자인의 요소로 작용했음을 

의미하며, 심미적 기능이 미적 기능의 문제라면 상 

징적 기능은 사회적 관계에서의 의미소통의 맥락 

으로 이해되어져야 할 것이다.

사물이 상징적 기능을 행한다는 사실은 그 자체 

가 사회 내에서 공유되는 상징적 코드가 존재함을 

암시한다. 즉 무엇이 부를 상징하고 무엇이 권력을 

나타내는 것인가에 대한 암묵적 의식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그 당시는 한국전쟁과 근대 

산업화를 거치면서 모든 면에서 물자가 부족했으 

며, 가전제품은 소비자들에게 매우 생소하면서도 

매력적이고, 아무나 함부로 소유할 수 없던 고가의 

것이어서 그러한 전자제품을 소유한 사람들은 제 

품을 사용하는 기본적인 욕구충족 이외에 타인에 

게서 부러움의 시선을 받고자 하는 과시의 심리가 

상존하기 마련이었다. 디자인이 이러한 소비자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했는지의 여부는 필자가 알 수 

는 없지만 그것이 의도적인 것이든 우연이든 간에 

그 당시의 디자인은 이러한 사회적 배경과 잘 맞아 

떨어졌었다.

이러한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인 과시에 대한 의 

식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인류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지속될 인간본연의 욕구임 

에 틀림없다. 타자의 시선 앞에 선 오늘날의 주체들 

은 그 시선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고자 한다. 따 

라서 이러한 제품의 이미지들은 보여지기 위해 존 

재하고 과시적 키치로 나타난다. 손님이 어떤 기회 

에 자신의 집을 방문했을 때 방에 놓여있는 열쇠 잠 

금 장치가 달린 미닫이식 도어의 호화로운 초창기 

TV와 금분을 입혀 놓은 배지와 현란한 크롬 도금 

의 다이얼로 치장한 라디오는 그 당시로서는 실용 

적 욕구충족과 함께 부의 소유라는 현시적 기호의 

소비재였다.

이것은 또한 이러한 제품의 소유를 통한 사회적 

지위의 차별성이라는 기호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 

는데 이러한 상징적 소비의 징후는 사회 문화적, 기 

술적 환경의 차이에 의한 표현 양식과 정도의 차이 

만 있을 뿐 그 근본적 속성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시대의 디자인은 모던디자인이 지니 

는 대량생산에 의한 대중소비의 미덕으로서의 기 

능주의적 •실용주의적 디자인이기보다는 기술을 포 

장하기 위한 기업의 도구로서의 역할에 충실했으 

며, 이러한 디자인의 토양은 일반인에게 디자인이 

단지 제품의 껍데기를 만들어내기 위한 충분조건 

으로서의 포장디자인, 외관 치장이라는 인식의 틀 

을 심어주게 되었다. 이러한 디자인의 경향은 제품 

기구 개발 및 플라스틱 사출 생산기술의 낙후성이 

라는 제약조건과 함께 일정한 조형의 틀을 갖게 되 

었는데 다소 과장된 장식적 디자인 요소의 사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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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987년 11 월 시판한 3 도어 냉장고

❶ 1998년 발매된 냉장고 Prestige

€>1998년 발매된 냉장고 Zipel

❿ 1992년 발매된 세탁기（WFT810KD

그것이다. 이 경향은 앞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현대 

디자인의 흐름이 산업화 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 

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여 주는 것으로 70년 

대 후반부터 활성화된 플라스틱 소재와 기구설계, 

사출성형 기술의 비약적 발전이 있기 전까지 지속 

되었다.

1970년대 후반 〜 1980년대 후반 

오일쇼크와 모더니즘 디자인 철학의 태동 

및 제품판매틀 위한 디자인 시대

1960년대와 7이년대 초반의 디자인은 이후 한 

국의 경제성장과 7이년대 후반의 오일쇼크 및 제품 

제조기술의 발달로 이어진 국내 디자인계에 새로 

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준 계기가 되었다. 오일쇼크 

에 의한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은 국내 가전제품에 

그전과는 다른 상품의 가치를 요구하게 되었고, 이 

에 발맞추어 기업은 새로운 시대의 소비자 요구에 

부합하는 상품 컨셉을 만들어 내게 되었다. 그것은 

오일쇼크에 의한 에너지 절약의 일환으로 전자제 

품의 소비 전력량을 줄이는 것과 치장과 장식에 의 

한 제품원가 상승요인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또한 

기존의 과시적 소비의 상징이었던 전자제품의 보 

급률이 70년대 후반까지 지속되었던 한국의 경제 

성장 및 수출호조에 힘입어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 

여서 6이년대 전자제품이 가진 재산적 의미와 부의 

상징적 기호소비 측면의 효과가 많이 상쇄된 시점 

이었다. 또한 이에 발 맞추어 제품의 기구설계 수준 

과 플라스틱 사출성형 기술의 발달로 이전의 우든 

캐비닛에서 플라스틱 캐비닛의 가전제품 채용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플라스틱 처리 기술의 발달은 디자이너들에게 

이전의 디자인과는 다른 보다 다양하고 자유로운 

형태의 전개를 가능하게 해 주었다. 이러한 경제 

적, 사회적, 문화적, 기술적 상황의 변화는 디자인 

이 어느 한 가지의 환경적 요소에 의해 변화되는 것 

이 아니라 총체적이고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 결정 

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 준다. 따라서 이 시대 

제품의 주된 이슈는 저성장기를 슬기롭게 극복하 

고자 하는 제품의 실용주의, 소비절약 정신에 있었 

다. 그리고 고도의 대중소비시대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사회적 욕구에 부응하는 기능주의적 모더니 

즘의 제품 컨셉 및 디자인적 발현으로 이어진다.

1920년대의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이상주의적 

모더니즘 디자인이 미국에서 상업주의적 모더니즘 

으로 변모한 것처럼, 한국에서도 이러한 미국적 경 

향의 모더니즘이 태동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상업 

적 모더니즘이 굿 디자인 과 같은 개념으로 대중 

화되기 시작한 것처럼, 한국에서도 디자인이 제품 

을 판매한다 는 미국적 디자인의 개념이 서서히 태 

동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개념이 활성화 된 것은 

다음에 논의하게 될 1980년대 후반이다. 따라시 

이 시대의 디자인은 예술가적 아이디어 보다는 소 

비자에게 어필하는 제품에 관심을 가졌고, '인간에 

게 봉사하는 디자인 보다는 소비자에게 봉사하는 

디자인 철학을 가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시대는 오일쇼크로 인한 경제불황 속에서 디 

자인을 통해 판매를 촉진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자 하는 움직임이 강력한 때였으므로 시장경쟁에 

서 승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무기로써의 양식 및 미 

의 재화적 가치와 사치가 아닌 디자인의 경제성에 

디자이너들이 눈을 뜨기 시작한 때였다. 1930년대 

미국의 상업적 모더니즘이 1920년대의 이상주의 

적 모더니즘의 학술적이고 원리적이며, 검소하고 

금욕주의적이었던 차가운 지적 이미지에서 탈피하 

여 1930년대와 40년대 미국을 풍미했던 곡선적이 

고 감상적인 유선형 디자인으로 대체되었던 것과 

는 달랐匚卜. 한국에서의 모더니즘은 그 기본적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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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성향은 미국의 그것을 닮았지만 디자인 조형상 

의 전개는 미국에서 전개된 상업적 모더니즘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인데 앞서 말한 유 

선형의 디자인은 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이 

것은 당시의 제조기술이 미국의 그것과 같은 형태 

의 제품을 만들어내기 어려웠던 점과 맥을 같이하 

는 것으로서 서론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제품디자 

인이 산업화의 발전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는 기본 

전제를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대 

의 디자인은 196이년대와 7이년대 초의 디자인과는 

수 있었던 시기였다. 이것은 마치 2차 세계대전 이 

후 1940년대의 미국의 경제상황과 같은 현상으로 

그 동안 억제되었던 욕구가 밖으로 분출되어 일상 

적 가정생활용품에서부터 가전제품, 자동차, 주택 

에 이르기까지 풍요로움에 대한 물질적 갈망이 디 

자인을 통해 향유될 수 있다는 인식을 소비자들에 

게 심어 주었다. 이제까지 먹고 살기에 급급했던 대 

중들은 경제적 여유와 생활의 풍요로움을 강력한 

구매력을 바탕으로 한 소비충족의 형태로 표출시 

키기 시작했던 것이다. 따라서 대중의 소비시장은

❿ 1996년 5월에 발매되어 어린이들에게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개구리 카세트(RC-A26) © 1996년 발매되어 청소년들의 인기를 끌었던 MyMy(My-SI) ® 1996년 시판된 명품 Plus One IV

상이한 조형적 특성인 장식을 배제하여 간결하고 

제품의 양산성을 높인 디자인이면서도 커다란 조 

형의 흐름으로 보아서는 여전히 각지고 어딘지 우 

아하지 못한 구석이 있는 제조기술적 한계를 그대 

로 보여주는 디자인을 고수하고 있었다.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중반

굿 디자인 진흥, 첨단기술과 디자인의 상 

업화 시대

1980년대 후반의 한국사회는 비약적인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의한 삶의 풍요로움과 여유를 누릴 

급성장하기 시작했으며 제조업자들은 소비자의 기 

호에 맞는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상품만이 시장에 

서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하여 

굿 디자인' 의 개념이 1940년대 미국에서 그러했 

던 것처럼 한국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1940년대의 미국 디자이너들이 '형태는 기능 

에서 유래한다 는 순수 디자인 이론을 '디자인은 

판매에서 유래한다 라는 철학으로 변형시켜 판매 

와 소비를 위한 디자인 시대를 창조했고 이러한 디 

자인 사상은 세계적으로 파급되어 산업 선진국들 

은 제품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 의식의 향상에 발맞 

추어 굿 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정부기관, 혹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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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기관들을 설립하였다. 한국의 디자이너들도 그 

와 같은 길을 걸었다. 또한 기업의 이러한 제품디자 

인에 대한 노력과 투자 및 인식 확대를 위해 한국의 

디자인 진흥을 담당한 KIDP에서는 GD(g°0doe殉"와 

g^Successful Design) 제도를 만들어 이러한 분위기를 확 

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가시화 하였다. 따라서 이 시 

기부터 유용한 제품은 곧 굿 디자인이라는 용어로 

표현되었으며 기능주의는 정직성(진실성), 통합성, 품 

위, 정숙, 검소함 등과 같은 의미로 통용되었다.

굿 디자인의 이론상 정의는 위와 같이 내려질 수 

있었지만 각각의 기업에서 제품디자인에 임했던 

디자이너들이 이러한 굿 디자인의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제로 그것을 디자인을 통해 실천하려 

했는지의 여부는 알 수가 없다. 물론 이 시기에 많 

은 종류의 굿 디자인이 배출되고 선정되기는 했지 

만 그렇게 외부로 드러난 디자인의 현상만을 가지 

고 모든 디자이너가 굿 디자인에 대한 정확한 공감 

대를 지니고 있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뜻이 

다. 따라서 이 시기는 정책적 차원의 디자인 진흥, 

매스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 

및 홍보, 기업 스스로의 필요에 의한 디자인부문 투 

자로 국내 제품디자인의 양적인 팽창과 그에 따른 

질적 수준의 고양이라는 수순을 따라 발전을 거듭 

한 시기였다. 이와 아울러 지속적인 소재, 설계, 가 

고 제조기술의 발달로 디자이너가 운신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고 그 이전 시대에 비해 보다 더 다양한 

조형 전개와 소재사용 및 컬러적용이 가능해 졌다.

조형상의 커다란 특징으로 그 전에는 제품에서 

볼 수 없던 과감한 기하곡선과 자유곡선의 사용으 

로 물질적 풍요로움을 디자인적으로 표현하는 디 

자인적 유추(Anagy)와 은유(Metaphor)가 자연스럽게 이 

어졌으며, 소재에 있어서는 이전에 쉽게 사용할 수 

읍、더 고급소재(알루미늄, 티타늄 합금, Curt-亿 Hot Stamping) 등의 소재 

에 대한 다양한 시도와 과감한 유채색 계열의 레진 

컬러(ResinOolor)의 개발 및 부드러운 톤의 파스텔 색상 

등이 한 때 젊은이들을 겨냥한 제품에 사용되었다. 

이것은 소비자들에게도 제품디자인에 대한 고정 

인식의 틀을 깨고 다양한 제품의 가능성에 대한 인 

식을 넘어 소비자 스스로 제품에 대한 각자의 취향 

에 맞는 제품을 요구하게 되는 주체적 소비 , 즉 수 

용자적 관점에서의 제품보기라는 새로운 개념을 

심게되는 계기가 되었다.

양적 팽창과 질적 수준의 고양이라는 숨가쁜 디 

자인의 발전은 이렇듯 외적요인에 의한 영향을 받 

아서 발전을 거듭해 온 것이다. 디자인계 자체 내지 

는 디자이너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에 의해서만 발 

전해 왔다고 믿기는 어렵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 

며 이 또한 서론에서 언급했던 디자인의 관계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 현재

무역전쟁과 경영의 전략적 수단으로서의 

디자인 시대

디자인이란 용어는 부가적인 가치, 부가적인 욕 

구와 그에 대한 충족의 개념으로 일반에게 이해되 

었다. 제품디자인이라는 기능에 의해 만들어진 모 

든 제품이 실제로 바람직한 부가가치와 부가적 욕 

구가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이라는 실존적 공간 속 

에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지 않고 디자인의 민주화 

는 모든 시장 속에서 소비자의 선택에 끊임없는 결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디자인 

자체의 관성은 양식적인 과잉현상이라는 일종의 

부작용을 가속화하여 시장에서 끊임없는 다양한 

양식을 요구받게 되었고, 이러한 양식을 창조하는 

디자이너의 필요성이 이 시대의 대세이다.

모더니즘 디자인은 여전히 그 맹위를 떨치고 있 

고, 그 가치는 여전히 디자인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 

으며, 특히 디자인 교육과 디자인 개혁의 분야에서 

변함없는 뚜렷한 특성이 되어왔다. 많은 이상주의 

적 디자이너들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에도 불구하 

고 공예에서 볼 수 있는 유일성 및 일품성을 강조하 

고 그 가치를 유지함으로써 배타적인 자세를 견지 

하고 있다. 1980년대 세계의 디자인 무대에서 일 

어났던 포스트 모더니즘과 멤피스 등을 중심으로 

한 반 모더니즘 사상을 포함한 디자인 다원주의 현 

상이 한국에서 시작되었다. 이것은 비단 제품디자 

인 분야에만 국한되어 일어난 현상은 아니며 여러 

가지 경향의 디자인이 혼재하면서 경쟁하는 양상 

으로 전개되었고, 국제경쟁의 시대 속에서 디자인 

은 자국의 경제번영을 위한 한 수단으로 바라보는 

냉엄한 현실 속에 우리의 디자인이 서 있는 것이 현 

실이다.

196이년대 이후 1980년대와 90년대를 거쳐 

오늘날까지의 세계 디자인 상황에 대해서 양식의 

혼용이나, 다원주의라는 이론적 정의를 내리기 보 

다는 그 자체가 이미 '디자인 전쟁' 이라고 표현하 

는것이 오히려 더 타당할듯싶다. 1990년대에들 

어서면서부터 한국의 경제가 선진국형으로 변모함 

에 따라 디자인의 중요성이 다시 크게 거론되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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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하면 커다란 오류가 없 

을 것으로 생각한다. 급격한 임금의 인상과 선진국 

기술 이전의 기피 및 독자적 기술개발의 어려움, 생 

산단가의 상승에 의한 우리 상품의 경쟁력 저하는 

브랜드 이미지나 독창적 디자인과 같은 부가가치 

의 제고를 통하여 상품의 비가격 경쟁력을 제고시 

켜야 하는 필요성을 가져왔다.

산업디자인은 원래 새로운 제품의 창출 과정에 

서 엔지니어나 마케팅 담당자들이 해결하기 어려 

운 문제인 제품과 기능과 형태의 조화' 를 위하여 

생겨난 분야라고 할 때, 신제품 개발은 기술력과 디 

자인력이 불가분의 관계를 맺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기술력이 제품혁신의 씨앗 이 된다면 디자인력은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열매를 맺게 해 주는 자양 

분 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제품의 특성을 능가할 

수 있는 경쟁력의 우월성은 바로 디자인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선진기업은 이미 디자인 

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 

여 커다란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제 우리의 기업들 

도 이러한 디자인의 전략적 경영자원으로서의 가 

능성과 잠재력에 눈을 뜨고 디자인에 적극적 관심 

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예기치 않았던 복병 

인 거품경제의 붕괴와 IMF 구제금융 탓에 갓 꽃을 

피우려던 우리의 디자인계는 다시 힘겨운 1970년 

대 후반의 상황으로 후퇴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 

는 우려를 낳을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 

실이다.

결론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국내 디자인 40년사는 

세계 디자인 150년사의 흐름을 아주 짧은 기간 안 

에 함축시켜 놓은 디자인사의 축소판이라는 사실 

을 파악했을 것이다. 비록 짧은 기간 동안이었지만 

한국의 근대화 과정과 급속한 경제발전의 속도만 

큼이나 우리의 디자인사도 숨가쁜 역정을 밟아온 

것이다.

1960년대 이후 국내 디자인과 세계 디자인 사 

조간의 시간적 격차가점차그 간격을 좁혀 이제는 

거의 세계적 추세 속에서 우리의 디자인이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사실은 디자인이 사회 • 문화적, 

기술적 맥락에서 이해되야 하듯이 우리의 디자인 

도 역시 우리가 속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경제, 사회, 기술적 므耳락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한 

다는 것이다. 내부로 쌓인 문제점이 한꺼번에 폭발 

하여 연쇄적인 혼란과 파국을 맞이한 경제의 현실 

처럼 어쩌면 우리의 디자인도 그러한 한국적 운영 

의 틀 속에서 스스로의 경쟁력을 키우지 못한 채 외 

형적 성장만을 거듭해 왔다면 곧 개방될 무한 경쟁 

시대의 디자인 시장경제의 커다란 파고 앞에서 맥 

없이 쓰러져 버리는 사상누각의 우를 범하게 되지 

는 않을까 하는 것이 필자의 진정한 우려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은 과연 

올바른 발전 과정 속에서 숙성되고 진정한 실력을 

축적해 왔는지에 대해 스스로의 반성과 질문을 진 

지하게 던져보아야 할 시점이다. ki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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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이 역사률 바꾼다 - 우리 나라 제품디자인 역사

전환기의 디자인

—>

김 향희 KIDP 출판사업팀 기자

HPC 모빌리안 （페놈）

WF-941HW 빨래판 세탁기

GR -422AF 냉장고

명품 플러스 원 TV

DWA-070c 식기세척기 마이콤

헤드폰 카세트 아하 프리 3탄

丿. 탠퍼드 대학이 있는 실리콘 밸리는 폭 15km, 길이 50km의 형소한 지역이다. 이 

■一—지역에는 수많은 첨단 벤처기업들이 빽빽히 입주해 있다 이들은 미래를 연구하며 

정보사회의 신천지를 개척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성공하면 정보혁명이 가속화되고 

산업 구조가 변 혁된 다.

서 울대가 있는 신 림동은 고시 촌이다. 고시 촌에 입 주한 젊은이 들은 과거 를 연 구한다. 육법전서 를 

외우고 판례를 암송한다. 이들이 성공하면 치안이 유지되고 송사가 해결된다.

실 리콘 밸 리의 젊 은이 들은 세 계 각국에 서 모여 든 여 러 사람들과 만난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온갖 정 보를 공유하고 공동느력 에 몰두한다.

신림동 젊은이들은 사람 만나는 것을 적극 자제하며 독방에서 홀로 공부한다. 개인의 실력을 

연 마하며 고유정 보를 비 망록에 기 록한다.

실리콘 밸리의 스탠퍼드 대학 석박사 과정을 마친 학생들은 졸업 흐에도 지도교수와 긴밀한 

협력연구를 수행한다.

신 림 동에 서 는 수업 을 소홀히 하며 고시 촌에 상주하고 교수와 단절 된 생 활을 계 속한다.

실리콘 밸리의 식당과 카페에는 벤처사업가와 벤처투자가들이 모여 온갖 정보를 교환한다. 

신림동의 순대집과 느래방에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고시생이 모여든다.

실리콘 밸리의 젊은이들은 가슴이 울렁거린다. 추진하고 있는 일이 성공하면 미래사회가 앞당겨 

전개되기 때문이다.

고시촌의 젊은이들은 가슴이 답답하다. 10번만에 합격한선배도 있고 단번에 합격한 흐배도 있기 

때문이다.

실리콘 밸리는 미래를 꿈꾸며 창조하는 사회이고 신림동 고시촌은 과거를 들추어가며 현재를 

지키 려는 사회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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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와 함께 벤처란 단어가 매일 우리의 매스컴을 오르내리던 지난 1 월 이면 

우 교수가 썼던 벤처산업이 밀집해 있는 실리콘 밸리와 우리의 고시촌을 비교 

한 내용 중의 일부. 이 글을 접하면서 우리는 항상 너무 과거에만 집착하고 있 

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되었다. 특히 이면우 교수는 최근 흩어져야 살 수 

있다는 논리를 전개하는 등 기존의 우리 사고에서 탈피한 새로운 접근으로 강 

한인상을 남겼다.

각설하고, 20세기 초 디자인은 미국의 대공황 탈출의 선봉장이었다. 상업 

도시 뉴욕에서 윌터도윈 디그와 레이몬드 로이, 헨리 드레이퍼스 등이 연달아 

컨설팅 디자이너로 개인 사무실을 열었던 때가 미국 대공황의 경기침체기였다 

는 사실은 디자인의 성격을 무엇보다도 잘 설명하고 있는 셈.

이 시기에 선보였던, 라디오 스피커와 배선판의 조립방식을 바꾸어 겉모양 

을 우아하게 디자인한 필코제품이나 올리베티의 타자기는 출시되자마자 상점 

앞에 구경꾼이 몰려들었고 판매량이 50% 이상 상승했다고 한다.

디자인이 경제공황을 탈출시키고 인류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꾼 일례는 이 

외에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최근 아시아 경제의 몰락(?)과 일본 경제의 침체로 인해 또 다시 공항의 위 

기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 역시 디자인은 유일한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다.

짧은 제품디자인의 역사이지만 우리에게도 과연 역사를 바꿀 만한 디자인 

이 있었을까?

이에 본지에서는 전환기의 디자인 이란 주제로 현재 국내에 출시되는 제품 

군을 크게 가전제품군, 멀티미디어제품군, 주방제품군으로 나누어 그 제품군 

영역에서 출시 이후 디자인적으로 다음 제품들의 스타일을 주도하고, 소비자 

의 생활패턴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 디자인을 한 번 찾아보기로 하였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항은 과거의 개발 환경 등을 되 

돌아보는 측면이 단순히 과거지향적 관점에서의 분석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 

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가장 값진 경험은 바로 과거에 존재하리라는 확신 때 

문이다.

특히 이 제품들의 디자인 개발 과정은 단순히 외형적인 측면에서 디자인이 

잘 되었다기 보다 철저한 소비자 시장 조사와 뛰어난 기술력 , 마케팅력의 바탕 

위에 디자인과의 4박자가 잘 맞아떨어진 공통의 교집합 제품들로, 불황기의 

지금 상황에서 신제품 디자인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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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C 모빌리안 （페놈）

7. 회사명: LG전자

2• 개발기간 : 97. 3〜97Tl
3. 디자이너: 박경진

투캅스 3.
"아니, 저건 뭐지?”

우와, 우리 영화에도 007시리즈에서나 나옴직 

한 초소형 정보통신기기가 선보여 화제. 노트북도 

아닌 것이, 전자수첩도 아닌 것이 각종 경찰업무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

일반 담배갑 3개 정도의 크기, 외투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며 언제 어디서나 손바닥에 올려놓고 사 

용가느 MS-Word, 엑셀등일반PC나노트북과 

호환하여 편리하게 사용 PC데이터 호환 가느 전 

자수첩만한 크기• 기본 데이터 작성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키보드와 전자펜 사용 워드 프로세스와 엑 

셀 등 표 계산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기능은 슈퍼컴 

퓨터. 바로 LG전자에서 출시한 HPC 2세대 모빌 

리안이다. 국내에서는 모빌리안이란 브랜드로, 해 

외에는 페놈' 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96년 마이크루소프三, 필립스, 카시오, LG전자 

등의 7개사가 정보통신기술을 확보, 공동개발한 

HPC. 따라서 이 7개사 업체만이 독점적으로 HPC 
란 제품명을 사용할 수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 출시 

된 HPC 역시 이 분야에 있어서 독보적인 제품⑺ 

이라는게 모빌리안에 대한 박경진 선임연구원의 

자랑이다.

1세대 HPC제품이 기술 우위의 제품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2세대 HPC는 기술을 기본 바탕 

으로 한 새로운 개념으로 감성을 중시하는 디자인 

이미지를 강조할 수 있는 디자인력을 과시하고 있 

는것.

휴대용이라는 제품 특성상 가볍고 슬림한 이미 

지로 디자인되었으며 모빌 제품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핸디감의 부여를 위해 금속데코 재질을 이 

용, 소프트한 이미지와 깔끔함을 강조했다. 특히 

인간공학적 측면에서 오래 사용할 때 사용상의 불 

편함을 최소화 하기 위해 자판기에 신경을 써서 자 

판을 최대한 키워 디자인했다. 전면 상하부 및 하단 

오픈 부위를 라운드로 처리하고, 전면 장식물을 금 

속 소재를 이용하여 고급감을 강조했다. 특히 640 
x 240mm의 크기로 LCD 디스플레이 화면을 최 

대한으로 크게 디자인하는 등 사용자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인간공학은 물론 감성공학적 측면까지 

배려하여 디자인되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휴대형 단말기 전용 

운영체제인 윈도우즈 CE 소프트웨어를 사용, PC 
통신, 인터넷, 이메일, 팩스 등 유무선의 통신 기능 

및 윈도우즈 95환경의 PC와 데이터 호환이 가능 

한제푸

96년 첫선을 보인 1 세대 모빌리안은 사실 기능 

적인 측면에서는 결코 세계 어느 제품에 뒤지지 않 

았지만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뒤떨어져 

당시 박경진 선임연구원은 여간 속상하지 않았다 

고한다.

그 후 디자인도 기술이라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디자인 중심으로 풀었다. 미국 현지법인인 MCC와 

미국 현지 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사용자의 

요구를 철저히 파악, 6개월 동안 소비자가 원하는 

기능과 디자인을 새롭게 적용시켰던 것.

휴대용 PC의 새로운 제품으로 휴대가 간편하 

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정보통신을 이용할 수 있 

는 새로운 스타일을 제시하고 있는 HPC 모빌리안.

“휴대용 제품이 가지고 있는 장점인 핸디価的）감 

을 철저히 부여함으로써 환경이나 장소의 장벽을 

완전히 없앴다는 것, 그리고 초소형 제품이 갖는 사 

용상의 불편함을 고려하여 인간공학적으로 디자인 

되었다는 것, 무엇보다 HPC의 선두주자로 제품 개 

발에 나서, 세계적인 브랜드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박경진 선임 

연구원의 말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새로운 제품 

군 개발에 대한 끊임없는 투자, 소비자의 요구를 철 

저히 파악하는 마케팅려 철저한 사용편리성 위주 

의 제품 디자인만이 치열한 제품 경쟁에서 살아남 

을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최초로 개발한 제품군이기 때문에 어떤 디 

자인을쫓아가야하는 등의 부담감이 없다고 한다. 

모빌리안 자체가 유행을 선도하는 제품이기 때문 

에 LG 모빌리안만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독자적으 

로 진행하고 있다고 자부.

HPC 모빌리안 （페놈）

HPC 모빌리안 （페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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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F-941HW 빨래판 세탁기

1. 회사명: LG전자

2. 개발기간: 85년 4월 〜 86년 5월
3. 디자이너 : 이재우, 김영일

1969년 세탁과 탈수가 구분되어 있던 2조식 수동 

세탁기가 국내에서 최초로 출시된 이후 2조식 자동 

세탁기 , 세탁과 탈수가 한 통속에서 이루어지는 전 

자동에 이르기까지 세탁기 역시 가사 노동의 일익 

을 담당하는 첨병역할을 해 왔다. 최근에는 통이 돌 

아가거나 공기방울로 세탁하고 드라이 클리닝에 

퍼지 기능이 부착된 제품 등 기능의 차별화에 주력 

하고 있다. 그러나 단 한가지, 이용하는 사용자가 

직접 작동시키는 제품 특성상 컨트롤 키 위치에 따 

른 조작의 용이성은 세탁기의 기능 중 세탁력 만큼 

이나 중요한 요소이다. 이런 이유로 현재 모든 세탁 

기의 컨트롤 조작부는 전면 상단 부분에 위치해 있 

다.

그렇다면 이 컨트롤 조작부 위치가 최초로 전면 

상단 부분에 디자인되었던 제품은 과연 무엇일까? 

바로 86년 출시된 빨래판 세탁기이다.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주로 일본 제품의 금형을 

그대로 도입, 조립만 하던 시기였고 82년 전자동 

세탁기가 나온 상태였지만 수동식 사용습관에 길 

들여진 소비자들에겐 전자동 세탁기가 과연 깨끗 

하게 세탁될까하는 거리감이 있어 전자동의 시장 

점유율이 미미한 단계였다.

“물론 당시에도 일본에서 마이콤 방식의 획기적 

인 제품모델의 몸체 금형을 그대로 가져오긴 했지 

만 몸체를 제외한 뚜껑부위와 컨트롤 조작부의 부 

분부분을 디자인한 최초의 제품이었다'며 빨래판 

세탁기의 디자인을 담당했던 디자이너 김영일씨는 

회상했다. 그는 현재도 세탁기팀에서 다양한 디자 

인을 진행하고 있는 세탁기 도사

크게 컨트롤 조작부와 몸체로 구분할 수 있는 세 

탁기에서 컨트롤의 위치를 전면 상단 부분에 레이 

아웃, 이전 제품인 컨트롤 키가 후면 상단에 위치 

하고 세탁측과 탈수측이 분리된 2조식 전자동 세탁 

기와의 차별화를 시도했다.

우선 조작상의 편리성을 감안, 컨트롤 부위를 디 

자인하고 세탁기의 뚜껑 또한 접혀서 열리도록 콤 

팩트하게 디자인하여 사용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했 

다. 마이콤 방식, 원터치 작동, 불림 세탁 채용, 일

시정지버튼 등도 빨래판 세탁기만의 차별화된 신 

기능으로 부각되었다.

한편 몸체의 금형을 일본에서 가지고 온 것이긴 

하지만 핑크 톤의 컬러를 도입하고 모서리 부분에 

라운드를 처리하여 당시 대용량이면서도 작게 보 

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빨래판 이라는 한국적 특 

성에맞는 컨셉의돌출은 이후 한국형 제품 개발 

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

소비자들에게는 전자동에 대한 불신감이 해소 

되어 2조식 세탁기에서 전자동세탁기로 소비행태 

가 전환되는 기준이 되었으며, 비록 당시 기술 및 

마이콤 방식은 일본에서 수입한 것이긴 하지만 빨 

래판 세탁기 이후 국내 전자동 세탁기 스타일을 현 

재 시점까지 인식시켜준 계기모델로써 컨트롤 조 

작부 위치의 전형이 되었다.

GR -422AF 냉장고

1. 회사명: LG전자

2 개발기간: 84년 11 월 〜 85년 6월
3. 담당 디자이너 : 홍정표, 노창호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에스키모인들에게 냉장고를 파는 방법? … …

8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냉장고에서 디자 

인적인 부분이란 손잡이가 전부라고 해도 지나치 

지 않을 정도로 거의 모든 부분이 설계엔지니어의 

소관이었다. 더욱이 독자적으로 설계되어 개발된 

예조차 없을 정도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손잡 

이 부분 뿐만 아니라 냉장고의 고내（내부）부분에 

디자인을 최초로 적용시킨 제품이 85년 선보였다.

日자한可혁사를 바꾼다-우리 나라 제품디자인 역사 industrial design/mayjune/1998



GR-422AF 냉장고

GR-422AF 냉장고

당시 이 냉장고는 전량 수출되어 국내에는 잘 소개 

가 안 된 제품이지만 냉장고 디자인사에서는 충분 

히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GR-422AF 냉장고가 그 주인공인데 중동에 수 

출하는 모델이어서 디자이너와 설계엔지니어가 시 

장조사를 위해 사우디에 출장을 다녀오기도 했다 

고.

“당시 국내에는 180M 음료가 많이 애용되었기 

때문에 중동지역에서 많이 사용되는 1.5 / 생수병 

에 대한 개념이 생소했다. 따라서 현지 출장에서는 

어떤 냉장고를 개발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획적인 

측면과 개발, 생산단가적인 측면이 철저히 조사되 

어 그만큼 상품소구력이 뛰어난 제품으로 탄생했 

다. 냉장고에 수납되어지는 식료품과 용기의 크기 

같은 소프트한 요소에 많은 디자인적 배려가 필요 

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좋은 기회였고 내부디자인 

의 중요성을 실감했다” 며 당시 수출모델로는 가장 

높은 가격을 받았다고 디자인을 담당했던 노창호 

씨는 귀뜀

처음으로 1.5 / 병이안정적으로 들어가는 도어 

쪽 공간이 배려되었다. 그리고 도어 쪽에 반투명 플 

라스틱 바스켓을 채용하여 디자인 되었으며 손잡 

이도 당시로는 획기적인 포켓타입으로 디자인 되 

었다.

도어데코 프레임의 색상과 모양, 내부부품의 색 

상결정과 일부 부품 개선 등에만 한정되었던 디자 

인의 영역이 GR-422AF 냉장고를 계기로 일순간 

에 확대된 셈.

이 제품은 개발 당시 수출모델로 기획되었지만 

디자인 품평에서 상품성을 인정받아 그후 국내용 

제품생산이 이루어졌다. 물론 180M를 고려한 새 

로운 디자인이 적용된 것.

명품 플러스 원 IV

명품 플러스 원 TV

7.회사명 ••삼성전자

2. 개발기간: 95년 12월 〜 96년 9월
3. 디자이너: 구기설, 신선수, 강윤제

“숨어있던 1인치를찾았다!”

지난 96년, 월드컵 축구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을 때 TV 광고 하나가 유독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슛이 골문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 한쪽귀퉁이에서 공이 날아와골인이 되었 

던 것. 그리고 다시 보이지 않던 화면 한 쪽에서 슛 

팅을 하던 감독의 모습을 찾아낸 1인치의 공간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 화제의 제품이 바로 삼성전자에서 96년 10 
월 출시한 명품 플러스원. 소비자가 가장안정적 

으로 TV를 시청할 수 있는 화면 구성을 연구하여 

12.8대 9의 가장 이상적인 비례를 개발, 기존 TV 
의 가로 대 세로 화면비율이 4대 3인 점을 감안하 

면 수평길이를 35.2mm 늘렸다. 1926년 베어드 

가 TV를 발명한 이래 스크린 개발의 기술적인 문 

제로 방송국에서 송출하는 화면을 그대로 보여주 

지 못했던 TV 70년사에서 획기적인 제품으로 높 

이 평가받고 있는 것. 물론 디자인적으로도 다양한 

변화를 모색했다.

95년 당시 국내 TV 시장은 대형 TV와 와이드 

TV시장의 가속화와 함께 수입 대형 IV까지 가세 

하여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그러나 큰 

화면이라고 해서 안 보이는 부분까지 보여줄 수는 

없었다고 한다.

특히 95년 하반기, 그룹 회장은 “회사의 문화가 

베고 회사의 철학이 반영된 디자인 개념을 정립하 

는 작업을 그야말로 혁명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 

다. 그렇지 않으면 더욱 치열해 지는 경제 전쟁에서 

배겨날 수 없匚卜”는 디자인 경영철학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들이 새로운 제품 개 

발의 배경이 되었다. 또한 TV 제품의 경우 삼성그 

룹은 수상기의 독자적인 개발에서부터 제품생산 

에 이르기까지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전관, 삼 

성코닝, 삼성종합기술원 등의 계열사를 통한 TV 
생산의 독자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었다.

이에 독자적인 삼성만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 

자는 의욕으로 5개 계열사의 TV 박사들이 프로젝 

트 팀을 구성, 95년 12월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들 

어갔으며 결국 12.8대 9라는 독자적인 화면 비율 

을 탄생시켰다.

14기존 4대 3시장과 와이드 시장과는 차별화된, 

12.8대 9라는 기술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많은 고민을 했다. 이에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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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비율을 가장 안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디자인 

에 중점을 두어 프로젝트를 전개했다” 며 당시 디자 

인을 담당했던 구기설 부장과 신선수 과장은 말한 

다. 두 사람 모두 TV 디자인 20년, 12년째의 우리 

나라 7V 디자인의 산증인.

명품 플러스 원의 경우 무엇보다도 사용자 위주 

의 인간공학적으로 디자인된 제품이라고 강조한 

다.

12.8대 9라는 스크린 화면을 강조하고 확장감 

을 느낄 수 있게 캐비닛의 좌우면을 디자인, 스크린 

외의 불필요한 잡선을 제거하여 슬림하고 심플한 

이미지를 최대한 살렸다. 음의 시각전달을 위해 관 

악기의 구조를 IV에 적요 웅장한 중저음을 먼 곳 

까지도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슈퍼 혼 스피커 시스 

템을 좌우측 뒷쪽에 채용했다. 특히 스피커의 형태 

는 오페라하우스의 돔 형상으로 이미지화 했다.

또한 측면에 움푹 들어간 운반 손잡이 부분이 들 

고 이동하기에 불편한 점을 감안, 밑부분에 Bar를 

돌출되게 디자인하여 이동시의 애로점을 해소했 

다. 이외에도 명품 플러스 원은 사용상의 편리성 측 

면에서 소비자가 느끼는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고 

려하여 디자인되었다. 컨트롤 박스의 경우에도 작 

동 중 손가락 각도를 고려하여 손가락 안쪽에서 작 

동이 가능하도록 오픈했을 때 사용각도를 90도 이 

상이 되도록 했으며 잭의 위치도 측면으로 이동시 

켰다.

"기존 제품들이 설계의 영역에서 기능의 배치를 

결정했다면 명품 플러스 원의 경우 무엇보다도 그 

기능의 배치 영역까지 디자인에서 결정했다. 더욱 

이 누구도 하지 않았던 12.8대 9의 화면 폼을 시도 

했다는 것과 실제 사용자의 사용성 문제를 디자인 

으로 해결했다는 데 자부심을 느낀다” 며 신선수 과 

장은 이 제품을 계기로 디자이너의 역할 및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데 큰 의의를 두고 싶다고 강조하기 

도. 이번 제품의 경우에도 모든 개발과정에서 디자 

이너가 함께 참여하여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진행 

했다. 바로 디자이너가 링크되어야 할 접점이 많아 

지고 있는 셈.

명품 플러스 원의 출시 이후 국내 TV제품 디자 

인에도 12.8대 9의 화면 배율 느낌으로 캐비닛과 

스크린의 배율이 디자인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캐비닛 부분에서도 잡선 없이 깨끗한 이미지의 디 

자인이 선호되고 있다고 한다.

66년 국내 최초의 흑백 TV가 출시된 이후 80년 

대 초반 컬레Y가선보이면서 외형적인 변화를 가 

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다이얼 방식과 전자터치 방 

식의 혼재 속에, 작동키 부위가 캐비닛 우측면에서 

하단으로 옮겨가면서 80년대 중반 또 한 번의 디 

자인적 전환을 가져왔다. 이제 새로운 화면 비율로 

우리에게 다가온 TV.
"이전에는 다소 경쟁제품에 대응하기 위한 스 

타일 툴로 디자인 되는 경향이 많았다. 그러다 보니 

단순히 끌려가는 디자인이 될 수 밖에 없었고 차별 

화된 디자인을 하기란 더 더욱 어려웠匚卜. 그러나 최 

근 디자인의 영역 및 디자인 결정 포인터가 많이 바 

뀌었고 디자인 개발 과정 또한 프로모션의 개념으 

로 다가가고 있다” 는 구기설 부장의 말에서 앞으로 

우리 제품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잘 느낄 수 있다.

DWA-070C 식기세척기 마이콤

1. 회사명: 동양매직

2. 개발기간 ： 93년 11월〜94년 70월
3. 디자이너: 동양매직 제품디자인팀

집들이, 애기돌 결혼, 추석, 설날, 제사, 생일 등 유 

난히 손님 접대가 많은 우리.

특히 음식 장만하는 것만큼 손님이 가고 난 뒤의 

설거지는 만만치가 않다. 최근에는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젊은 신세대 

의 경우 저녁 설거지는 으레히 남편들의 담당(?)이 

되기도 했지만, 눌어붙은 밥알과 고춧가루, 각종 

양념류가 많은 우리 음식 특성상 가사노동의 상당 

수를 차지하고 있는 셈. 그러나 식기세척기의 등장 

으로 다소나마 설거지의 부담감에서 해방될 수가 

있었다.

물론 아직 일반 가정에서는 그리 쉽게 볼 수는 

없지만 9이년 이후 꾸준히 보급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지난 94년 출시된 동양매직의 마이콤 은 

식기세 척기와 가스레인지를 일체화시킨 제품으로 

수입품 일색이던 국내 식기세척기 시장에 일대 센 

세이션을 일으킨 제품이다.

우리 나라의 주방 특성상 협소한 주방공간의 영

DWA-070C 식기 세척기 마이콤

향으로 기기 구입이나 사용이 제약을 받고 있는 점 

을 감안, 설치공간을 최소화한 식기세척기와 가스 

레인지를 일체화시켜 별도의 식기세척기 수납공간 

이 필요하지 않게 디자인함으로써 주방공간을 활 

용하고 주방 싱크대와 높이를 같게 하여 소비자의 

사용편리성을 고려했다.

특히 서구에서 개발된 기존의 식기세척기가 밥 

알, 고춧가루 등 한국 고유의 음식성분을 제대로 세 

척해내지 못 하는 점을 감안, 불림세척 기능과 70 
도 온수를 이용한 살균 기능, 건조 기능을 채용하고 

식기수납장을 밥그릇, 국그릇 등 한국형 식기 장착 

이 편리하도록 디자인하는 등 기존 제품들이 가지 

고 있던 사용상의 불편함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기 

능 하나하나에 편리성을 극대화하였다. 또한 국내 

최초의 경제적인 세척 용량 개념을 도입, 기존 10 
〜12인용의 대용량과 3〜5인용의 소용량 상품 사 

이의 틈새시장을 공략, 4인 가정을 주 시장으로 하 

는 6〜8인용으로 디자인되었다.

가스레인지 역시 그릴의 크기를 획기적으로 확 

장시켜 많은 요리를 한꺼번에 가능하도록 그릴부 

를확대하여 디자인했다.

이 제품이 나오면서 주방 내 설치공간 문제를 혁 

신적으로 해결한 공간 창조형 상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무엇보다 실용적 디자인 추구로 주방가구와 

상품 가치를 창출하여 사용가치가 매우 낮은 가스 

레인지의 받침대를 없애고 그 자리에 식기 세척기 

를 위치시킴으로써 개수대, 조리대, 세척기로 이어 

지는 주방의 동선을 최적화시킴은 물론 디자인과 

기술을 통해 새로운 주방 문화를 창조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설치 공간이 부족하여 식기 

세척기를 사용하지 못하던 사용자에게도 설치공간 

의 문제를 해결, 조리에 필요한 가스레인지와 식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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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거지에 필요한 식기세척기를 일체화시켜 주방에 

서 주부의 효율적인 가사활동을 도모했던 것.

특히 이 제품 출시 후 수입품 일색이던 식기세척 

기 시장을 국내 제품으로 유도하였고 이에 따라 국 

내 상품의 시장 주도를 가속화 시켰다.

헤드폰 카세트 아하 프리 3탄

7. 회사명 : LG전자

2. 개발기간 ： 9기년 2월 〜 9기년 12월
3. 디자이너 : 김진, 차강희, 김규진, 박수영, 이 

명종

밖에서는 헤드폰 카세트, 집에서는 미니 콤포넌 

트!”

헤드폰 스테레오 카세트 아하 프리 3탄. 세계 최 

초로 충전기에 4개의 고출력 스피커를 내장하여 집 

에서 충전을 하면서도 오디오를 듣는 것처럼 서라 

운드 스피커 음질을 즐길 수 있는 제품으로 IMF한 

파 속에서도 헤드폰 카세트 시장의 히트상품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

흔히 워크맨이라고 불리우는 제품의 정식명칭 

은 헤드폰 카세트 레코더 . 기존 브랜드 이 미지로 우 

위를 확보하고 있는 일본 제품의 틈바구니 속에서 

일본에 뒤지지 않는 제품을 선보이자라는 사명감 

으로 헤드폰 카세트 개발에 나선 LG전자. 그 결과 

95년 아하 프리 1탄을 출시하여 인지도를 제고하 

고 9기년에는 장시간 재생데크시대를 연 아하 프리 

2탄을 선보였다. 이후 아하 프리 3탄의 전략은 주 

사용 대상인 청소년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철저히 

분석, 기존 어느 브랜드와도 차별화된 새로운 제품 

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주 사용대상이 어떤 제품을 원하는지 

에 대한 시장 조사에 충실했다. 컨셉 개발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 자주 가는 장 

소, 입는 것, 먹는 것 등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분 

석하기 위해 직접 몸으로 부딪혔다. 또한 PC통신, 

설문 등 1만 2천여 명의 청소년 층에 대한 광범위 

하고도 정밀한 니즈 조사를 바탕으로 그들의 목적 

함수를 파악하였고 MDSOVI니ti Dimension 
Scale)분석 등을 통해 헤드폰의 몸체 이미지를 구 

체적인 카메라와 시계, 여성 화장품인 콤팩트 등의 

현실 제품과 연계된 제품 형상을 돌출할 수 있었다 

고 한다. 바로 匚卜양한 색상과 기능이 선보이고 있는 

시계에서 색상과 기능을, 표면처리와 재질은 콤팩 

트에서, 그리고 형태적인 이미지는 카메라를 참고 

로한것.

“헤드폰 제품이 오디오를 휴대 가능하도록 개인 

제품으로 개발되었던 것이라면, 다시 역발상을 통 

해 자기 방에서도 사용이 많은 청소년들의 생활 스 

타일을 감안, 헤드폰을 오디오처럼 들을 수는 없을 

까?”라는 쪽으로 생각이 미치게 되었다. 시장조사 

과정에서 누구보다 신세대 아저씨 (?)가 되기 위해 

몸부림을 쳤다는 차강희 선임연구원. 이러한 노력 

덕분에 스피커를 내장한 미니 콤포 충전기가 탄생 

했다.

충전기 부분은 서라운드 입체음향의 음질 강조 

를 위해 크기를 고려하여 디자인하고 청소년들의 

기호에 맞도록 세라복의 이미지로 디자인을 전개 

하여 친근감을 더했다. 사용성에 있어서도 불필요 

한 조작 없이 단순히 본체만 넣고 빼는 동작만으로 

충전과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리모콘도 

손에서 헛돌지 않는 크기와 작동시 불편하지 않게 

버튼을 배치하는 등 인체공학적인 형태로 디자인 

하고 어두운 곳에서도 조작 가능하도록 푸른색 조 

명을 적용했다.

“헤드폰의 본체 역시 작동키를 단순히 누르는 

버튼이 아닌, 마우스를 사용하듯 밀어주면 원하는 

기능을 즐길 수 있도록 슬라이딩 버튼을 주기능으 

로 디자인하여 차별화했다. 슬라이딩 버튼으로 디 

자인이 더욱 심플해 졌으며 작동이 간편해져 새로 

움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신세대의 욕구를 충족시 

켜 줄 수 있었고 특히 첨단기기를 조작하는 듯한 느 

낌이 들도록 하여 조작의 즐거움을 부여했다. 이것 

은 디자이너가 단순히 외형 스타일링에만 관여하 

던 지금까지의 역할에서 탈피, 제품 개발 단계에서 

처음부터 참여하여 구조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의미가 있는 제품이다”고 차강희 선임연구원은 강 

조.

청소년이 주로 사용하는 제품 특성상 패션성이 

강조되고 있는 헤드폰 카세트. 특히 포화상태인 시 

장환경 속에서 아하 프리 3탄의 경쟁력의 비결은 

바로 기존 제품의 역발상을 통한 '컨셉의 차별화' 

였匚卜.ki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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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이 역사를 바꾼다 - 우리 나라 제품디자인 역사

근거있는 디자인, 

바로 탱크주의입니다!

정 희 연 대우전자（주） 디자인연구센터 기획팀 선임연구원

1993년 탱크주의 선언에서 98년 현 

재에 이르는 5년여 간 대우전자

만은 아니구나 하는 안도감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가장 고생하면서 어렵게 얻은 자식에게 가장 깊은 

다. 그 중에서도 대표작을 꼽으라면 '탱크 라는 단 

어를 감히 제품의 브랜드 네임으로 붙일 만큼 자신

디자이너들은 83년 창업 이래 가장 큰 변혁기를 경 

험하였다. 즉, 93년 탱크주의 선언에 따른 디자인 

개념 및 형태 전개 방향의 재정립을 고민한 도입기, 

94년 탱크주의 디자인을 적용한 제품의 양산과 성 

장기 시장상황과의 마찰이 극심했던 혼돈기, 96년 

시장 성숙에 따른 탱크주의에 대한 이해 확대와 내 

부적인 노하우 축적을 통한 정착기, 그리고 97년 탱 

정이 가듯, '대우전자의 히트상품, 효자상품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탱크주의 제품 일 수밖에 

없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탱크주의 제품 하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 

는 것이 공기방울 세탁기 와 탱크냉장고일 것이 

감을 표방한 탱크냉장고 라고 말 할 수 있다.

'탱크냉장고' 이전에도 대우전자에서는 직냉식

냉장고의 선두주자였던 대한전선 원, 투, 쓰리 냉장 

고를 인수하여 83년 전자식 컨트롤 도입의 IC 냉장 

고, 87년 냉각기가 2개인 투투냉장고, 91 년 인공지 

능을 도입한 셀프 냉장고 등 기능은 물론 디자인에 

있어서도 늘 선도적 역할에 힘써왔다. 84년에는 일

크주의 디자인 선언에 이르기까지 지 

금 생각하면 아득하기만 한 5년여의 

기간이었다.

탱크주의 선언 이후 대우전자 디자 

인이 나빠졌다는 외부의 질책과 우려 

도 견디기 어려웠지만, 그보다 더 힘 

들었던 것은 한층 튀고 새로운 디자인 

이 요구되던 성장 • 성숙기 시장의 치 

열한 디자인 경쟁 속에서 기본에 충실 

하고 오래도록 함께 할 수 있는 솔직 

한 디자인으로 과연 인정받을 수 있을 

까 하는 우리 스스로의 끝없는 불안과 

가치 전환의 고통이었다. 결과론이 

될 지도 모르지만 버블경제가 붕괴되 

고 시장이 성숙 • 쇠퇴기로 접어든 요 

즘, 대우전자를 가장 견실한 기업으 

로 평가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을 보면 우리가 전혀 헛고생을 한 것

PREVIOUS NOW

PRODUCTTREND

NEXT（2ooo）

반손잡이 형태에서 탈피한모던한삼 

각형 핸들을, 85년에는 백색가전에 

패션감각을 도입한 파스텔 색상의 컬 

러풀 • 원더풀 캠페인, 87년에는 소 

비자 주문식 컬러를 적용하였으며, 

88년에는 냉장고 핸들을 캡과 일체화 

시켜 그 존재를 숨겨버리고 단순 도장 

만 하던 도어 표면에 고광택 패턴을 

적용하는 등 주방의 고급화에 발맞추 

어 냉장고를 단순한 음식물 저장고에 

서 인간 생활의 질을 보다 풍요롭게 

연출하는 주방 가구로 승격시키는데 

주력하였다.

그러나 93년 '탱크주의 선언은 

이러한 일련의 흐름의 맥을 끊는 폭탄 

선언과도 같은 것이었다. 성장 • 성숙 

기 제품전략의 기본은 지속적인 신제 

품 교체와 다기능화의 제품 고급화이

디자인이 역사를 바꾼다 - 우리 나라 제품디자인 으녁人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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匚卜. 경쟁적으로 신제품을 선보이며 '0이년형 디자 

인입니匚卜, 이런 기능이 하나 더 있어 더욱 편리합니 

다 하고 떠들어야 할 때 기본으로 돌아가자, 오래 

도록 변함없는 디자인을 만들자라니. 과연 그런 제 

품이 현시장에서 받아들여질까? 너무 이상에 치우 

친생각이아닐까?'…….

끝없이 떠오르는 부정적인 의문들에 파묻혀 어 

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그저 막막할 따름이었다. 

2도어 냉장고 고급화 경쟁의 한계로 일본, 미구 유 

럽의 냉장고까지 힐끔힐끔 넘겨다보며 다기능화 • 

고급화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던 디자이너들의 

사고방식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치지 않고는 한발자 

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다. 창조도전•희 

생 이라는 대우전자의 기업이념을 다시 한 번 되새 

기게 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어쨌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기본으로 돌아간 발상의 제품 개발 컨셉을 

끄집어내려고 안간힘을 쓸 수밖에 없었다.

'우리 나라 감성과 식생활에 맞는 냉장고란 과 

연 무엇일까. 일본 사람들처럼 조목조목 나누고 정 

리하지도 않고, 서구 사람들처럼 습기가 없는 냉 

장 • 냉동 식품들을 사재기 해 두지도 않는다. 아무 

생각 없이 쉽게 넣고, 쉽게 꺼내고, 한 눈에 내용물 

이 다 들어오는 냉장고면 최고다. 또 식탁에서는 물 

론, 냉장고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뭐니해도 

김치와 물이다. 갓 지은 따끈따끈한 밥과 맛깔스러 

운 김치만 있으면 한끼 식사는 충분히 만족스럽다. 

게다가 식사 후의 시원한 물 한 잔이 있다면 그 이 

상 무엇을 바랄 것인가.' 이것이 기본으로 돌아간 

한국 식생활의 발상이었다. 김치와 물을 맛있게 

저장하고, 쉽게 넣고 쉽게 꺼낼 수 있는 큼직한 2도 

어 냉장고'. 여기에 값싸고 튼튼하면 되는 것! 어떻 

게 생각하면 당연한 귀결이었다. 고객 만족', 고 

객 만족 하면서도 상업적인 시각에 치우쳐 한동안 

잊고 지냈던 실질적인 고민에 빠져 있었던 자신들 

을 발견하는 순간이었다. 이러한 컨셉에서 개발된 

기술이 바로 '2팬 3면 입체냉각방시 이다. 냉장 • 

냉동실 냉기를 독립적으로 제어하는 2개의 팬과 그 

것을 3면에서 구석구석 균일하게 내뿜어 2°C의 저 

온 냉장을 실현한 기술이 바로 그것이다.

그 다음은 바로 디자인.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일 

반적인 냉장고 디자인과는 다른 파격적 요소가 없 

이는 새롭고 감각적인 것에 매료되어 있는 소비자

,DESIGN TREND
— 디자인트랜드변貝卒이

J 냉장고디자인트랜드

— 대표.주셕기종의 디자인皂！!드 번서

의 시선을 끌 수 없다. '파격적이지만 정도를 걷는 

디자인 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근거 있는 디자 

인 이것이 우리가 찾아낸 키워드였다. 제품의 본 

질과 관계없이 단순히 시장경쟁을 위해 유행을 쫓 

거나 차별화하는 디자인을 배제하는 것. 대우만의 

독자적 편리성을 디자인 포인트화하여 형태 그 자 

체로 편리성을 어필하고, 사용하면 할수록 그 가치 

를 실감할 수 있는 디자인. 이것이 탱크주의를 구현 

하는 근거 있는 디자인 이다. 이 또한 어떻게 생각 

하면 디자인의 ABC와도 같은 것이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디자인과 마케팅이 결합 

되어 치열한 시장 경쟁 속에 빠져있다 보니 실제 소 

비자와는 관계없이 어떻게 하면 더 새롭고 특이하 

게 보일 것인가' 하는 외향적 치장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이제 다시 디자인의 원점으로 돌아와 인간 

중심의 본질적 디자인을 전개해야 할 출발선상에 

서게 된 것이다. 결국 모든 해답은 기본으로 돌아 

가자 라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의 원점에 있었던 것 

이다.

탱크 냉장고 는 그 기본 발상인 '입체냉각방 

식 과 근거 있는 디자인 을 중심으로 처음 시장에 

선보인 94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보이게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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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 1

탱크 2

탱크 3

외관 디자인을 기준으로는98년에 출시된 탱크 냉장고가 제3탄에 해당된다.

구태여 1탄, 2탄, 3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신제품 개발의 제반활동이 중구난방 식의 

인위적 제품 진부화가 아니라 독자적인 맥을 가지고 디자인되어 왔기 때문이다• 맥을 가지고 

디자인 한다는 것 은 그만큼 노하우가 축적되 어 보다 높은 품질의 제 품을 보다 저 렴 한 

가격 으로 제 공할 수 있도록 효율화 • 전 문화한다는 것 을 의 미 한다.

이게 꾸준히 진화해 왔다. 외관 디자인을 기준으로 

는 98년에 출시된 탱크 냉장고가 제3탄에 해당된 

다. 구태여 1 탄, 2탄, 3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신제품 개발의 제반 활동이 중구난방 식의 인위적 

제품 진부화가 아니라 독자적인 맥을 가지고 디자 

인되어 왔기 때문이다. 맥을 가지고 디자인한다는 

것은 그만큼 노하우가 축적되어 보다 높은 품질의 

제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효 

율화 • 전문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제 

품의 라이프사이클을 연장시킴으로써 최근에 전세 

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문제 해결에도 크게 

기 여 할 수 있匚卜 （0| 메시지는 기업광고로도 만들어져 광고상을 받기도 했다） 머 

저 기술적 측면의 진화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94년 최초로 개발된 2팬 3면 입체냉각방식은 95 
년 2단 냉각방식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다. 즉, 흡입 

및 환원 시스템을 추가하여 2단으로 냉각시킴으로 

써 냉기의 빠른 회수 환원을 실현하여 더욱 장기간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96년에는 세계 

최초의 신 냉기 공급방식인 ACS^0 ch0ppi凶 System）를 

개발하여 30분마다 나오던 냉기를 5분마다 압축 

하여 불어냄으로써 보다강력한 터보입체냉각 을 

실현하였고, 97년에는 도어를 열고 닫을 때 발생되 

는 냉기 손실을 막아 냉장고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 

지하는 에어커튼' 을 개발하여 기존에 11.3도까지 

올라가던 도어 개폐시의 온도를 4.8도까지 억제시 

켰다• 이와같은냉기기술은98년 냉기그물로집 

약되었다. 최적의 온도를 구석구석 어디에나 늘 균 

일하게 유지하여 신선도가 빠져나갈 틈이 없도록 

원천 봉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탱크 냉장고의 냉 

기그물 인 것이다. 이러한 커다란 줄기의 냉기기술 

외에도 + @의 세세한 연구 또한 꾸준히 이루어졌 

다. 즉, 물맛을 최대화하기 위한 냉수 디스펜서 전 

용 신 냉기 ,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냉기량을 7 
〜10배 집중 투입하여 3배 빨리 냉각시키는 쾌속 

포켓 , KAISTKRISS와의 공동연구를 통한 인체

공•적 설계（조작 패널의 높이 및 크기. 핸들의 위치와 크기，사용 빈도에 따른 포켓의 크 

기 및 위치 조정. 열고닫기 쉬운레일식 구조적옹） 등 실人용 경험에서 오는 

조그마한 배려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 

다.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전자전에서도 선보였듯 

이 일명 속이 보이는 매직 미러 냉장고' 를 개발하 

여 불필요한 도어 개폐를 최소화함으로써 신선도 

유지는 물론 사용자의 피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냉 

장고를 검토 중이다.

한편 디자인은 "디자인이 변했나?”하고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일관된 형태를 유지하면 

서 진화되어 왔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디자인의 

기본 컨셉이 '근거 있는 디자인 이기 때문이다. 탱 

크 냉장고의 근거란 무엇일까? 그것은 대우만이 가 

지고 있는 입체냉각방식 과 오래도록 함께 하고 

싶은 '편리함 이다. 탱크 냉장고는 탱크주의의 튼 

튼함과 입체냉각방식의 강력함을 고급스럽게 표현 

함과 동시에, 시각적인 노이즈를 최소화하여 어디 

에 놓아도 어울리고, 시간이 지나도 싫증나지 않는 

깨끗한 조형을 추구하였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원래 새로운 것을 좋아한다. 매해 변하지 않으면 불 

만스러워 한다. 그것이 우리의 국민성이다 라고 굳 

게 믿고 있던 우리들은 벤츠 자동차, GE 냉장고 

등 외국의 제품들은 디자인이 변하지 않아도 우리 

나라 사람들이 만족스럽게 선택하지 않는가?' 라는 

식의 문제 제기로 사고의 전환을 시작했다. 어쩌면 

그것은 국내 디자이너들이 일회성 사고를 가지고 

그때그때 시선을 끌만한 장식적 요소를 덕지덕지 

바르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 디자이너가 소비자들 

을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닐까. 실제로 소비자들과의 

인터뷰 결과 신제품을 구입해도 언제 또 다른 신 

제품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왠지 불안하고, 그래 

서 더욱 최신 것을 고르게 된다 는 의견이 나왔다. 

'왜 이런 불필요한 불안감과 불신감을 안고 제품을 

구입해야만 할까? 소비자가 신뢰감을 가지고 만족 

스럽게 구입할 수 있는 디자인이란 과연 어떤 것일

디자인이 역사畫 바꾼다 - 우리 나라 제품디자인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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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그것은 바로 가장 본질적인 요소만으로 절제된 

디자인, 그러나 디테일 하나하나는 과하다 싶을 만 

큼 최선을 다해 마무리 된 디자인이 아닐까! 이것 

이 곧 장수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 

닐까!' 이러한 개념 아래서 탱크 냉장고 디자인은 

전개되었다.

탱크 냉장고 중에서도 탱크 T 은 가장 인상이 

강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입체냉각방식과 탱크 

주의의 강인함을 강조하기 위하여 기존의 벤딩 방 

식이 아닌 드로잉 방식으로 윗면은 둥글게, 전면은 

C-CUT으로 처리하여 평면적인 사각 상자의 냉장 

고에 냉기를 가득 머금은 듯한 팽팽한 긴장감과 입 

체감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전면의 깨끗함을 강조 

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면에 위치시키고 전면에서 

는 탱크주의의 자신감을 상징하는 당당한 덩어리 

감과 탱크 배지만이 반짝이도록 하였다. 이것은 캡 

이나 핸들 디자인만을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신제 

품처럼 보이고자 했던 기존 방식과는 전혀 다른 시 

도였기 때문에 담당자들은 사표를 낼 결심으로 제 

품화에 매달렸다. 이렇게 만들어진 형태는 당당함 

과 원만함의 한국적 정서와도 맞아떨어져 좋은 반 

응을 거두었고 나아가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 

여왔다.

'탱크 2' 는 탱크 냉장고 1 호라는 부담감 때문에 

조금은 과장되어 표현되었던 '탱크 T 의 디자인을 

순화시키고, 소비자 반응조사에 따른 개선점을 적 

용하여 보다 편리하고 고급스러운 방향으로 진화 

시켰다. 탱크 T 의 전체 덩어리 이미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금 더 부드럽고 친근감 있는 방향으 

로 개선하고, 개발 당시부터 논의가 많았던 측면 핸 

들을 열고 닫기 편하게 전면의 세로형 타입으로 수 

정하고 자연지향의 분위기에 어울리도록 나무 무 

늬패턴을 적용하였다.

'탱크 3' 는 외관상의 이미지에서는 거의 '탱크 

2' 를 계승하고 디테일 강화에 주력하였다. 전체적 

으로 보다 안정감 있는 라운드로 정리하고, 캡의 두 

께를 최소화하여 어딘지 모르게 더 깨끗하고 편안 

한 이미지를 갖도록 하였다. 또한 핸들을 포켓형에 

서 그립형으로 바꾸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손바 

닥 안에 닿는 핸들 뒷면에 요철을 주어 손잡이가 손 

안으로 감겨 들어오는 듯한 일체감을 느낄 수 있도 

록 처리하였다. 이처럼 탱크 제품들은 단편적인 시 

각적 새로움의 추구가 아닌 하나의 디자인을 다듬 

고 다듬어, 온몸으로 그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완성 

도 높은 디자인을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탱크주의 5년

'탱크 냉장고 는 타사가 1년에 한 번씩 디자인 

을 바꾸는데 비하여 2년에 한 번씩 디자인의 맥을 

유지하면서 다듬어 가는 활동을 하여 어언 5년째에 

이르고 있다. 일부 영업 측에서는 아직도 경쟁사는 

신제품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냥 그대로인 것 같다 

는 불만을 토로하곤 한다. 하지만 연간 150만대의 

시장을 위해 매해 30억씩을 투자하여 신제품을 개 

발하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도 과잉투자이며, 국 

가적으로두 커다란 자원 낭비가 아닐 수 없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불만의 소리가 여전히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타사에 비하여 역사가 짧아 고정 

고객을 많이 확보하지 못한 영업상의 불리한 입장 

에서 타사와 다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할 리스크일 것이다.

그래도 탱크 냉장고 출시 이후 국내외 여기 저기 

에서 수여된 많은 상들이나 매출 증대의 실적은 이 

러한 우리의 판단이 옳았음을 응원하는 것이라 생 

각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뿌듯한 것은 이러한 우 

리의 노력이 한국의 냉장고 시장뿐 아니라 디자인 

계의 커다란 흐름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어 가는데 조금이나마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디 

자인의 중심은 인간입니다 라고 경영자가 직접 나 

와 기업광고로 디자인을 선언하는 사례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처음 있는 일일 것이다. 그것도 한 

창 경기가 좋은 시절이 아닌 경기침체의 어려운 시 

기에 디자인 을 자신 있게 선언할 수 있는 것，그 

자체가 디자인 의 개념을 단순히 한가로울 때 즐 

기는 부가적인 치장이 아닌 기본적인 제품가치의 

창조 활동으로 인정받았다는 증거가 아닐까. 바로 

이점이 우리로서는 가장 큰 보람이며, 가장 큰 히트 

였다고 생각된다. kidp

industrial design/mayjune/1998 히트상품, 효자상품 - 대우전자



디자인이 역사를 바꾼다 - 우리 나라 제품디자인 역사

Balance of Reason and Feeling

사
용
자
로
부
터
 출
발
하
여
 

내
일
을
 
담
는
 
디
자
인

진 재 한 삼성전자（주） 디자인연구소 선임연구원

1 OOC三년 삼성전자는 그룹 신년사를 

I yy。통해 匚卜가오는21세기는 문화

의 시대 이자 지적재산' 의 시대로 규정하고 96년 

을 그룹 전 제품에 대한 '디자인 혁명의 해' 로 선언 

했다. 이 신년사의 내용에는 시대가 요구하는 디자 

인의 역할과 방향이 명확히 제시되었고, 이를 계기 

로 삼성의 철학과 혼이 깃든 디자인 개발에 그룹의 

역량을 총집결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이에 당사의 

디자인 부문은 디자인 혁명 실천을 위한 중기계 

획을 수립하고, 디자인 이념 및 지침을 제정, 이를 

가시화 하기 위한 기틀을 만들었다. 특히 선행디자 

인 및 제안 디자인 활동을 강화하여 해외의 유명 디 

자인 공모전에서 다수의 제품이 선정되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면서 많은 히트상품을 탄생시 

켰다.

국내 휴대폰 시장에서 모토로라의 아성을 무너 

뜨린 애니콜의 신화와 명품 플러스 원의 탄생, 매직 

스테이션 컴퓨터, 지펠 냉장고, 개구리 카세트, 쎈 

청소기 등 대표적인 히트상품을 소개한다.

애니콜 휴대전화

디자인이 히트상품의 중요한 경쟁요소가 된다 

는 것을 국내 기업들이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80년 

대 초부터이다. 그러나 정보•통신기기에도 디자인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불 

과 2〜3년 밖에 되지 않는다. 정보 통신기기의 특 

성인 짧은 라이프사이클과 가정용, 대중화, 고기능 

화 추세 등을 기업 이미지에 담아 독특한 제품応50d 

Design）을 누가 더 빨리 상품화 할 수 있는가는 이제 

기업들에 제품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또 하나의 요 

소가 되고 있는 셈이다. 핵심적인 디자인 그 자체가 

품질이고 제품의 색상이 마케팅이 되는 말 그대로 

디자인 전쟁 이 시작된 것이다.

국내 전자제품 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를 보 

인 분야는 정보통신부문의 급격한 성장이다. 그 동 

안 외국제품이 장악했던 휴대전화 시장에 국산 바 

람을 불러일으킨 삼성전자의 애니콜 "한국 지형에 

적합하도록 설계해 수신율을 높였다”는 광고 문구 

는 자꾸만 끊기는 휴대전화 통화에 짜증을 느끼던 

소비자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특 

히 아날로그 시장에서 시작된 애니콜 선풍은 디지 

털 시장에서 더욱 거세져 97년 세계 최초로 50만 

대 판매 달성이란 기록을 남기게 만들었다. 우수한 

기술력은 물론 자신감 넘치는 마케팅 전략이 주효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펠 냉장고

국내 가전시장의 치열한 경쟁과 제품력 향상에 

도 불구하고, 수입가전 제품은 지속적으로 성장하 

고, 그 영역은 가전소물에도 영향을 미쳐 국내의 제 

품이 수입제품에 밀려나기도 했다. 가전제품은 전 

반적으로 대용량화와 고급화 성향이 더욱 심화되 

는 경향이며, 신기술과 새로운 개념의 제품 등장이 

요구되는 시점에 삼성의 지펠 냉장고는 개발초기 

부터 철저하게 사용자 니즈를 조사하여, 냉장고의 

기본기능과 사용성을 대폭 향상시켰고, 이에 부합 

되는 디자인으로 성공의 확신을 높였다.

지펠 디자인팀은 냉장고 시장에서 차별화를 위 

한 요소들을 찾기 시작했다. 기본 기능, 성능, 사용 

성, 틈새시장, 그리고 타겟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하였다. 가치에 관심을 가지는 고객과 기능에 관심 

을 가지는 고객의 두 부분에서 결국 새로운 아이디

디자인이 역사를 바꾼다 - 우리 나라 제품디자인 역사 industrial design/mayjune/1998



애니콜 휴대전화

지펠 냉장고

어를 찾아내었는데, 놀라운 결과는 가장 중요한 요 

소가 디자인이라는 것이었다. 가치에 관심을 가지 

는 고객그룹에 있어서도 가격보다 더욱 중요한 것 

이 디자인이었으며, 기능에 관심을 가지는 그룹도 

이성적인 수준에서의 기능이 가정된다면 궁극적인 

냉장 능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디자인이었다.

하이테크산업에서의 일반적인 인식은 기술이 

최고이며 디자인은 나중에 부가하는 것으로 인식 

되어온 상황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발견이었다. 

디자인은 기본 이며 매우 중요한 혁신사항이라는 

것은 전체 개발 프로세스에서의 승인이 필요한 것 

에 대한 위임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 

했다. 미적인 면에서 기존의 개념을 깨뜨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냉장고의 전통에 적합하 

면서도 새로운 시도를 더해 디자인은 딱딱하고 거 

친 기계와의 싸움에 있어서 부드러운 형태와 질감 

을가질수 있었다.

95년 하반기에 광주공장의 설립과 함께 탄생된 

지펠 냉장고는 최우수 설비와 제품력으로 국내 냉 

장고 제품의 질을 한 차원 높이는데 성공했다.

명품 플러스 원

W 제조업체들은 그 동안 브라운관을 평평하게 

하거나 화질을 개선하는 데만 주력, 4대 3의 화면 

비율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방송국에서 내 

보내는 화면은 가로가 더 길다. 그러나 양쪽 끝을 

복원하기 어려워 29인치의 경우 가로 약 3.5cm의 

화면을 잘라서 보여줬던 것

당사는 3년 연구 끝에 영상확장회로 를 개발, 

소비자에게 잃어버린 1 인치를돌려줬다. 96년 6 

월 출시돼 9월까지 월 평균 1 만 5천대, 10월 이후 

엔 매달 2만 5천대 꼴로 팔려 삼성의 IV 내수시장 

점유율을 40%에서 45%로 5% 포인트 끌어올렸 

다. 방송국의 송출화면이 TV에서는 규격 때문에 

가로부분이 조금 잘린다는 사실은 업계 누구나 아 

는 사실이다. 하지만 TV 규격의 변경은 브라운관 

에서부터 생산라인을 모조리 조정해야 하고 소비 

자들의 기존관념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기 

존의 W규격（4대3）을 마치 법처럼 받아들였다.

세계 최초로 가로길이를 약 1 인치 늘려 방송국 

의 송출화면 모두를 잡아낸 명품 플러스 원 • W 
규격什2.8대9）이 멀티포커스 기능으로 화면이 더욱 깨 

끗해진 점 등을 떠나서 소비자 중심으로 평가된 이 

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매직스테이션 m 컴퓨터

한해 60만대가 팔려나간 매직스테이션 시리즈 

의 주력 기종이었다. 모델변화의 속도가 어떤 분야 

보다도 빠른 컴퓨터시장의 특성 때문에 기존의 인 

터넷 접속과 멀티미디어 기능에 음성 합성기능을 

보탠 매직스테이션 프로 에 주력기종의 자리를 넘 

겨줬지만, 폭발적인 판매 덕분에 소비자들에게 가 

장 인기 있는 PC기종이 됐다.

국산 컴퓨터 제품들이 대부분 엇비슷한 기능과 

가격을 갖고 있음에도 이런 약진이 가능했던 것은 

시스템의 안정성, 공격적인 마케팅, 뒷바라지에 의 

한 차별화전략, 연관 제품인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삼성전자의 기업이미지 등이 소비자들에게 큰 영 

향을 끼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TV 규격의 변경은 브라운관에서부터 생산라인을 모조리 조정해야 하고소비자들의 

기존관념을극복해야한다는점 때문에 기존의 TV 규격〈4대力을 마치 법처럼 

받아들였다. 세계 최초로 가로길이를 약 1 인치 늘려 방송국의 송출화면 모두를 

잡아낸 명품 플러스 원' • TV 규격。28대9）이 멀티포커스기능으로 화면이 더욱 

깨 끗해 진 점 등을 떠 나서 소비 자 중심 으로 평 가된 이 유는 바로 이 때 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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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 카세트

96년 6월에 출시된 삼성전자의 '개구리 카세 

트 는 자연으로부터 멀어진 어린이들에게 동물에 

대한 상상력을 키워주기 위해 개구리 모양으로 디 

자인하여 어린이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한 경우이 

다. 개구리 카세트는 광고나 특별한 판촉활동도 없 

이 조용한 인기를 누렸으며, 판매 첫달 5천대에 이 

어 판매량이 꾸준히 늘어 1만대씩 팔려나갔다. 전 

자제품을 장만하러 대리점에 들른 신혼부부가 앙 

증맞은 모습에 반해 구입하는 등 어린이에서 전체 

소비자로 수요층이 확대되었다.

개구리 카세트는 움츠리고 앉아 있는 개구리의 

모습을 하고 있다. 개구리의 양쪽 눈에 해당하는 부 

분에 각각 음량과 음색을 조절하는 버튼을 달았다. 

스피커는크게 벌린 개구리의 입을 연상케 한다. 라 

디오 수신, 테이프 재생, 원터치 녹음, 헤드폰 등 어 

린이에게 필요한 기본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마이 

크도 내장돼 있다.

값이 4만 4천 9백원으로 일반 제품보다 절반 이 

하인 점도 인기의 요인이다. 만드는 족족 팔려나가 

고 있어 생산량 늘리기에 고심하고 있다. 일반 카세 

트보다 훨씬 손이 많이 가고 품질관리가 까다로워 

생산량 확대가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이다. 디자인 

이 기존 제품과 전혀 달라서 부품을 배치하는데 훨 

씬 손이 많이 간다. 또 어린이가 내던지고 장난쳐도 

고장나지 않게끔 튼튼하게 만들려다 보니 품질관 

리가 한층 더 엄격하다.

45도 각도 놉（⑶㈤의 구조문제로 주요 기판如丽 

吃）과 90도 방향으로 놉1^）을 바꿔야하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였다. 개발실장이 디자인 목업（M—P） 

을 보고 힘들더라도 반드시 45도 각도의 놉（⑶曲으 

로 설계를 해야 경쟁력이 생긴다며 개발을 해 보겠 

다는 의지를 보여 비로소 설계에 들어갈 수 있었다. 

디자인 개발시 언급되었던 볼륨, 튜닝 놉의 유니버 

설 조인트（Universal Joint）의 설계 해결은 폐차장에서 자 

동차 부품을 구입한 뒤 연구를 거듭하면서 많은 시 

행착오를 겪어 만들어낸 결과이다. 또 둥근 조형 윈 

도우의 경우 아크릴 시트儿*加他를 열처리하여 3 
차원의 곡면을 만들어내는 썬노이드 방식을 사용 

했다. 아크릴 사출물에 비해 저렴한 가격이며, 불 

량률도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어서였다. 그러나 설 

계진의 3차원 가공기술의 부족으로 인해 전개도가

3차원으로 가공되었을 때 코너 부분이 맞지 않았 

다. 뿐만 아니라 전체 둥근 조형은 배터리 케이스 

（Battery Case）의 두어 Q 3Z（Door Open） 무제 코어 라이（Core 

皿）, 전면부, 후면부 캐비닛의 형합 상이 등 많은 문 

제가 발생되었다.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윈 

도우의 경우 시트방식이 아닌 인몰드기법을 활용 

했었다면 더 많은 비용절감과 외관의 품질이 향상 

되었을것이다.

쎈 청소기

삼성 쎈 청소기가 기획되었던95년후반에 삼 

성전자의 청소기 디자인은 특별한 얼굴이 없었다. 

제품력은 '잠잠 청소기 도입으로 저소음에 대한 

새로운 소구점을 소비자에게 제시했으나, 경쟁사 

의 모델이 이미 컴팩트화를 추구하며 개성 있는 디 

자인을 출시하여 시장을 선점한 상황에서 당사의 

청소기는 큰 구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를 만회 

코자 96년초 일본의 제품을 도입시켜 컴팩트화한 

시장 흐름에 대응하려 하였으나, 국내시장과의 트 

랜드 차이로 인해 큰 빛을 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쎈' 청소기의 상품화 기획이 촉발되었고 

디자인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청소기는 100년이 넘는 제품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 기본적인 디자인 역시 전통적인 틀이 있고, 특 

히 사용성과 연관되는 부분은 일정한 방식으로 디 

자인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핸들의 방향이나 컨트롤 

의 작동방향 등은 거의 모든 청소기가 동일한 위치 

및 유사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쎈' 청소기 디자인은 이러한 형태들 중에서 개 

선의 요소를 찾아, 차별화 되고 사용성이 개선된 방 

향으로 디자인되었다. 특히 국판 전용이 아닌 구주 

시장의 컴팩트화를 예측한 수출겸용의 디자인으로 

구상되었다. 사용행태에 대한 조사분석, 국내 및 

수출지역의 소비자 조사를 통해 200여 가지의 리 

스트를 추출하고, 분석을 하였다. 디자인 안을 결 

정할 시점에 영업 측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유는 기 

존 제품과 틀려 판매에 리스크가 있다는 의견이었 

다. 또한 청소기의 컴팩트화를 예측 못한 해외 현지 

법인의 마케팅 매니저들로부터도 리스크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디자인측은 차별화 요소 없이는 시장을 주도할 

수 없고 도출된 디자인 안이 사용성 개선에 주안점

매직스테이션

개구리 카세트

디자인이 역사를 바꾼다 - 우리 나라 제품디자인 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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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두었다고 이해시키는 한편, 국내는 소비자 FGI 
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고, 해외는 현지법인 

을 직접 방문하여 보급형 브랜드Low Brand）인 당사의 

청소기를 어필하는 방법은 디자인뿐임을 설득하여 

디자인의 결정을 어렵게 이끌어 냈다.

청소기의 설계는 CAD에 의한 3D 모델링으로 

진행된다.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엔지니어링 

CAD로 금형 위주의 CAD이다. 외관디자인을 완 

전히 잡는 것은 다소 어렵지만, 어떤 개발 프로젝트 

의 경우 외관의 모델링이 어렵다고 해서 디자인을 

변경해 달라는 웃지 못할 경우도 있었다.

쎈' 청소기가 포진한 고가 모델 군에서는 이미 

경쟁사를 추월했으며, 각종 소비자 조사에서도 제 

품의 우수성이 입증되어 삼성 청소기에 대한 제품 

이미지를 상승시켰다 . '98 컨포텍쇼。전전문쇼에서는 

해외 현지법인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디자인에 있 

어도 그 능력을 인정받아 로컬1'8히）청소기로서는 최 

초로 IF디자인상을 수상하였다.

불황기의 디자인 전략

불황기 소비자들은 꼭 필요한 기능만 갖춘 단순 

하고 소박한 제품을 찾는다. 불황기에는 원가절감 

을 통한 가격인하 같은 소극적 전략보다 고부가가 

치의 히트상품을 개발하는 등 공격적 경영이 효과 

적이다. 원가절감으로 불황을 극복할 수 없는 이유 

는 다른 기업들도 같은 전략을 취해 차별화가 안되 

고 고급화된 소비자들의 생활수준이 불황기에도 

낮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불황을 넘을수 있는공격 

적 경영의 핵심은 고가치상품, 서비스 개발 등의 

히트상품 전략 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불황 

기때 긴축경영을 하면 종업원들에게 부담을 주 

고, 기업 내부에도 수비적인 경영풍토를 가져와 장 

기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디자인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작업에 

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 디자이너들은 사 

업의 언어로 이야기해야 한다. 우리의 방향을 위한 

많은 자료를 수집하는 것과 의사결정자가 동참할 

수 있도록 사업의 상황을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부분이다. 사용자로부 

터 출발하여 내일을 담아내는 디자인, 고객의 소리 

를 들을 수 있는 인내심과 기회, 그리고 사업에 대 

한 밀접한 지식을 가지는 것이 진실로 히트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kidp

불황기 소비 자들은 꼭 필 요한 기 능만 갖춘 단순하고 소박한 제 품을 찾는다.우리 

디 자이 너 들은 사업 의 언 어 로 이 야기 해 야 한다. 우리 의 방향을 위 한 많은 자료를 

수집 하는 것과 의사결 정자가 동참할 수 있도록 사업 의 상황을 예 측하는 것 이 

필요하며,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부분이다. 사용자로부터 출발하여 내일을 

담아내는디자인, 고객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인내심과기회, 그리고사업에 대한 

밀접한지식을 가지는 것이 진실로 히트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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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이 역사를 바꾼다 - 우리 나라 제품디자인 역사

LG 전자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노 창호 LG전자 디자인종합연구소 책임연구원

기존 냉장고 사용자 피드백 관찰

1 Q 匚 Q 년'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라 
I yoy 디오 a-5ot 제품을출시한이

래 수많은 제품디자인을 개발해 온 LG전자는 TV, 
VTR,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등에서 독자적이고 

도 획기적인 히트상품 개발로 국내 소비자의 사랑 

을 받으며 성장해 왔다. 특히 김장독 냉장고 , 물 

걸레 청소기', '통돌이 세탁기 등 우리 나라의 생 

활양식과 문화적 정서에 부합한 독자적인 한국형 

제품 개발로 기업 이미지 제고와 함께 매출 신장에 

크게 기여해 왔다.

이에 필자는 한국형 , 세계 최초' 라는 수식어 

와 히트상품이 된 사례로써 김장독 냉장고 와 물 

걸레 청소기' 두 가지 제품을 아이디어 발의에서 

출시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단계에서 일어났던 이 

야기와 배경을 사실대로 정리하여 디자인이 시장 

에서 히트할 수 있었던 요인들에 대해 간략히 소개 

하고자 한다.

이것을 통해 특정지역을 위한 제품디자인 개발 

에서 간과할 수 없는 지역적 •문화적 배경의 중요성 

을 제기하고, 향후 가전 디자인사에서 한국적, 또 

는 한국형으로 불리는 제품디자인에 보다 발전적 

인 모델이 제시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김장독 냉장고

7. 한국고유의김치문화

삼국시대부터 있어 왔던 것으로 전해지는 김치 

는 3천여 년의 오랜 역사와 함께 우리 민족의 독특 

한 음식문화를 만들어 왔匚卜. 초기에는 짠지류에 지 

나지 않던 김치가 현재까지 약 240여 종이나 전래 

되고 있으며, 각 지방 및 가정의 기호에 따라 종류 

와 맛이 다양하다. 김치를 담글 때 사용하는 재료의 

종류나 배합비율, 숙성방법 등이 다양해 형태나 맛 

이 각양각색이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야채류의 신 

선한 맛이 살아 있고 소금의 짠맛, 젖산 발효에 의 

한 상쾌한 맛, 그리고 고추, 마늘, 생강, 파 등의 향 

신미, 그것과 젓갈류가 어우러져 만들어 내는 감칠 

맛이 김치 맛의 본질이다.

된장과 김치 맛을 보면 그 집의 음식 맛을 알 수 

있다고 할 정도로 김치는 어머니로부터 전수 받은 

집안 특유의 음식솜씨를 대표하는 바로미터이다. 

그리고 다른 나라 절임류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한 

국김치는 채소와 양념이 함께 어우러져 형성된 한 

국인의 고유식품으로 지역마다 독특한 맛과 영양 

을자랑한다.

2 냉장고와 김치에 대한 고객의 욕구

'고객은 냉장고 보관식품 중 김치로 인해 발생 

하는 문제로 제일 큰 고민을 하고 있다.'

냉장고에 가장 비중 있게 저장되는 것이 김치이 

다. 맛이 서구화되었다 하더라도 이 근간은 아직까 

지 무너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부적절한 김치저장 

으로 인한 맛의 변질과 냄새는 언제나 고객의 잠재 

된 불만이었다. 무엇보다도 저장과 맛의 두 가지 요 

소가 함께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이다. 이는 이제까 

지 디자인의 개념을 저장과 씀씀이에만 맞춘 당연 

한 결과이며 맛에 대한 배려가 없었음을 의미한다.

3. 7번째로김치에도전한다

이제까지 프로젝트가 발의되면 그때부터 해당

디자인이 역사를 바꾼다 - 우리 나라 제품디자인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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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디자인에 대한디자인적 배려는 

사용자의 편이성에 초점을 맞춘 

것 으로 가능한 한 소비 자가 편 리 하게 

냉 장고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 이 

중심사고이다 생활공간, 특히 식생활 

속에 서 의 냉 장고는 차가운 저 장이 라는 

고전적인 기능에서 확대되어 지역 

식 품문화의 수렴을 통한 사용의 

편이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프로세스별로 주어진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방 

식으로서 전단계의 공정이 끝나고 그에 맞추어 후 

속 공정이 따라가는 선（線）방식의 일방적 패턴이었 

기 때문에 개발시 발의 의도가 디자인 내부문제로 

변형되고 디자인에서 제안한 것은 설계에서의 문 

제로 변형되어 궁극적으로 애초에 기획한대로 고 

객이 요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만드는 사람의 기술 

수준과 판단으로 해결가능한 정도의 제품만 개발 

되었다. 이제까지의 대표적인 한국형 냉장고의 개 

념은 육류문화가 아니라는 단편적 사실에 근거하 

여 냉장실을 넓히고 냉동실을 축소하는 절전형 모 

델이 주류를 이루었었다. 그러나 83년이래 LG전 

자는 김치관련 냉장고 프로젝트를 여섯 차례나 시 

도하였으나 냉장고 기본 성능문제와 김치 맛의 재 

현이 어려워 번번이 실패로 끝났을 뿐, 뚜렷한 성과 

를 얻지 못했었다.

4. 김치독의 형태학（?）
맛의 유지에 주력하기 위해 전통의 김장김치 숙 

성과 보관방법을 분석한 결과 김치를 담근 뒤 김장 

독에 넣어 땅속에 묻는 것이 김치 맛의 좋고 나쁨에 

상당히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치독은 

독의 입구가 좁고 독 안에 김치를 넣은 뒤 잘 여미 

어 누름돌로 눌러 놓음으로써 김치가 숙성할 때 공 

기와의 접촉을 최 대한 차단하도록 하고, 또한 독 자 

체가 세라믹 재질로 맛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깊이 

가 폭보다 깊어 국물이 흥건하게 베게 됨으로써 이 

또한 맛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

따라서 공기와의 접촉을 최대한 막아주는 누름 

돌, 폭보다 깊이가 긴 형태 구성, 재질한계의 극복 

등이 맛을 향상시키고 유지시키는 디자인 과제로써 

등장하게 되었다. 물론 땅속에 묻는 의미로서의 보 

관 온도 유지는 냉장고의 시스템적 해결과제였다.

5. 냉장고디자인의 시대적 의미 변화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국내 가전시장은 생산 

자 중심의 사고가 지배적이다 보니 디자인 측면에 

서 요구되는 것은 각 재질, 기능, 기술 등의 요소에 

생산부문의 요구를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가가 주 

류였다. 다시 말해서 이미 짜여진 틀 속에 화장과 

성형을 반복하는 것이 디자인을 지배하는 중심사 

고였던 것이다. 우리가 제품의 맛과 씀씀이에 연계 

된 내부디자인에 비로소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84년 말경부터였다.

내부디자인에 대한 디자인적 배려는 사용자의 

편이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가능한 한 소비자가 

편리하게 냉장고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중심사 

고이다. 생활공간, 특히 식생활 속에서의 냉장고는 

차가운 저장이라는 고전적인 기능에서 확대되어 

지역 식품문화의 수렴을 통한 사용의 편이성이 요 

구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제데스日나 레이몬드 로이, 헤로 

드 반 도랜 등이 디자인 한 콜드스팟汲 Spot）냉장고 

나 유선형 냉장고디자인 이래 지금까지 외부에서 

의 표피적 감성만족에만 주력하였다. 그러나 지금 

은 그것과 함께 이제까지 우리가 간과하였던 내부 

에서의 사용의 합리성과 편이성이라는 합목적성 

접근과의 상호조화는 앞으로의 냉장고디자인이 가 

져야 할 기본적인 가치로 자리 매김 되었다.

6. 하드웨어적디자인

외부디자인에 대해서는 종래의 냉장고에서 보 

여주었던 기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전체적으로 

잘 짜여진 가구의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 

을 목표로 삼았다. 왜냐하면 냉장고는 주방 또는 그 

주변에 자유롭게 놓여지는Free Standing Type） 제품으로 

사용자로 하여금 큰 용량에서 보여지는 심리적 위 

협요소를 제거하고 친근감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외부적 느낌이 한 

국적인 소구력을 가질 수 있을 것과 튼튼해 보이고 

궁극적으로 기존 및 타사와 차별화 될 수 있도록 하 

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내부디자인은 김치독을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 

하여 저장의 위치와 용기디자인에 주력하였다. 즉 

누름돌의 용기뚜껑 적용으로 김치보관 용기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고 이제까지의 넓 

은 용기디자인에서 깊이 있는 용기디자인으로, 그 

리고 밀폐성과 편이성에 중점을 둔 손잡이와 밀폐 

구조가 그것이다.

또한 주부가 김치통을 수납하는 데에 애로사항 

을 겪지 않도록 공간 위치적 배려를 중시하였다. 그 

리고 부담감이 느껴지는 답답한 디자인을 지양하 

고, 편리하고 씀씀이가 좋아야 하며, 문을 열었을 

때 훤한 느낌을 갖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선반의 이동성과 변화해 가는 식품 

용기들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가 모색되었 

다. 이는 선반의 활용성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용량 

을 크게도 작게도 할 수 있는 주요 요소로서 결국 

용량을 결정짓는다고 할 수 있으며 제품이 사용되 

어지는 지역｛국가）의 특성에 따라 보관 식품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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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수납패턴이 다르기 때문이다.

7. 검증실험

공간（?）디자인의 씀씀이를 검증하기 위해 우리 

는 사상 처음으로 냉장고를 절개하여 투명판으로 

가린 후 사용자로 하여금 사용케 함으로써 디자이 

너는 씀씀이 피드백을 관찰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을 택하였다. 이 장치는 놀라운 위력을 발휘하면서 

효율적 공간 디자인을 가능하게 하였다.

따라서 김장독 냉장고의 공간 디자인과 세부적 

인 선반 레이아웃, 그리고 김치독의 디자인 지침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내게 되었고 디자인은 다음 단 

계로 넘겨질 수 있었다.

8. 김장독이냐, 김치독이냐

92년 12월에 열린 네이밍 채택회의에서 최종적 

으로 '김치독이냐?, 김장독이냐? 가 논의되었는 

데 김치독은 단순히 만들어진 김치보관 용기 개념 

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반해 김 

장독은 항아리를 덮고 있는 눈발을 헤치고 시린 손 

으로 채반에 담아 올려 온 가족이 함께 먹던 겨울 

김장김치의 맛을 연상시켜 제품 컨셉과 가장 잘 부 

합된다는 결론에 도달, 김장독을 애칭% Name）으로 

하였던 것이다.

9. 가장 한국적인 냉장고가 가장 세계적이다

이 말은 김장독 냉장고를 기사화 한 당시 한겨 레 

신문의 제목이었다. 당시 국내 판매실적에서 놀라 

운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6월 한 달은 경쟁사 

와 비교하여 16,000대 이상의 차이가 벌어졌다. 

특히 산업스파이 사건으로 연결되어 국내에 핫 이 

슈를 제공하기도 했던 모델이 바로 이 김장독 냉장 

고인 것이다.

이 냉장고는 일본의 텔레비전에 소개되어 김치 

는 물론 일본의 김치라 할 수도 있는 누가쯔게（오이•무， 

가지. 당근 등올 쌀겨로 만든 된장에 넣어서 발효시킨 식품）의 보고!■고卜 발효에도 

응용될 수 있어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고, 한국의 냉 

장고가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터키의 한 딜러컨벤션에서도 소개되어 요구르 

트와 피클 등의 발효식품을 만들어 선보였는데 딜 

러들의 좋은 반응과 함께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고 

이제 냉장고가 보관만이 아닌 맛을 내는 제품이라 

는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깊은 인 

상을 심어 주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이 제품은 디자인은 물론 제품을 구 

성하는 제반요소에 관여하는 사내의 모든 팀이 처 

음부터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히트한 모 

델로 지금도 제품개발 프로세스의 전형으로 활용 

되고 있다.

물걸레 청소기

1 . 온돌문화와 물걸레

청소문화는 그 지역의 주거환경과 가옥구조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구미의 경우를 살펴보 

면 북쪽으로 갈수록 날씨가 춥고 카펫을 많이 사용 

하는 반면 남유럽 및 중미지역은 날씨가 따뜻하여 

거실 등에 부분적으로 카펫을 사용하고 주로 대리 

석과 마루바닥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사계절 

이 뚜렷한 아시아 국가 중에서 일본은 특유의 다다 

미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은 전형적인 온돌 

문화 국가로서 일반 장판이나 나무마루 등의 바닥 

재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북유럽에서는 카펫 속 

의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파워노즐이 달린 대형 캐 

니스터 청소기를 사용하거나 업라이트： 喜입구汽 

에 대형모터가 들어가 있는 청소기） 스타일을 주로 사용하고 있匚卜. 

일본의 경우에는 다다미 틈새의 벌레와 먼지제거 

에 적합한 청소기를 개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 

정 필수품으로 99%의 높은 보급률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걸레를 주로 사용하는 한국의 특성상 청소 

기의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보급률은 20% 미만으 

로 저조한 편이었다

2 주부에게귀찮고 힘든 청소일

장판문화인 한국의 청소행태를 살펴보면 먼저 

먼지를 털어내고 빗자루로 먼지를 쓸어모은 후 물 

걸레 등으로 바닥을 닦음으로써 청소를 마무리한 

다. 이 과정에서 손은 거칠어지고 날리는 먼지를 마 

시며 허리를 굽혀 작업하면서 지저분한 걸레와 함 

께 건강과 위생 측면에서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 

다. 따라서 청소는 주부의 가사노동 중에서 무척 귀 

찮아하는 일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었다.

3. 모방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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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청소기가 시장에 처음으로 도입된 1977년 

이래 이제까지의 청소기는 이미 개발된 선진제품 

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그 시스템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된 디자인 

과 상품 컨셉으로 어느 회사가 더 빨리 출시하느냐 

가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최대 관건이었다.

초기에는 홉입력과 소음의 정도가 경쟁력의 주 

요 요소였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인공제어, 그리고 

외관의 모양과 색상 등의 요소가 비중이 높아가는 

추세였다. 이를 통한 제품개발은 결국 국내 경쟁사 

들과 단지 몇 대를 더 팔 수 있느냐 하는 관건의 연 

장선에 있을 뿐 획기적인 보급의 전환점은 되지 못 

했다.

4. 고객은 물걸레의 깔끔함을 원한다

'고객들은 물걸레를 원한다 는 - 어쩌면 청소기 

를 개발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고전에 가까운 - 

이제까지의 고객소리를 못 들은 척 하면서도 이의 

해결은 잠재적인 개발목표라는 사실에 이견을 내 

는 사람은 드물었다. 이전에도 물을 사용하는 청소 

기가 외국에서 개발되어 소개되기도 했지만 이는 

카펫청소를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장판과 마루문 

화의 한국에서는 만족스러운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기본적인 고객요구에 충실하는 것은 제 

품성공의 열쇠였으며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해결하 

기 위해 연구소와 함께 청소기의 개념을 걸레를 

부착하고 물을 뿌려주는 대신에 이를 다시 말린다 

는 명확한 제품 개념으로 청소기 연구개발을 추진 

하였다.

5. 한국형 청소기

고객의 예상되는 요구를 사전에 포착하여 제품 

화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볼 때 우리 생활문화 특 

성에 맞는 제품개발만이 청소기 시장에서 고객만 

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길이라는 데 확신을 갖고 

온돌문화인 우리 생활 속에서 물걸레질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청소기와 물걸레를 합친 한국 

형 의 독특한 제품 컨셉이 설정되었다.

6. 디자인의 역할

이렇게 제품의 개발컨셉이 명확해 지기까지 디 

자인연구소, 설계실, 그리고 상품기획의 당사자들 

은 한국인의 문화환경과 생활습성 등 고객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요구를 파악하 

였고 또한 각 부문과의 원활한 협조체계로 성공적 

인 개발여건을 공유하고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

당시 개발을 담당했던 서남철현재디자인중심,씨에 

따르면 물걸레 사용이라는 한국형 개발 컨셉이 공 

유된 상태에서 어떻게 걸레를 본체에서 착탈시키 

고 어떻게 재활용하는가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디자인 컨셉을 수립하고 이의 실행을 위한 구조 구 

상에 중점을 둠으로써 디자인의 역할을 새롭게 정 

립한 것이 제품 성공 요인의 중요 요소였다고 한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제품개발 컨셉을 충분하게 만 

족시키기 위해서는 구조 구상이라는 새로운 디자 

인적 역할이 제대로 실현되어야 하며 이는 결국 실 

용성을 결정 짓는 하나의 열쇠인 것이다.

97년형 동글이 물걸레 정소기 V-400HS(V403- KS)

7. 유통시장 개방에 성공적인 대응

그러나 물걸레 청소기가 시장에 출하되기 시작 

한 91 년 11월 1 일부터 공급이 수요를 감당 못할 

정도까지 되었다. 유통시장 개방 대응형 1호라는 

평가와 함께 시장에 소개되면서 수요가 폭증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대리점 판매사원들은 "정말 신나 

게 팔았다”고 회고한다. 고객의 물걸레질 욕구를 

구체적으로 충족시킨 새로운 제품으로 유통시장개 

방이 한창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을 때 '한국 

형 이라는 독창적인 제품을 만들었고 이것을 구체 

적인 디자인적 해결 노력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높이 평가되었다. kidp

6(____________________
industrial design/mayjune/1998 히트상품, 효자상품 - LG전자



디자인이 역사를 바꾼다 - 우리 나라 제품디자인 역사

세계를 휩쓰는 우리 중소기업의 

우수디자인 제품

정 희 철 일간무역 기자

은성 실스타 낚싯대

세계 최고의 선박기자재 메이커 （주）부일

흥진크라운 헬멧

세계 최대의 핸드백 메이커 시몬느

피아노의 대명사 영창과 삼익

]] 기업이 계열사 제품 및 그룹 이미지 광고에 쓰는 비용은 천문학적이다. 한국에서 가장 

너1 유명하다고 할 4 있는 삼성 이나 LG그룹의 경 우 수십 억 달러 이상을 홍보비 로 쓴다고

한다. 그럼에도 선진국에서조차 '삼성' 이나 工G' 라는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만큼 세계의 소비자들에게 우리 제품이 인정을 받기 어렵다는 

말이다. 하물며 매출액이나 생산규모 등 외형 면에서 이들보다 수 십 배나 적은 국내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어떠하라. 중소기업 제품이 해외시장에서 얼마나 인지도를 쌓기가 어려운지 알아볼 수 

있는 재미있는 방법이 있다• 아무 소비자를 붙잡고 이렇게 물어 보라.

“한국의 최 대 경 쟁국이 라고 할 수 있는 대만의 우수 중소업 체 이 름을 알고 있다면 한 곳이 라도 

대보시오.” 아마 열이면 열 모두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심지어 중견상사나 무역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종사자들도 쉽게 대답하지 못할 것 이 다. 한국도 산업화된 국가이 고 세 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자랑하지만최대 경쟁국의 제품에 대해서조차이 렇게 어두운 것이 현실이다.

• 반면 대만의 경우 훌륭한 중소기업 육성정책으로 전 기업의 98%가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인 동시에 세계에서 유례없는 '중소기업 성공사례 로 꼽히고 있어 한국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세계 시장에서 인정을받는상품이 많다.

해외 소비자들이 한국의 중소기업 상품에 대해 갖게 되는이미지가어느정도보편화돼 있는지 

짐작하기는 이제 어렵지 않다. 하지만 우리 중소기업 중에도 독특한 디자인과 기능으로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효자상품들이 적지 않다. 낚싯대 생산업체 은성사, 헬멧 제조업체 홍진크라운, 

악기업체 영창 • 삼익, 선박기자재 업체 부일, 핸드백 메이커 시몬느등이 그 주인공. 이들 업체의 

성공사례 뒤에는 모두 디자인에 대한지 대한관심이 있었다는 공통점이 깔려 있어 주목된다.

디자인이 역사를 바꾼다-우리 나라 제품디자인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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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 실스타 낚싯대

40여 개국에 수출되는 은성사의 실스타曲STAR）， 

낚싯대는 세계 시장을 20% 가까이 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명품의 반열에 올라 있다. 은성사가 세계 

최대의 낚싯대 업체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 주 

문자상표부착생산（OEM）에서 과감히 탈피해 독특한 

디자인을 응용한 제품을 많이 개발했기 때문.

은성 실스타는 세계 낚싯대 시장의 불황에도 성 

장을 거듭해 지난해 4천만 달러 내외의 수출 실적 

을 올렸으며 미국에서 10%의 시장점유율을 기록 

하는 등 낚싯대에 관한 한 세계 최고 • 최대의 위치 

를 확고히 하고 있다. 은성사는 또한 가장 뛰어난 

소재라고 일컬어지는 탄소섬유로 낚싯대를 만들기 

시작한 국내 최초의 회사로도 유명하다.

낚싯대 제조는 많은 수작업을 필요로 하는 노동 

집약적 산업이다. 하나를 만들기 위해선 재단 • 도 

장 • 검사 • 포장 등 42개나 되는 복잡한 공정을 거 

쳐야 한다. 은성사는 전사적 품질관리EM）를 도입, 

공정마다 불량률을 최소화했다.

이 회사는 93년 자체 부설 연구소까지 설립, 매 

년 40억 원의 연구비를 투입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국의 우수 제품을 수집 • 분석함으로써 제품 개 

발과 품질 혁신은 물론, 새로운 디자인과 소재 및 

낚시관련용품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부설 연구소 

를 통해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120여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막강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자랑한다. 수심을 쉽게 알 수 있는 디지털 릴 낚싯 

대도 이 회사가 처음으로 개발한 제품이다. 최근에 

는 릴대（水归 없이 낚싯대 속으로 줄을 통과시켜 만 

든 신제품을 개발하기도 했다.

한편 은성 실스타는 우리 무역사에 재미있는 일 

화를 남기기도 했다. 자체 브랜드 수출 초창기인 

85년 대한무역투자진홍공사（KO0 서독 주재 프랑 

크푸르트 무역관으로부터 “독일과 유럽 낚싯대 시 

장을 국적 불명의 실스타가 휩쓸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온 것 . 실스타란 브랜드가 국산이란 사실을 짐 

작도 못했기 때문이었다.

은성사의 실스타가 세계적인 상품이라는 사실 

을 입증하는 또 다른 사례는 미국에서도 있었다. 

89년 은성사 미국 현지 공장이 위치한 사우스캐롤 

라이나주 컬럼비아시가 고용 및 세수 증대에 대한 

보답으로 시내 2km의 거리를 은성사 제품 이름을 

따서 시스타 로드 라고 이름 지은 것.

세계 최고의 선박기자재 메이커 （주）부일

우리 나라는 조선부문에서 세계 초강국이지만 여 

객선이나 호화 유람선 건조에서는 아직도 노르웨 

이 •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에게 뒤져 있는 상황 

이다. 그러나 이들 북유럽 조선국가들에서 건조되 

는 초호화 여객선의 실내기자재를 공급하면서 조 

선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기업이 있다. 세계 

최고의 선박기자재 메이커를 겨냥하고 있는 （주） 

부일.

이 회사는 지난해 약 2,300여만 달러 어치의 

선박용 천장과 벽판넬, 도어, 가구, 욕실 등을 수 

출 이 분야에서 세계 5대 메이커 중의 하나로 도약 

했다.

부일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해외기업의 면면 

을 보면 로열캐리비언라인（R8L）, 노르웨이크루즈 

（N6, 캐리비언쿠르즈등 굵직굵직한 업체들이 

총망라돼 있다. 부일은 선박용 실내기자재뿐만 아 

니 라 오프쇼어 드릴 링 플랫폼（Drilling Platform） 등 해상구 

조물에서 쾌적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종 

합적으로 공급, 이 분야에서 선두주자로 부상하고 

있다.

선박용기자재는 일반 건자재와는 달리 해상이 

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 

수재료와 공법을 적용해 설계 * 생산되는 것이 특 

징이다. 천장이나 벽에 들어가는 판넬의 경우 선박 

자체의 하중을 줄이기 위해 가벼우면서 화재 등 불 

의의 사고에 잘 견디고 파도가 심한 항해에서도 형 

태가 변형되지 않아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또 호 

화유람선인 만큼 내부 인테리어가 특급 호텔 수준 

에 버금가야하기 때문에 디자인에도 뛰어나야 한 

다. 이처럼 까다로운 특성으로 인해 그간 세계 선 

박기자재 시장을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 선진 

국들이 독식하다시피 했다. 그러나 부일이 본격적 

인 수출에 나선 지난 95년부터 세계 시장 판도가 

바뀌기 시작했다.

부일 제품의 진가를 가장 잘 파악한 해외 기업 

은 일본의 여객선 메이커들. 이들이 부일의 기술과 

디자인을 인정, 호화 여객선에 장착하면서부터 세 

계적인 유람선과 여객선 메이커들이 부일로 몰리 

기 시작한것이다.

부일의 이 같은 성과는 철저한 사전준비가 있었 

기 때문이다. 수출전선에 뛰어들기 전 일찌감치 국 

제규격에 눈을 떠 국제적으로 호환성이 있는 상품 

을 개발했고 수주 때마다 직원들의 혼이 담긴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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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한 몫을 했다.

부일은 이미 80년대 중반부터 국내 중소업체들 

에게 생소하기만 했던 UL, ISO 등의 국제규격을 

획득하기 시작해 그간 세계 50여 개국으로부터 획 

득한 선박안전관련 인증만 해도 300여 가지에 달 

한다.

부일은 또 국내 업체들의 참가가 전무한 세계 

선박관련 전문 전시회에도 90년대 초부터 빠짐없 

이 참가, 이름 알리기에 최선을 다해왔다. 특히 미 

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와 영국의 런던에서 격년 

으로 열리는 여객선 전시회에는 아시아 업체로는 

유일하게 참가해 주목을 받았다.

이처럼 해외수주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금년 

수출이 지난해보다 1 천만 달러 이상 늘어난 4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육상 철근 구조의 건축물에 선 

박용 특수기자재를 납품하는 방안도 모색 중에 있 

다. 원룸 및 오피스텔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공간 

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쾌적한 생활환 

경을 제공할 수 있는 기자재의 수요가 급속히 확대 

되고 있어 선박용기자재를 응용할 경우 충분한 시 

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외관 설계와 철판, 엔진을 제외한 선박기자 

재의 모든 부분을 일괄 수주하는 전략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캐드(CAD) 등 첨단 설계 시스템 

을 도입, 각 조선소와 전산망으로 연결한 뒤 별도의 

도면을 출력시키지 않고 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 

추었다.

호화 유람선이 배경이었던 영화 스피드 2' 에 

서도 부일은 실내 세트기자재까지 공급한 바 있는 

데, 이처럼 컴퓨터 도어 시스템 등 선박용 첨단 장 

비 등의 시스템 제작 및 공급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홍진크라운 헬멧

영화이야기를 꺼내면 또 하나의 뛰어난 중소업체 

를 들지 않을 수 없다. 한 소녀가 소형 행글라이더 

를 타고 엄마 잃은 기러기를 겨울나는 곳으로 데려 

다 준다는내용의 아름다운비행 이라는영화가 

최근 개봉됐었다. 이 영화의 압권은 주인공이 철새 

와 함께 날아가는 장면인데, 이 때 주인공이 쓴 흰 

색 헬멧 측면에 선명하게 'HJC' 라는 마크가 보인 

다. 이 회사가 바로 헬멧 전문업체인 홍진크라운이 

다.

중소기업 홍진크라운이 만드는 헬멧 'HJC'는 

미국에서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 10명 중 4명이, 캐 

나다에서는 2명 중 1 명이 사용할 정도로 명성이 알 

려져 있다.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제품으로 인정 

받고 있는것이다.

홍진크라운은 디자인이 그 제품의 신뢰성과 품 

격을 결정하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일찌감치 인식, 

디자인 개발에 주력해 왔다. 처음에는 헬멧의 디자 

인이 뒤떨어져 판매난을 겪기도 했지만 한국산업 

디자인진흥원凶阳에서 디자인 지도를 받고 소비자 

들에게 인기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처럼 독특한 

디자인 전략으로 해외 진출 10여 년만에 북미와 호 

주에서 최고 브랜드로 떠올라 헬멧 단일 품목만으 

로 연간 2천 5백여 만 달러 어치를 수출하고 있다. 

최근에는 오토바이 외에 자전거 헬멧도 개발 중인 

데 유럽과 남미 등 해외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진크라운 헬멧

세계 최대의 핸드백 메이커 시몬느

세계 최대의 핸드백 메이커는 분명 패션으로 유명 

한 유럽의 어느 업체라고 짐작하기 쉽다. 하지만 주 

인공은 따로 있다. 대기업이나 중견업체도 아니다.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시몬느.

이 회사는 의외로 세계 최대의 핸드백 메이커임 

을 자랑한다. 시몬느는 지난 해 세계 각국으로 1 억 

달러 어치에 달하는 핸드백을 수출한 알짜배기 중 

소기업으로 세계 최대 핸드백 메이커라는 명예를 

거머쥐었다. 조그마한 핸드백 속에 세계 시장을 집 

어넣은 시몬느는 놀랍게도 지난 87년에 설립돼 올 

해 창립 11 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늦깎이 회사다.

폴로, 캘빈클라인, 게스, 에스프리, 팔로마피카 

소, 페리 엘리스 등을 비롯한 베터侬唸그룹에 속하 

는 미국의 패션바이어들이 시몬느의 주고객이다. 

이들이 시몬느와 인연을 맺고 단골이 된 사유는 바 

로 디자인 전략에 푹 빠져들었기 때문.

이 회사의 디자인에 대한 투자를 보면 놀랍다.

세계 일류 브랜드와의 거래는 고가품에 치중된 

만큼 수출마진이 좋은 편이다. 하지만 가격이 맞지 

않을 경우 등을 돌리는 것은 일류 브랜드라고 예외 

는 아니다. 바이어가 제시해 주는 디자인, 소재에 

맞춰 핸드백을 만들어 공급하는 하청 공장이 아니 

라 소재, 디자인, 샘플, 품질, 납기를 모두 책임지고

시몬느 핸드백

시몬느 핸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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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아주는 회사였기에 오늘의 성공이 가능했다.

다른 업체와 거래할 때는 어떤 디자인의 제품을 

어떤 소재로 만들어 줄 것인가를 낱낱이 주문해야 

하지만 소재와 디자인을 먼저 개발해 제시하는 시 

몬느는 바이어들에게 여간 반가운 것이 아니다. 상 

품기획에 관한 한 콧대가 높은 미국의 패션업체들 

도 시몬느가 제시하는 아이디어에 대해선 고마움 

을 금치 못한다는 후문이다.

바이어 해야 할 일을 시몬느가 맡아 주 

는 것은 비단 신상품 개발뿐만이 아니다. 핸드백을 

수출할 경우, 바이어의 입장에 서서 품질검사를 철 

저히 실시함으로써 입고검사 부담을 덜어 주고 있 

다.

디자인 개발의 경우 해외 정상급 디자이너들은 

연봉이 3만 달러에서 30만 달러에 달한다. 그들을 

뛰어넘기 위해 시몬느가 운영하는 상품개발실은 

막강하다. 국내 핸드백업체 중에서 단연 최대의 규 

모다. 이들은 여성용 핸드백의 소재와 스타일의 기 

본형 300여 개를 가지고 기획한다. 여기서 파생된 

제품은 5만 개를 웃돈다. 그럼에도 시몬느는 요즘 

전문디자이너를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삼익피아노

피아노의 대명사 영창과 삼익

영화이야기도 하고 패션이야기도 했는데 문화상품 

수출로 한국의 명예를 높인 기업들도 있다. 바로 한 

국을 피아노 왕국으로 만든 영창과 삼익악기가 그 

들이다. IMF와 원자재난 등으로 고전하고 있지만 

국내외에서 피아노를 칠 줄 아는 사람치고 영창 

(Young Chang) 이 나 삼익 (Samd)을 모르는 이는 없다

양사는 지난 80년대 피아노 수출이 본격화된 

이후 일반 어쿠스틱 피아노와 디지털피아노, 신디 

사이저 등 전자악기 부문에서 악기부문의 세계 우 

수 디자인상을 자주 수상했다. 클라우스 훼너의 독 

일형 삼익피아노, 스타인웨이의 기술진이 만드는 

영창의 프램버거 디자인 등 디자인과 음질을 개선 

하고자 하는 양사의 노력은 필사적이다. 전자악기 

중 명품이라고 일컬어지는 코즈와일(KUQVM 브랜드 

의 디지털피아노가 영창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정도.

양사는 현재의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신제품 • 신디자인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세계 

적으로 2〜3개월마다 신제품을 개발하고 어쿠스 

틱과 전자악기 부문을 함께 개발해 나가는 업체가

이를 입증한다.

디자인 성공기업이 주는 교훈

디자인을 바탕으로 세계최고의 지위를 노리는 중 

소업체들은 이들 외에도 많다.

IMF의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내부적인 비 

용 절감과 긴축 경영이 우선이라는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고 있으나 이들 디자인 성공 기업들을 본다 

면 디자인개발 등 R&D 투자 확대에 운명을 걸어 

보는 공격적 경영과 마케팅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ki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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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디자인, GD상품들

】 ] 업디자인진흥법에 의거하여 산업 

人 卜자원부 주최, 한국산업디자인진흥 

원주관으로실시되는 '우수산업디 

자인상품전 은 상품의 외관, 기능, 안정성, 품 

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디자인의 우수성 

이 인정된 상품에 GD（G°0doe歯）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 1985년부터 개최되어 올해로 14 
년째에 이르고 있다

우수산업 디자인상품으로 선정 된 상품들은 

개최 공고 전 1년 이내에 국내에서 판매되기 

시작한 상품들 중에서 품질 면에서는 물론 디 

자인적인 면에서도 그 우수성을 정부가 공식적 

으로 인정한 상품들인 것이다.

GD전은 처음으로 실시된 85년도부터 97년 

까지 14년 동안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10년이 

면 강산이 변한다고들 한다. 우리 나라의 제품 

디자인사 40여년의 기간에 비해 결코 짧지만 

은 않은 기간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우수산업 

디자인상품전에서 선정된 상품을 통해 시대에 

따른 디자인의 변화와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 

고 다음으로 85년부터 선정된 상품을 2점씩 게 

재하여 그 디자인적인 변화상도 함께 알아보고 

자 한다. 편의상 85년도부터 92년까지는 여러 

분야의 대중적인 제품을 중심으로, 93년부터 

97년도까지는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수상작 

을 중심으로 게재하였다.

GD제도 실시 첫해인 85년도에는총 신청상 

품 284점 중 230점 이 전자제품으로 마치 전자 

제품 디자인전 같은 인상을 주었다• 또한 출품 

상품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출품되어 중소기업 

의 디자인이 대기업의 수준에 미치지 못했음을 

증명해 주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완구부문과 기타부문에 

는 신청 상품이 한 점도 없었으며, 사무기기부 

문에서는 5점이 신청했으나 한 점도 선정되지 

못하여 선정대상 총 8개부문 중 5개부문에서 

만 GD 상품이 선정되었다. 또한 선정수에 있 

어서도 총 선정수 48점 중 텔레비전이 13점으 

로 1위, 냉장고와 선풍기가 각 6점으로 2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출품상품이 전기 •전자제품부 

문에 치우쳤음을 단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

심사위원들은 심사 평에서 GD 선정제도가 

처음 시작되어 홍보 면에서나 기업체의 인식 

면에서 미흡하여 출품된 상품이 한정되어 있고 

특히 가전제품과 기업체의 전략상품에만 치중 

되어 있어 값비싸지 않은 일상생활용품분야에 

서의 다양한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과 함께 아 

직도 냉장고 문의 틈이 일그러져 있는 등 전반 

적으로 품질이나 뒷마무리작업이 허술한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제까지 대량생산의 편리성이나 기 

술적인 문제만을 생각하여 제품을 생산하던 것 

에서 한단계 더 발전하여 디자인적인 면까지 

생각하도록 자극을 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실시 첫해의 의의가 있다하겠다.

88년도에는 선정부문에 악기류부문이 신설 

되어 출품분야가 9개부문으로 확대되었다. 총 

신청수 675점 중 27개 업체 116점이 선정되어 

17.2%의 선정률을 보였다. 부문별 선정비율 

에 있어서는 총 선정수 116점 중 전기 • 전자부 

문이 75점으로 여전히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 

고 있으나 일용품부문과 악기류부문 및 레저스 

포츠용품부문이 증가했다. 심사위원들은 대체 

적으로 제품의 제작기술과 내용, 디자인 등이 

많이 발전했다는 긍정적 의견이었으나 가전 3 
사 위주의 출품 및 선정이 불식되어져야할 것, 

품목을 더욱 확대하여 중소기업체의 참여 유 

도, GD마크에 대한 계몽, 수입개방에 따른 소 

비자 보호차원에서 수입품도 대상에 포함시키 

는 것 등의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89년도에는 가전 3사의 불참으로 총 출품수 

는 288점으로 다소 줄었으나, 대신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가 있었다. 디자인적인 면에 있어서 

는 많이 좋아졌으나 여전히 끝마무리가 미흡한 

점이 아쉽다는 지적과 함께 제품에 대한 제작 

의도나 배경 등에 관한 상세한 기록이 필요하 

고 제품의 사이클이 짧아진 점을 고려하여 1년 

에 2번, GD 상품전을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다음 해인 90년도에는 날로 다양해지 

는 소비자의 욕구 충족과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다양한 제품의 생산 및 제품 사이클 감소 등을 

반영하여 상반기, 하반기의 2회에 걸쳐 실시하 

였으며, 냉장고 등에서 흰색을 탈피한 그린색 

이나 검정색, 스톤색, 회색 등의 다양한 컬러 

도입이 나타났다.

93년도부터는 심사위원을 산업디자이너 뿐 

만 아니라 엔지니어, 마케팅전문가, 특허전문

디자인이 역지를 바꾼다 -W画 나라 제푬匚|자인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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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전은처음으로 실시된 85년도부터 97년까지 14년 동안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10년이 

면 강산이 변한다고들 한다. 우리 나라의 제품 디자인사 40여년의 기간에 비해 결코 짧지만 

은 않은 기간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우수산업디자인상품전에서 선정된 상품을 통해 시대에 

따른 디자인의 변화와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다음으로 85년부터 선정된 상품을 2점씩 

게재하여 그 디자인적인 변화상도 함께 알아보고자 한다. 편의상 85년도부터 92년까지는 여 

러 분야의 대중적인 제품을 중심으로, 93년부터 97년도까지는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수상 

작을 중심 으로 게재 하였다.

가, 소비자단체 인사 등으로 광범위하게 구성 

하여 심미성 뿐만 아니라 기능의 합목적성, 편 

리성, 독창성을 중시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실 

시하였다. 특히 처음으로 시상제도를 도입하 

여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등의 구체적인 수상 

작을 선정하고 선정상품 제작업 체에 대한 실질 

적인 정책, 금융, 홍보 및 판매지원을 대폭 강 

화하였다. 그 결과 93년도의 GD 상품선정 신 

청건수가 92년도에 비해 무려 56% 이상 증가 

한 309점에 달하였으며, 첫 번째 대통령상은 

금성사의 김장독냉장고, 국무총리상은 한국타 

이어의 승용차타이어에 돌아갔다. GD전의 수 

상제도 도입으로 기업체는 물론 일반소비자들 

에게도 GD 선정제도에 대한 인식의 증가와관 

심을불러 일으켰다

94년도의 특이할 만한 점으로 산업기기분야 

의 제품에서도 굿디자인의 개념이 도입되어 산 

업기기분야가 신설되었으며 , 삼성중공업의 굴 

삭기는 국무총리상에 선정되 기도 하였다.

95년도부터는 심사에 앞서 신청 상품을 디 

자인한 산업디자이너가 직접 프리젠테이션하 

는 제도를 새로 채택하였으며 심사기간도 과거 

2일이던 것을 5일로 대폭 늘려 보다 심도있는 

심사로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또한 대기 

업에 비해 산업디자인 개발여건이 열악한중소 

기업의 산업디자인 개발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국무총리상 및 통상산업 부장관상 중 절반 가량 

은 중소기업에 할애하였다.

96년도에는 개인의 여가시간, 레저, 가족 중 

심의 소비자의 욕구의 증가를 반영하여 대통령 

상에 LG전자 디자인종합연구소에서 출품한 

아트캠 프리 가 선정되었다. 이 제품은 기존 

의 비디오부, 카메라부 일체형 캠코더에서 탈 

피, 2개의 부분이 분리되어 '보면서 자유롭게 

찍는다 라는 타이틀로 찍는 자유로움과 휴대 

의 간편성을 함께 나타내주고 있다.

작년 97년도에는 93년도 금성사의 김장독 

냉장고, 96년도의 아트캠 프리 등에서 나타나 

기 시작한 우리만의 것, 우리 고유의 디자인을 

강조한 상품들이 많이 출품되었다. 특히 대통 

령상을 수상한 티뷰론은 국내 최초의 스포츠카 

로 사천왕상의 근육질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운 

곡선미를 표현하여 디자인 되었고, 국무총리 

상을 수상한 레간자는 한국 전통 한옥의 처마 

선과 한복의 소매선 등을 디자인으로 표현하였 

다. 선정상품 수도 201점으로 증가하고, 수상 

작도 46점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이상으로 85년부터 개최된 GD전에 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GD전은 그 본래의 목적 

인 상품의 디자인 수준향상과 일반 국민 생활 

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 점이 매우 크다는 점은 

부인할 수 가 없다. 그러나 그 시 행과정에서 나 

타난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나타 

났다.

우수한（G세 디자인에 대한 심사는 그 심사기 

준을 공학분야에서처럼 정확하게 설정할수 없 

기 때문에 굿디자인의 심사기준 설정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지난 85년도에 공고된 GD 상품의 선정 기준에 

서부터 97년도에 개최된 GD전에 이르기까지 

시장환경은 급격하게 변화되었지만 그 선정 기 

준에 있어서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도 큰 문제 

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또한 디자이너가 제 

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자 입장에서의 심사기준 설정, 심사에 있 

어서도 전문분야의 제품들을 전문가와 비전문 

가가 동일한 비중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 등의 

문제점이 함께 제기되었다.

GD 상품 선정 심사기준은 시대적인 조류와 

흐름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공정 

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며 , 선정 분야에 대해 

서도 전기•전자, 레저•스포츠•취미용품, 사무 

기기, 생활용품, 정보통신기기 등의 5개 분야 

품목으로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나머 

지 분야에 대한활성화노력이 필요할것이다.

매해마다 업 계나 일반소비자의 욕구와 시 대 

적 흐름에 따른 융통성 있는 품목 설정이 이루 

어져야 하겠다. 특히 운영방법에 있어서도 앞 

으로 GD 상품선정제도의 발전을 위해 시장개 

방에 따른 수입품의 GD 마크 신청에 대한 대 

처 방안 연구와 함께 굿디자인에 관한 보다 심 

도있고 지속적인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ki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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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GD상품

역대 GD상품 선정 누계

연도
상품 업체

신청수 선정수 선정율！%） 신청수 선정수 선정율，%）

1985 284 48 16.9 23 14 61
1986 250 62 24.8 31 22 71
1987 511 149 29.2 41 28 68
1988 675 116 17.2 44 27 61
1989 288 125 43.4 53 45 85
1990 473 118 24.9 87 48 55
1991 380 117 30.8 99 60 61
1992 174 70 40.2 48 32 67
1993 309 87 28.1 73 41 56
1994 389 132 33.9 98 59 60
1995 447 172 38.5 153 88 53
1996 602 310 51.6 238 151 63
1997 422 201 48.0 기 8 130 60
총계 5,204 1,707 32.9 1,206 745 62

19 8 5
상품명:테니스라켓

회사명: 에스콰이어라켓（주）

형식명 : 보론닉스 ]!

특징 : 동양적 감각과 한국적인 멋을 겸비한 독특한

설계 방식.

우주 공학에 사용되는 최첨단의 보론 화이바를

소재로 함.

상품명:전기보온밥롱

회사명 : （주）후지카 대원전기

형식명 : DWJ-160TIMER
특징 : 타이머를 부착하여 원하는 시간에 취사•보온이 

가능하며 주방생활을 편리하게 함.

색상은 밝은 아이보리 계통으로 주방에 잘 어울리도록 

디자인

디자인이 역자* 바꾼다丁우리 나라 제품디자인 역사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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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8 7 ♦ 19 8 8
상품명: 볼펜

회사명:한국빠이롯트만년필

판매회사: （주）신화사

형식명: 엔조바리니（백색）

특징: 볼펜심의 수납방식을 노크식에서 

트위스트식으로 변경한 디자인.

몸체 중간에 링을 끼우고 머리부분을 사선으로 깍아 

제품특징을 강조

상품명 : 손목시계

회사명 : 오리엔트시계공업（주）

형식명 : J65R009（남）, J65R010（여）

특징 : 복고풍의 이미지를 현대적 감각으로 조화시키 

고 수공에 가까운 계단식 공법으로 제작된 밴드를 

채택하여 일체감을 강조시킨 예물용 시계.

상품명:냉장고

회사명 : 대우전자（주）

형식명 : FR-261AR
특징 : 기능조작판이 외부에 있어 사용이 편리.

상품명 : 카세트（Stereo Radio Cassette）
회사명 : 삼성전자（주）

형식명 : W-55
특징 : 어학 학습에 적합.

녹음시 하이스피드 더빙 기능.

상품명:청소기

회사명:대우전자 

디자이너:최종운 

형식명 : RC+021C 
특징 : 자동차 전용 청소기. 

플래시를 부착하여 비상시 사용 가능. 

몸체바닥에 브러시 부착으로 사용시 분리, 

조립이 용이.

상품명 : 비디오카메라 테이프레코더 

회사명 : 삼성전자（주） 

디자이너:이계천

형식명 : SVT>15 

브랜드명 : Magic V 
특징 : 전체적으로 라운드 형태로 처리. 

조작이 용이하도록 키를 크게 디자인. 

초소형, 초경량으로휴대가간편.

心；mu i SBm 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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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8 9 ————、
상품명:전기스탠드

회사명: 국제조명（주）

디자이너:이상교

형식명 : ST-8901

브랜드명 : Rainbow
특징 : 원통과 선으로 오리의 모습을 형상화.

상품명:카메라

회사명 : 삼성항공산업（주）

디자이너:전태호

형식명 : AF-Zoom 700

브랜드명 ： AF-Zoom 700
특징 : 손잡이부와 플래시부를 시각적 대칭으로

처리하여 안정감 있고 컴팩트하게 디자인.

줌버튼과 셔 터버튼의 한 손동작 가능.

19 9 1
상품명:안경테

회사명: （주）서전 

디자이너:권남용 

형식명 : 3502 

브랜드명 : SJ FLYER 
특징 : 세미클래식의 귀족적 분위기 연출. 

35세 전후의 중년여성을 위한 디자인.

상품명:냄비

회사명 : （주）남선알미늄 

디자이너:이승주 

브랜드명 : LOVE SONG 
특징 : 부드럽고 심플한 디자인. 

뚜껑의 기능을 보완하여 열손실을 최소화. 

세척이 용이.

디자인이 역사■ 바꾼다 - 우리 나라 제품디자인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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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9 2
상품명:텐트

회사명: （주）진웅

디자이너:최상병

형식명 : 8각 캐빈텐트

브랜드명 : Quest
특징 : 크기에 비하여 설치 및 조립이 편리하도록 

기능성을 강조하여 디자인.

보라색과 노란색의 색상을 적용하여 산뜻함을 강조.

상품명:홈오토메이션

회사명 : 중앙전자공업（주）

디자이너:민경우

형식명 : CH-911SV/DRC-403
브랜드명 : COMMAX
특징 : 기능과 용도에 맞는 부드럽고 단순한 형태로 

디자인하여 사용상의 편리성과 내구성 추구.

19 9 3
대릉령상

상품명:냉장고

회사명: （주）금성사 

디자이너: 안규성, 박성규

형식명 : GR49-2CK

브랜드명 : GOLDSTAR
특징 : 김장독 코너의 디자인으로 소비자 요구 충족. 

한국 전통의 기와 곡선을 살린 정교한 디자인.

국무총리상

상품명 : 승용차 타이어

회사명 : 한국타이어 제조（주） 

판매회사 : 한국타이어 중앙연구소 

디자이너:이진숙

형식명 : Z-2000

브랜드명 : HANKOOK
특징 : 타이어의 무늬를 비대칭으로 디자인.

Racing 특성을 살리기 위해 좌우 타이어를 구분. 

빗길 주행시 안전을 위하여 직선 홈 채용.

19 9 4
대롱령상

상품명:컬러텔레비전

회사명: （주）금성사

디자이너: 김태봉, 전명섭

형식명 : CNR-2994P

브랜드명 : GOLDSTAR
특징 : 절제된 선과 면의 적절한 조화로 고품질과 신뢰 

성 이미지 추구. 고광택 나무무늬의 접목으로 실내분 

위기와 조화를 꾀함.

국무총리상

상품명:굴삭기

회사명 : 삼성중공업（주）

디자이너 : 변상태（홍익대）

형식명 : MX222LC

브랜드명 : MX 222LC
특징 : 신소재 FRP를 몸체 부분에 적용하여 장비의 무 

게 절감. 라운드스타일의 캐빈으로 쾌적한 운전 공간 

확보. 전면의 대형 라운드 창문으로 작업시야를 넓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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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9 6
대룽령상

상품명 : 분리 • 결합형 8mm 캠코더

회사명 : LG전자（주）

디자이너:김철호

형식명 : LC-AH40D

브랜드명 : GOLDSTAR
특징 : 카메라부와 액정화면이 부착된 본체로부터 자 

유자재로 분리 •결합되는 새로운 형태의 캠코더.

카메라부와 비디오부가 분리됨으로써 자신의 모습을 

촬영할 수 있는 것온 물론 자동차나 오토바이 부착 촬 

영 등갖가지 형태의 촬영 가능.

국무총리상

상품명:비만도측정기

회사명:임마누엘전자

디자이너 : 박우성, 이영근

형식명 : 아이엠아이-1000
특징 : 사람이 측정기 위에 올라가면 자동으로 신장, 

체중, 표준체중, 비만도, 체질량 지수 등을 측정하여 

프린터로 내역을 자동 출력해 주는 장비.

19 9 7
대룽령상

상품명:스포츠카

회사명: 현대자동차（주）

디자이너: 최출헌, 장준호, 정연홍

형식명 : JC-D20-M3
브랜드명:티뷰론

특징 : 국내 최초로 개발된 스포츠카.

부드러운 곡선미 속에 살아 숨쉬는 강인함이 더욱 돋 

보이는 매혹적인 외관.

해외에서도 놀라울 만한 호평 속에 판매되고 주요 일 

간지는 한국자동차의 이미지룔 일신시킨 차로 평가.

국무총리상

상품명:승용차

회사명 : 대우자동차（주）

디자이너 : 김태완, 임대일, 전병권

브랜드명:레간자

특징 : 한국 고유의 선을 응용한 유려한 외관.

운전자 및 동승자의 최대 편의를 위한 인간공학적 설 

계와 넓은 실내공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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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비즈니스

디자인과의장법

수출로 IMF를이긴다 벨코전자（주）

KIDP 지도상품



디자인 비즈니스

정리 강수정 KIDP 국제사업묌 1 1
이번 호에서는 영국 상공부口하MmentofTradeandlndustr^의 신제 

품 개발曲고［정을 설명하고 그 효고構 증가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디자인과 사업성과

빠르게 변하는 고객의 요구를 즉시 수용하 

는 것이 바로 성공한 회사들의 공통점이다. 운

정비용 모두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 

으로 생산성 향상의 원동력이 제품디자인에 있 

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 

디자인은 대부분의 제작과정을 결정한다. 디

도표 1. 신제품 개발NPD） 과정에 따른 회수율 검토 

（자료: Berliner & Brimson, 1988）

루자 회수율

디자인컨셉

1

□

제작방법
L

제작 전략
—1.3

전 생산활동
U.DD 

n or
제작

■— U.Zu

송수단 및 통신의 발전으로 세계 시장에서 지 

리적인 제약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 

에 경쟁사보다 먼저 향상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만이 이윤을 얻을 수 있게 되었 

다. 기업들은 이제 고객의 기대를 예상하고 조 

정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갖추어야만 하며 

또한 통합된 제품과 제작 전략이 그 시스템의 

핵심이다.

제품의 디자인 단계는 제품의 품질과 비용 

제조 원료 및 기술 등을 결정하고 또 그 사업의 

재정적인 구조를 결정한다. 제품 생산성지원】인당 

부가가치이 제품의 디자인에 의해 결정되므로 디 

자인은 또한 기업의 부가가치를 통제하게 된 

다. 신제품 개발비용을 투자로 간주하고 그 회 

수율을 검토함으로써 디자인이 다른 형 태의 투 

자보다 더 높은 수익회蚀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신제품 개발由은 기 

업의 가장중요한 활동일 수도 있다 도取）

1 • 디자인, 비용, 품질

NPD（신제품개발과정）라는 디자인 단계는 극히 적 

은 자원만을 필요로 하지만価%미만） 신제품 가격 

의 대부분을 결정한다•（약85%）디자인 단계에서 

직접비용, 가변적인 간접비용 및 장기간의 고 

자인은 제품의 기술적, 미적인 특징을 결정지 

음으로써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고 분석과 문제 

해결, 세부화를 통하여 제품의 신뢰성과 품질 

을 결정한다.

2•고객 선호제품 만둘기

제품과 그 제품을 선호하는 고객의 중요성 

을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많은 회사들은 고객 

확보에 실패한다. 제품의 디자인과 제작 방법 

은 고객이 정말로 원하는 제품을 저렴한 가격 

으로 생산하는 것과 병행되어야 한다. 공급요 

소는 디자인에 영향을 미치고, 공급 체인의 관 

리는 또한 고객까지 이르는 최단 기간의 기획 

에서 제품화까지의 시간（리드타이 달성에 필수적 

이다. 따라서 이 모든 분야에 대한 충분한 조사 

와 투자는 고객 확보와 장기간 수익 달성에 결 

정적이다.

3•부가가치

제품의 부가가치는 경쟁에서 살아남아 성장 

을 이룩한 회사와 그렇지 못한 회사를 결정짓 

는 요소이며 기업의 부를 제공하는 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실은 일본과 독일에 비해 제조업 

에서 전통적으로 저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하는

디자인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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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는 넓게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일본 

과 독일의 경우 1989년과 1990년 산업분야에 

서 1인당부가가치는 영국의 거의 두 배였는데 

그 핵심요소는 제품의 디자인과 디자인 프로세 

스의 관리에 있었다.

4• 더 나은 성과를 위한 핵심요소

기업의 생존과 성공을 위해 기업들은 다음 

원칙을 지켜야만 한다.

• 고객의 욕구파악 및 경쟁제품에 대한 충분한 시 

장조사를 하라.

• 향후 전망에 대한 확신을 갖고, 제품 판매를 떨어 

뜨리는 위험요소를 분석하라. 신제품개발이란 

향상된 품질과 더 많은 부가가치를 의미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 시장 내의 위험, 비용,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하라.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 

기 위해 디자인에 더 많은 투자를 하라. 그러면 

나중 단계에서 비용이 줄어들 것이다.

• 보다 관심을 끌만한 고기능의 제품을 개발하라. 

그리고 제작비용을 줄여라.

• 시장에 먼저 진출하라. 이것이 잠재적인 이익을 

최대화하고, 단시간에 이익을 발생시키며, 프리 

미엄 가격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 공급자와 긴밀하게 협조하라. 이를 통해 높은 수 

익을 올릴수 있다.

• 대규모의 이익과 성장은 가격경쟁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가가치를 올리는 활동에서 오는 것임 

을명심하라.

전략적 접근

신제품 개발에 앞서 시장의 요구에 관한 종 

합적인 분석과 제품개발에 대한 기술적 측면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음 사항들 

은반드시 병행되어야한다.

• 시장의 요구와 시장 진입 비용을 분석하라.

• 최신의 기술을고려하라.

• 엔지니어와 과학기술자를 참여시켜라.

1 •변화와 기회

변화는 항상 기회를 창조한다. 이 변화의 원 

천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기술적 진보

시장에 적합한 신기술을 찾아라. 신기술들의 사 

용 가능여부는 그 기술을 사용하기 훨씬 이전부 

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 기술들은 제품, 디자 

인, 개발과정과 관련된 기술일 수 있다.(예를的CAD)

2) 신소재

3) 환경적인 규矶 지침, 기준

4) 신 공정 및 제작기술

2. 빠른 변화 따라잡기

사업성과 및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사용될 수 있는 현재와 미래의 기술을 이해함 

으로써 기업의 경영 전략은강화될 수 있다.

3. 목적의 명료화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존의 제품을 개선하 

려 할 때 사업계획에 그 목적을 분명히 해야한 

다. 자금이나투자, 인력에 제한이 있으므로 단 

합되게 일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잘 인식 

하고 있어야 한다.

체크리스트〉

• 시장의 규모, 향후 전망 등을 평가하라.

• 시장 확보, 기술 진보,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새로운 규범 등에 대한 기회를 노려라.

• 시장진입비용을 평가하라 : 실질적으로 시장진 

입이가능한가?

• 당신의 디자인팀에게, 당신 회사 또는 경쟁사의 

제품을 사용한 고객의 체험을 직접 듣게 하라.

• 당신 회사의 장점과 단점을 최대한 이용하라.

• 제품의 범위와 공략시장에 대한 명확한 목표지 

침을 마련하라.

디자인 개요와 제품 계획

디자인의 개요에서부터 사업 계획에 이르는 

준비는 언제, 어떻게 당신이 성공적인 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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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을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디자인 개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고객의 요 

구를 제품 특성에 반영하는 것이다.

1•디자인개요의 역할

디자인 개요는 제품이 갖추어야 할 기능과 

특성, 그리고 이들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설명 

한 것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은 고객의 

요구를 디자인 특성에 반영하는 것이다. 여기 

에는 또한 없어서는 안될 요소仆&加' 가 무엇이 

고 있으면 좋은 요소（°虱*' 는 무엇인지 각 변 

수들이 명확히 정의되어져야 한다. 또 디자인 

개요는 각 자원의 연관관계를 다음과 같이 구 

분해야 한다.

• 개발프로그램의비용

• 외부상담원의 요구사항, 하도급업체 및 공급 전 

문가의 요구사항

• 예상되는 제품 수준 및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

• 주식시장을 위한 투자 요구사항, 일의 프로세스, 

제품생산능력, 신공정

제품계획서를 만드는 단계에서 디자인 개요 

는 한 단계 더 발전한다. 이 단계들은 서로 중 

복되기도 하고 프로젝트팀의 디자인 개요를 변 

화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변화에 대한 통 

제는 비용과 일정작업을 제어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부분이다

디자인 개요를 준비하는 일은 힘든 과정이 

나 실수 또는 향후 발생 가능한 복잡한 상황을 

제거해 준다. 체크리스트가 꼼꼼할수록 위험 

부담은 줄어든다. 그러므로 체크리스트를 꾸 

준히 검토하고 갱신하라. 디자인 개요를 검토 

하는데 들인 시간과 노력은 후에 더 많은 비용 

이 들 수도 있는 방대한 재디자인을 막아줄 것 

이다.

2•제품 계획서

제품 계획은 디자인 개요를 실현시키는 단 

계이다. 디자인 연구' 또는 개념（컨셉）' 이라는 

단계는 창조적인 단계로서 제품계획을 확실히 

하기 위해 소비자의 요구, 디자인 가능성, 상업 

적 필요사항 등을 종합한다. 이는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니라 아이디어의 실현여부를 증명하 

기 위한 가능성 검토 를 포함하고 있다. 제품 

모델은 컨셉의 이해를 돕고 고객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보여준다. 디자인 연구는 디자 

인팀 만의 작업이 아니다. 디자인팀이 주도적 

인 역할을 맡을 수도 있으나 디자인팀은 마케 

팅 , 자금, 제작 등 다른 부서들을 포함하는 프 

로젝트팀의 일부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외 

부 전문가의 힘을 빌려야 할 때도 있다.

치밀한 디자인 연구는 당초 디자인 개요의 

약점을 드러내기도 하고 때로는 프로젝트를 중 

단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노력의 낭비가 

아니다. 제품 비용, 제작 설비, 간접비의 대부 

분은 디자인 연구단계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기 

억하라. 무산된 연구라 할지라도 보다 나은 이 

해를 가져왔고 이는 미래의 제품 개발에 기여 

할것이다.

디자인 연구가 프로젝트의 실현가능성을 말 

해줄 경우 이는 신제품 프로그램 투자에 자신 

감을 부여한다. 또 디자인 연구는 잠재적인 위 

험과 보상, 각 부서들로부터 요구되는 작업을 

이해시킴으로써 제 시간에 성공적으로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적절한 조직 생성

팀의 수집능력이 결과물의 질을 결정한다. 

디자인 개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조직의 

형태 및 능력의 범위는 제품과 회사의 본질에 

의해 결정된다. 패션, 가구, 카펫 산업에서는 

유능한 디자이너 한 명이 최고 조정자가 될 수 

있으나 기술산업 이나 복합 산물은 디자인과 제 

품개발에 수백 명의 사람이 연관되기도 한다. 

그러나 실현가능성을 확실히 하고 적절한 인력 

및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관리 업무는 

어느 곳에서나 같다.

1 적절한인력

신기술, 신소재, 신 공정의 빠른 변화 속에서 

는 제품 개발의 모든 단계에서 전문가가 필요 

하다. 지식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자원 

이기 때문에 전문가와그들의 역할은 적절하게 

정의되어야만 한다.

■ 사업전략가는 전체 목적과 제한을 제시한다.

• 시장 전문가는 시장의 요구를 정의하고 평가한다.

• 엔지니어는 기술적 혁신과 디자인 수행, 제작 설 

계, 제작기술, 제조에 관한 책임을 진다.

• 산업디자이너는 총 신제품 개발（NPD）프로세스에 

책임을 진다. 즉 고객의 요구를 실제 컨셉에 반 

영하고 제품 차별화를 보장하며, 부가가치를 증 

가시킨다.

• 그래픽 디자이너는 제품과 관련된 인쇄물을 다 

룬다.

특히 모두가 신제품 개발에 있어 한가지 역 

할을 수행해야 하고 지속적 인 훈련을 받아야만 

한다. 내부 디자이너와 외부 용역과의 균형은 

최대의 성과와 비용, 효율에 의해 결정되어져 

야한다.

2• 정보시스템의 화용

디자인 과정에서 디자인 착수방법, 검토, 정 

보사용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질 때 팀워크는 

그 효과를 올릴 수 있다.

PA 컨설팅 그룹에 의해 실시된 한조사에서 

보면 디자이너들의 작업시간 중 15%만이 실 

제 디자인에 사용되고 대부분은 정보 탐색, 자 

료를 취합하기 위한 동료와의 연락, 다양한 자 

료의 취사선택 등에 소비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적절한 정보 관리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효율적인 정보관리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때론 법적인 고소로 이어지기 

도한다.

디자인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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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데이터 관리(①M)는 제품을 설명하는 

모든 정보를 제어하고 관리하는 방법이다. 

EDM 시스템의 실행은 신제품 디자인 및 개발 

과정 전체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촉매가 될 수 

있다. EDM은 또한 현대적 데이터베이스 기 

술, 제품 구조 및 데이터 탐색방법 등을 효과적 

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친숙한 컴퓨터 사용 환 

경을 제공한다.

3•협동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단계에서 효율적 인 

협동과 위탁이 이루어져야 한다. 프로젝트 매 

니저는 내부 디자이너 , 외부 컨설턴트, 시장 조 

사, 제품 연구개발, 품질 검사, 구매, 실험기 

준, 고객 사이에 지속적인 연락을 취해야 하고 

서로 다른 배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언어 

및 문화적인 문제를 규정하고 해결해야 한다.

서로 다른 능력을 갖고 있는 팀원간의 상호 

존중과 팀워크는 리더십, 선의의 동기와 더불 

어 꼭 필요한 요소이다.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뛰어난 디자인과 그렇지 않은 

디자인과의 차이를 내는 원인이기도 하다.

체크리스트〉

• 사용 가능한 적절한 기술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라. 

•적절한 팀구조를선택하라.

• 빠른 기술의 변화로 인해 향후 제품디자인 전 부 

문에서 필요로 되는 전문가를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하라.

• 시작부터 내 • 외부의 모든 프로젝트에 팀원을 

포함시켜라.

• 모든 활동과 관련하여 팀원을 잘 훈련시켜라.

• 효율적인 정보와 모든 제품 정보를 관리하고 통 

제하는데 EDM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해하라.

■ 효율적인 협동과 상호 위임을 촉진하고 언어, 또 

는 문화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라.

제품 프로그램의 진행

제품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진행 및 관리는 

내부 부서간의 협력과 신중한 혁신, 적절한 기 

술에 의해 이루어진다. 제품개발을 진행하기 

위해서 금전적, 인적 자원의 관리가필요하다.

1•동시기술

동시 기 술(SE ： Simultaneous Engineering) 이 라 제품 소개 

사이클에 있어 단계적으로 수행하기보다는 중 

복해서 일어나는 과정들을 의미한다. SE는 회 

사의 시장 점유와 이를 지속시키는 것을 도와 

줄 것이다. 이는 또한 기업 문화의 큰 변혁을 

요구할 것이고 이에 따라 기업 대부분의 상위 

관리를 제거해야 할 것이다.

이 방법은 제품 및 공정 설계뿐만 아니라 각 

단계 내부의 모든 활동에 적용된다. 동시기술 

은 불충분한 제품설명, 연구 등에 의해 야기되 

는 지연과 충돌을 제거해 준다.

2. 비약적 발전 또는 지속적인 혁신?

프로젝트가 신기술과 연관될 경우 실패의 

위험은 더욱 커진다. 이 때 당신은돌파구를 찾 

을 것인가? 아니면 점진적인 개혁을 할 것인 

가? 이에 대한 해답은 궁극적인 목적을 알고 

모든 핵심 기술이나부분들에 점진적인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혁신은 비용이 적게 들고 더 빠를 뿐만 아니라 

위험부담도 적다.

3• 제조 기술의 계획

디자인 프로세스는 품질이나 신뢰성, 필요 

자본, 단위원가 등과 관련하여 제품이 효율적 

으로 제작될 수 있도록 한다. 제작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사항들은 제품개발과정에 있어 필 

수적 이고 또 디자인과 관련하여 제작 기술자들 

로부터 제작 방법에 대한 조언을 듣는 것도 꼭 

필요한일이다.

4•시장 평가

잠재고객에 대한 방대한 조사를 통해 제품 

판매량 및 가격 등을 미리 산정해 볼 수 있으므 

로 프로젝트 개발 단계에서 잠재고객의 반응을 

알아보는 것은 차후에 발생하는 수정사항을 감 

소시켜 줄 수 있다. 그러나 시장평가는 제품 출 

시 시점에서의 철저한 시장조사와 대체되어서 

는 안된다.

5•제품 공급

제품 출시 전에 제품의 모든 기능을 점검하 

고 확실히 하는 것은 꼭 필요하지만 실제 환경 

에서의 물리적인 상태 및 사용자의 행위를 예 

측하고 모의실험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또 모형을 제작할지라도 최종제품과 제작과정 

에서 만들어진 모형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 

험과정은 이런 차이점들을 고려해야만 한다.

실패에 대한 대응은 기존 제품에 대한 대응 

책과 함께 긍정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 

다. 사용자보다 먼저 제품의 숨겨진 단점들을 

찾아내라. 그리고 당신은 제품의 안전성에 대 

하여 법률적으로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라.

6• 재정 관리

회사의 경영 보고서는 제품개발비용을 상당 

한 수익을 올려주는 투자비가 아니라 일반적인 

간접비로써 취급한다. 이는 개발비용을 삭감 

하도록 압력을 가함으로써 시장 점유율 축소 

및 이익의 감소를 유발한다. 제품개발부문 투 

자에 대하여 회수율과 마케팅 또는 새로운 제 

조장비에 대한 투자의 회수율을 비교할 때 후 

자는 꼭 필요한부문이긴 하나, 전자에 의한 높 

은수익률(희"로 재정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개발비용은 중요하고 판매나 수익 기대율이 

높은 제품과 관련이 있으므로 개발비용은 손실 

을 가져오는 간접비로서가 아니라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는 투자의 일환으로 취급되어야 한 

다. 개발비용에 대한 이런 인식은 보다 나은 가 

격 산출을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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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불행하게도 판매가는 종종 단위비용 

에 의해 계산된다. 그리고 비현실적인 개발비 

용의 평균화로 혁신적인 제품에 대해 낮은 가 

격을 매기는 경우도 발생하고 반면에 전통적인 

제품은 가격을 너무 높이 매김으로써 시장으로 

부터 축출되기도 한다.

〈체크리스트〉

제품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계획, 관리하고 실행 

하기 위해

• 비판적인 경로 분석。唸1 Path Analysis), p^RT, EDM 

과 같은 기술을 이용하라

•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최신의 기술을 

이용하라.

' 더 빠르고, 값싸고, 덜 위험한 지속적인 혁신이라 

는 대안을 시도하라.

• 시작부터 제작 엔지니어를 포함시켜라.

• 팀의 위임 문화를 창조하라 : 여기서 만들지 않 

았다” 라는 신드롬을 제거하라.

• 개발 과정에서 잠재고객의 반응을 시험하라.

• 제품출시 이전에 제품을 철저히 검사하라.

• 제품개발비용을 투자로 인식하라. 제품전체 범 

위에 대한 개발비용의 평균화는 비현실적인 가 

격으로 이어짐을 기억하라.

서비스 업체의 디자인

서비스 업체의 디자인에 대한 지출은 CI나 

브랜드명에만 국한되는 경향이 있다. 서비스 

그 자체의 디자인이나 고객의 실제 요구에 부 

합하는 서비스 형태는 일반적으로 경시된다. 

서 비스의 질과 기 획아。刖。n) 사이 에 적 절한 균형 

을 획득한 회사들은 거기에 얼마나 많은 개선 

의 여지가 있는지 보여준다. 어떤 서비스 회사 

라도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을 시도할 수 있는데 이는 철저하고 단계 

적인 서비스 개발을 해야함을 의미한다. 최신 

정보기술로의 도움으로 서비스 회사들은 미래 

를 예측할 수 있게 되었고 디자인 경영을 최대 

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이 덕분에 시장에 

서 유리한 고지를 획득하게 되었다.

출초업을흐! 하토전

중소기업들은 종종 대기업과 경쟁해야만 한 

다. 이 경우 중소기업들은 특화, 혁신, 시장에 

대한 빠른 대응력, 짧은 의사결정 시간등과 같 

은 강점을 이용함으로써 이를 성공적으로 해결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재정적인 위 

험이 여전히 크다. 현금 흐름은 빈번히 문제점 

으로 등장하고 내부 전문인력은 한정되어 있 

다. 따라서 재정적인 지원 계획을 최대한 활용 

해야 하고 지적재산권 및 Potential Licensing 
Agreement 등을 고려해야 한다.

중소기업들은 외부 환경에 대한 빠른 대응 

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컴퓨터에 

기반을 둔 설비들은 디자인 활동의 영역과 속 

도를 크게 증가시켜 준다. 소규모의 회사들은 

낮은 가격으로 큰 조직의 자원과 경쟁해야만 

된다. 이 방대한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 

역적인 요구사항을 주의 깊게 분석해야 하며 

특정 부문의 시장을 목표로 삼는 것이 많은 경 

쟁의 위협을 해결하는 방법이고 이런 접근이 

다른 시장에서도 응용될 수 있다. ki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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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과 의장법

황종환 （주）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이사장

타인의 상표를용한 의장을 등록받을 수 

있는가?

Q
 A전기메이커의 텔레비전, 냉장고 

의 판매고가 좋은 비결을 찾기 위해 

마케팅 리서치를 행한 결과, 일반 

소비자는 그 회사가 항상 기술과 전통에 있어 

서 업계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 강한 신뢰감 

을 갖고 있고 또한 그 회사의 심벌마크에도 상 

당한 애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래서 선물 상품의 제조 • 판매를 행하고 있는 C 
회사는 저명한 그 회사의 심벌마크를 입체화해 

포켓 드라이버에 부착, 판매하였습니다. 그 결 

과주간지 등에 소개되고 매상급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드라이버는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까? （C공구, 부산）

7. 기초지식 :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는 의장

요구하는 의장이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일 

정한 등록요건, 즉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비용이 창작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러한등록요건을 갖추었다할지라도 공익적 이 

유로 일정한 의장에 대해서는 그 등록이 배제 

되는데 이를 부등록사유라 합니다.

가. 국기 • 국장 • 훈장 • 포장 • 기장 기타 공공 

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 • 국장 또는 국제

기구 등의 문자나 표식과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

이는 국가나 공공기관 • 국제기구의 존엄성을 

손상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면 국기를 표 

면에 그린 컵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단, 모양으 

로 물품에 표현된 운동회 풍경 가운데에서의 만국 

기 등은 국가 등의 존엄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나.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의장

이것도 공익적 차원에서 규정된 것으로 예를 들 

면 국가원수의 초상 및 이에 준한 것, 특정국가 또 

는 그 국민을 모욕하는 것, 저속 혐오, 기타 사회 

일반적 미풍양속에 반하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 타인의 업무에 관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의장

의장이 타인의 업무에 관한 물품의 표지, 즉 상 

표나 서비스표 등을 주된 구성요소로 하고 있는 경 

우에는 그들 타인의 업무와 관계 있는 물품으로 오 

인을 일으켜 거래상 출처의 혼동을 가져올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는 타인의 업무를 보호하고 

부정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2. 질의에 대한 답변 :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毒동의소지

본 사안의 경우 C사는 타사의 심벌마크를 

입체화하여 포켓드라이버에 부착, 판매하였으 

므로 다른 등록요건을 만족하고 있다면 주로 

부등록사유 제6조 제3호, 즉 타인의 업무에 관 

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의장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가 문제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귀사의 포켓용 드라이버 

의장은 그 형태에 타사의 심벌마크를 입체화하 

였기 때문에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 , 

즉 A전기메이커의 TV, 냉장고와 같은 회사의 

제품으로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 

로 부등록사유 제6조 제3호에 해당되어 의장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특허청은 이러한 구체적인 예로서 

타인의 저명한 상표 등을 의장으로 표현한 것 

을 예로 들고 있는데 A전기메이커의 심벌마크 

는 소비자에게도 상당한 애착을 가져다주는 것 

으로 저명한 상표로 보여지므로 귀사의 드라이 

버 의장은 바로 타인의 저명한 상표 등을 의장 

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 

장등록을 받을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타인의 상표를 이용한 경 

우라도 실제 사용상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 

는 경우, 즉 상표적 사용태양을 떠나 의장의 구 

성요소로서 모양의 일부로 사용될 경우에는 혼 

동의 염려가 없기 때문에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 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의 

혼동염 려가 없어야 하므로 귀사가 아닌 A전기 

메이커 자신의 심벌마크를 입체화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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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C人卜는 

A전기메이커의 의장권에 대한 실시계약을 맺 

거나 의장권 양도를 통하여 A전기메이커의 상 

표를 이용한 의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장이 의장등록 대상이 되는가?

Q
B는 여성용 머플러나 손수건을 조 

화처럼 만들어 제조 • 판매하는 개 

인사업자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판 

매를 하는 사람은 그 동안 전혀 없었으며 B만 

의 독특한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의장등 

록을 받을 수 있나요?（B상사, 서울）

1. 기초지식 : 의장권의 보호가능성

백화점이나 슈퍼마켓 등을 가보면 여성용 

머플러나 손수건 등을 꽃모양으로 아름답게 포 

개어 판매하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됩니다. 또한 

연말연시 등의 선물세트를 보더라도 그 선물세 

트의 포장이나 내용물의 배열이 소비자로 하여 

금 구매욕을 충동시킬 만큼 아름답게 꾸며진 

것을 많이 봅니다. 이 경우 머플러나손수건 등 

을 이용한 아름답고 신기한 꽃모양은 현행 법 

제 하에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가 

사례의 요지입니다. 만약 상기 조화가 문의자 

의 독자적인 창작물이라면 저작권법에 의한 저 

작권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 

방이 독자적으로 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소송상 어려움이 많으므로 보다 확실한 권리라 

할 수 있는 의 장권으로의 보호가능성을 살펴보 

기로 합니다.

2. 질의에 대한 답변 : 서비스의장

현행 의장법 상에서 보호대상으로서의 의장 

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 

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 

으키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즉 의장은 물품 

（원칙적으로 거래대상이 될 수 있는유세동산） 이 어 oj： 하며 *품성 ） 그 밖 

에도 공업적으로 양산 가능하여야 하는 요건공 

업상이용가능성） 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의장에는 생산과정에서 나온 상품 자체의 

의장외에 물품의 판매과정에서 물품에 부가된 

의장으로서 그 물품의 사용에 따라 그 의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즉 판매과정에 

서 상품에 상업상서비스로서 부가된 의장으로 

서 이를 소위 서비스의장이라 말합니다. 이에 

는 ① 상품의 특수한 형태를 가진 포장, ② 물 

품을 특수한 형상으로 한 것, 예를 들면 손수건 

을 꽃모양으로 만든 것, ③ 특수한 배열조합, 

예를 들면 치약과타월의 조합등이 있습니다.

손수건을 조화로 한 의장에 대해 검토해보 

면 손수건 그 자체는 물품의 의장으로서의 요 

건은 만족하고 있어도 그 조화를 보지側寺）한 그 

대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수건 

은 사각으로 펼친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이 통 

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손수건을 조화로 

한 서비스의장은 물품자체의 창작이 아닌 단순 

한 상품판매 상 행 하여 지는 서 비 스에 불과한 것 

으로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의장이라 할 수 없 

음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손수건을 재료로 한 조화 자체의 의 

장으로서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머플러나 손 

수건을 재료로 하여 만든 조화 자체에 대하여 

는 의장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에는 실무상 많은 검토사항이 있으므로 전문가 

와 상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ki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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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 자이 뎌 디자인 성공사례 / 벨코전자（주）

수출로 IMF를 이 긴다

헤드세트 전화기

유관형 KIDP 출판사업팀대리

회사명 : 벨코전자（주）

대표:유희택

품목 : 헤드세트 전화기

주소 : 서울시 금천구 독산 3동 991-1
Tel ： 02-589-1777
Fax ： 02-858-4767

o 년 설립된 벨코전자는 전화기와 
Cj，헤드폰, 마이크를 일체화한 헤드 

J 세트를 자체기술로 개발, 해외시 

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다.

다양한 통신장비의 등장과 함께 전화기로 

판촉활동을 하는 텔레마케팅 사업이 본격화 

되면서 기존의 전화기 대신 활동성을 높인 헤 

드세트의 수요가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이 분야 

에 일찍부터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벨코전자 

（주）의 매출 또한 급신장하고 있다.

수출 주력시장이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등 선진국인 만큼 하루 몇 십 개의 중소기업이 

부도로 문을 닫는 IMF 한파 속에서도 별 영향 

을 받지 않고 순항을 계속하고 있다.

벨코전자（주）의 유희택 사장은 이미 회사 

설립 초기부터 전문적인 품목의 수출만이 중소 

기업의 살 길이라고 판단하고 아직 국내에서는 

미개척 분야였던 전화기 헤드세트 개발에 눈을 

돌렸다.

이러한 판단 덕분에 지금은 수출 비중이 

90% 이상으로 커졌으며, 작년부터 얼어붙기 

시작한 자금시장의 여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환율급등으로 인한 원가 상승분을 감안하더 라 

도 수익률이 15% 이상상승하고 있다.

이 회사의 주력 상품인 핸즈프리 헤드세트 

전화기는 초소형으로 전화기에 연결해 수화기 

를 들지 않고서도 통화할 수 있는 첨단제품.

개발초기만 하더라도 일반 가전제품분야에 

서 20〜30년의 생산경험을 갖고 있는 유사장이 

었지만 당시로서는 불모지와 다름없던 분야였 

기 때문에 제품개발에 많은어려움을겪었다.

외국제품들을 모방해서 제품을 개발했지만 

기술력이 부족하여 싸구려 이미지를 벗어버릴 

수 없었다. 시장개척에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 

에 없었다.

제품기획, 회로설계, 디자인 개발, 디자인 

모형제작, 제품설계, 회로기판 설계, 금형 제 

작, 회로기판 조립, 금형 사출, 조립검토, 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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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사출, 시제품 완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몇 번이나 되풀이되는 시 행착오를 거치면서 어 

느 정도 자체기술력을 확보하게 되 었다.

특히 , 헤드세트는 디자인에 따라 사용의 편 

의성이 결정되는 만큼 디자인이 제품경쟁력 

에 결정적인 요인이었기 때문에 제품개발 과정 

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이기도 하다.

유사 장이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에 디자인 

개발지원을 의뢰한 것도 이 때문.

핸즈프리 헤드세트전화기（모델명理⑼는 85mm 
x 110mm x 34mm 크기의 초소형. 기능에서 

도 톤, 펄스 겸용 다이얼 방식으로 PLL조정에 

의한 정밀발진방식을 채용했고 쌍방향 통신방 

식을 채택하여 안정된 음질을 확보하게 되었다.

10개까지 전화번호를 저장하는 기억기능, 

재다이얼 • 재발신 • 송화정지 기능은 물론 

100만 가지 이상의 암호화로 혼선을 방지하는 

기능까지 갖춰 외국제품과 당당하게 경쟁할 정 

도가 되었다. 또한 사용할 때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벨트클립을 부착해 벨트에 착용할 수 있 

고 배터리 방전감시 경보기능도 있어 사용상의 

불편을 상당부분 줄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귀걸이형과 머리걸이형 2종류로 첨단 마이 

크와 이어폰을 내장했으며, 헤드세트와 전화 

기의 연결부분은 안내대, 교환대, 시험대 등에 

서 사용하기 편하도록 사용장소와 사용자의 편 

의에 맞게 디자인되었다.

이와 함께 전화기 헤드세트를 컴퓨터에 결 

합한 PC용 헤드세트도 개발, 이미 국내 시장에 

도 공급을 시작했다. PC의 키보드로 전화번호 

를 조작할 수 있고, PC를 사용하면서 통화할 

수 있어 '텔레마케팅 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품이다.

이 컴퓨터용 전화기（BCD 100儀））는 모뎀카드가 

필요 없고 전화기 잭을 컴퓨터에 연결해 컴퓨 

터 키보드로 모든 전화기능을 조작할 수 있다. 

이 제품은 2개의 잭을 채용해 컴퓨터 모뎀과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플래시 기능, 재다 

이 얼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개발된 헤드세트로 벨코전자는 안정 

된 음질과 독자적인 디자인으로 인해 국외 어 

느 곳에서도 제약 없이 독자적인 마케팅을 펼 

칠 수 있게 되 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가58억 원 

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도에 비해 100% 이상 

의 신장률을 보였다. 올해는 수출만 850만 달러 

에서 900만 달러를 예상하고 있다. 기존 제품 

외에도 이미 무선 헤드세트 전화기 개발에 성공 

하여 수출에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이다.

벨코전자가 이처럼 급성장하고 있는 것은 

국외 시장에 기능과 디자인이 개선된 신제품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에 꾸준히 투자를 아끼지 

않기 때문이다.

“선진국 시장에서 제품의 디자인이 차지하 

는 비중은 생각 이상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뒷 

받침된다 해도 제품의 완성도는 디자인으로 평 

가받기 때문입니다. 아직 디자인에 대한 만족 

도는 80% 정도입니다. 그만큼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뜻이고 계속 투자를 할 것입니다.” 유희 

택 사장의 자신감을 엿볼수 있는 말이다. kidp

디자인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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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 DP
지 e사 n 

亠 A T
현우 맥플러스

•

상품명 : 컬러TV
대표자:최형기

Tel: 02-896-1121
Fax:02-896-1211
주소 : 경기 광명시 하안동 상업업무지구 52-6
지도위원 : Ca「el Van Ho니se
KIDP 담당자 : 김홍배

특징 : 남미지역 수출용 모델로 저가격 시장을 위해 금 

형 수를 최소화한 디자인 도입으로 경쟁력을 높임

선보정밀

상품명 : 전기면도기

대표자:엄광수

Tel ： 051-529-7006
주소 : 부산 금정구금사동 73-11
지도위원 : 이해권（I미）

KIDP 담당자 : 조성환

특징 : 2개의 헤드로 이루어진 면도날이 인체의 선과 

맞물려 깨끗한 면도가 가능하도록 디자인. 면도크림 

사용후에도물로세척가능

나라계전 （주）

상품명:빌딩자동제어시스템

대표자 : 문성주

Tel ： 02-3440-3000
Fax : 02-3440-3302
주소 : 서울 강남구 논현동 7070
지도위원 : 정동성（인프러스디자인）

KIDP 담당자 : 조성환

특징 : 외관에 전선이 나타나지 않도록 와이어 캡 

（Wire Cap）을 설치하여 깔끔하고 스마트한 이미지를 

표현

아주전자

•

상품명 : 공기청향기（벽걸이형）

대표자:최창웅

Tel: 053-474-5002
Fax : 053-474-5003
주소 : 대구 남구봉덕3동 687-3
지도위원 : 문준기（엠아이디자인）

KIDP 담당자 : 최승연

특징 : 화장실이나 실내공간의 악취제거용으로 대기 

중의 냄새 입자를 감지하여 적절한 자연 향을 자동으로 

분사, 불쾌감을 없애주는 제품의 이미지 표현

바울컴퓨터

•
상품명 : 컴퓨터 케이스

대표자:김광근

Tel: 02-718-3629
Fax : 02-704-4353
주소 :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1
지도위원 : 박용환（IDN）
KIDP 담당자 : 조성환

특징 : PC 시장의 성장에 따라 치열한 제품경쟁이 이 

루어지고 있는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고급 모델로의 차 

별화에 중점을두어 디자인

弧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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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전자

상품명 : VHF 무전기

대표자:정상근

Tel ： 032-575-3227
Fax : 032-848-6035
주소 :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195-5
지도위원 : 김석구（C&C）
KIDP 담당자 : 조성환

특징 : 유럽 제품들에 비해 디자인이 낙후되어 경쟁력 

이 없는 점을 감안, 주색상으로 노란색을 적용하고 몸 

체를 라운드 디자인으로 깔끔한 이미지를 표현

남종농기사

•

상품명 : 동력분무기

대표자:곽광수

Tel ： 0547-39-3316
Fax : 0547-39-3738
주소 : 경북 김천시 신음동 1117
지도위원:이병학

KIDP 담당자 : 조성환

특징 : 사용자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밝은 색상을 적용

하여 기존의 딱딱한 농기구 이미지를 탈피

가오주

•

상품명:청소기구

대표자:유시현

Tel: 02-565-5750
Fax : 02-565-5774
주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131 혜천빌딩 1W3호
지도위원 : 임채홍（위트디자인）

KIDP 담당자 : 조성환

특징 : 가정용 청소도구로 보관의 편리성, 사용성, 

기능성 등에 중점을 두어 차별적인 디자인 적용

헤일로우

상품명:사륜자전거

대표자:이태한

Tel: 02-518-3100
Fax : 02-516-8051
주소 : 서울 강남구 논현동 2037 거평타운 1709
지도위원 : 권대연（Bee디자인）

KIDP 담당자 : 조성환

특징 : 아동용 완구인 점을 감안하여 작동시 뒤로 누워 

도 차체 뒷부분에 부착된 보조바퀴에 의해 넘어지지 않 

고 즐길 수 있도록 기능성을 부여하였고, 인체공학적 

인 면을 고려하여 디자인

한국전자부품공업 （주）

•

상품명 : 스피커 시스템

대표자:김용호

Tel ： 02-866-1102
Fax : 02-864-0121
주소 : 서울 금천구가산동 79~2
지도위원 : 김석구（INID）
KIDP 담당자 : 조성환

특징 : 노래방 문화의 보급과 함께 스피커의 음질과 디 

자인이 고급화되는 추세를 감안,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깔끔하게 디자인

민컴

•

상품명:전동칫솔

대표자:민광기

Tel: 02-925-4777
Fax ： 02-925-4772
주소 : 서울 동대문구 용두2동 764-1
지도위원 : 조성근（포름디자인）

KIDP 담당자 : 강필현

특징 : 위생적이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부각하였으며 

뒷부분에 모터를 위치시켜 슬림하게 보이도록 디자인

디자인 데스五 industrial design/mayjune/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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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명:프라이팬

대표자:박동균

Tel ： 032-691-9669
주소 : 경기 시흥시 신천동 281-27
지도위원 : 정동성（인프러스디자인）

KIDP 담당자 : 박동준

특징 : 국제스위스발명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제품으로 

아이디어를 살려 기능에 부합되도록 디자인

재우

•

상품명:양면프라이팬

대표자:이범재

Tel: 032-678-5400
Fax ： 032-678-5409
주소 : 경기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28-9
지도위원 : 박성근（가람디자인）

KIDP 담당자 : 강필현

특징 : 불판을 다단계로 쌓을 수 있는 형태로 최대한 슬 

림하게 디자인하였으며 주방의 인테리어와도 조화를 

이루도록 컬러를 도입

복지식품

•

상품명 : 싱싱맛김치 홍보 카탈로그

대표자:고용분

Tel ： 042-626-8225
Fax : 042-626-8226
주소: 대전 대덕구중리동 378-2
지도위원 : 이기윤（대전전문대학）

KIDP 담당자 : 권영대

특징 : 김치홍보용 카탈로그로 소비자들에게 성실하고 

정직한 회사로서의 인지도를 높이고 제품의 질과 깨끗 

한 제조과정 , 신속한 유통과정을 부각시켜 디자인

메디게이트

상품명 : MEDIGATE BCAT 000（건강관리 진단기 

류포장디자인）

대표자:오건민

Tel: 02-548-9471
Fax : 0371-47-3552
주소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42 대흥빌딩 2F
지도위원 : 최판홍（P&P 디자인）

KIDP 담당자 : 이성수

특징 : 최첨단 컴퓨터 기술개발로 만들어진 첨단 의료 

장비 포장디자인으로 브랜드명과 제품사진을 이용하 

여 심플하면서 고급스럽게 디자인

제주삼무영농조합

•

상품명 : 탐라야채마을（선물세트 포장디자인）

대표자 : 곽문선

Tel ： 064-58-0304
주소 : 제주 남제주군 대정읍 영락리 120（A4
지도위원 : 최동섭（문애드）

KIDP 담당자 : 이성수

특징 : 브랜드인 탐라야채마을의 이미지를 신선하게 

하기 위해 초록의 컬러를 중심으로 그래픽 처리, 깔끔 

한 탐라야채마을'이라는 브랜드를 강조하여 디자인

industrial design/mayjune/1998 KIDP 지도상품



광덕

상품명 : 픽토그램 디자인

대표자:조덕만

Tel: 0562-82-3664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 70-54 4층
지도위원 : 이진구（한동대학교）

KIDP 담당자 : 권영대

특징 : LED 발광 다이오드 기술방식으로 라이팅 

（Lighting）이 가미된 사인물 제작업체로 색채, 디자 

인, 라이팅이 잘 조화된 픽토그램을 개발

세운메디칼

•

상품명 : BAROVAK（Evacuato「브랜드 디자인） 

대표자:이길환

Tel: 02-922-6557
주소 :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38-108
지도위원 : 남희제（쥬비드）

시DP 담당자 : 권영대

특징 : 수술 후 환부에 고이는 체액이나 혈장 등 치료에 

도움이 안되는 응집물들을 추출할 때 쓰이는 의료기구 

로, 새롭게 개발된 브랜드를 컬러를 통해 다른 경쟁제 

품과 차별화를 주고, 제품의 우수성과 기능성을 함축 

적으로 표현

대붕양산

•

상품명 : Silk Road（우산, 양산 포장디자인

대표자:정연하

Tel: 053-473-6021
Fax ： 053-961-1891
주소 : 대구동구신기동 555
지도위원 : 최영옥（KPDA）
KIDP 담당자 : 이성수

특징 : 노년층과 젊은 신세대로 분류하여 컬러를 도입 , 

우산의 종류대별로 대, 중, 소와 선물세트로 구성하여 

제품에 맞게 패키지를 다양화

대호한과

•

상품명 : 찹쌀강정, 인삼강정（한과포장디자인）

대표자:길호섭

Tel: 0412-54-6000
Fax ： 0412-54-2345
주소 : 충남 금산군 금산읍 아인리 326-1
지도위원 : 정진영（디자인터치）

KIDP 담당자 : 신병두

특징 : 소프트하고 분위기 있는 컬러 선정으로 전통적 

인 감각과 현대적인 감각을 조화시키고 고급스러운 이 

미지로 디자인

주세미

•

상품명 : SEMI（기업이미지 디자인）

대표자:이곤식

Tel: 02-453-6255
Fax : 02-452-1656
주소 : 서울 광진구구의3동 211-13
지도위원 : 윤명복（퍼비드디자인）

KIDP 담당자 : 최승연

특징 : 욕실용품을 제조, 생산하는 기업으로 컨셉 설정 

에 따른 심벌마크를 기업명인 세미의 첫 영문 이니셜 

S' 를 형상화하여 디자인하고, 영문자를 중심으로 좌 

우의 색상분리로 심미성을 부여

（주） 타이거 （대진엔터프라이즈）

•

상품명 : TIGER（기업이미지 디자인）

대표자:서순자

Tel: 0347-66-5888
Fax ： 0347-66-0405
주소 : 경기 광주군 초월면 쌍동리

지도위원 : 최호천（강남대학교）

KIDP 담당자 : 홍민석

특징 : 호텔 및 레스토랑의 식탁용 풍로（Chafing 

Dish） 전문 생산업체로 해외수출을 전략으로 한 국제 

적 이미지의 가독성과 가시성, 제품의 고급화 이미지 

에어울리는 CIP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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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산업사

상품명 : 로얄컴퍼스（컴퍼스 포장디자인）

대표자:신현수

Tel: 0545-971-3800〜3
Fax ： 053-850-6909
주소 : 경북 칠곡군 가산면 학하리 32
지도위원 : 최충식（대구대학교）

KIDP 담당자 : 권영대

특징 : 컴퍼스의 형태를 단순하고 독자적으로 조형화 

하여 소비자의 시선을 강하게 집중시켜 유사 경쟁상품 

과의 차별화를 주었고, 간결하고 깨끗한 디자인으로 

신세대 감각과 제품의 성격을 잘 표현하여 디자인

대진악기

•

상품명 : MAX（바이올린 어깨 받침대 포장디자인） 

대표자:임대식

Tel: 042-584-8833
주소 : 대전 중구석교동 5871
지도위원 : 류철호（건양대학교）

KIDP 담당자 : 권영대

특징 : 바이올린 어깨 받침대 포장디자인으로 고급스 

러운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포장표면을 블랙 톤으로 

처리하였고 브랜드명인 'MAX'를 엠보싱 처리하여 

심플함을 강조

은성미디어

상품명 : 데카IQ블록 700（지능계발 블록 포장디자인） 

대표자:윤석봉

Tel: 032-529-1302
주소 : 인천 부평구 부개동 12-181
지도위원 : 조진숙（리드컴）

KIDP 담당자 : 이성수

특징 : 어린이용 지능계발 블록 포장디자인으로 어린 

이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녹색계열과 정리된 레이아 

웃을 통해 재미있고 특징적인 모형들을 일러스트와 함 

께 배치하여 디자인

한국통신

•

상품명 : 코컴 디지털 카메라（카메라 포장디자인） 

대표자:고성욱

Tel: 032~668-7629
Fax:032-665-0118
주소 : 인천 남동구 남동공단 53 BL/4L
지도위원 : 김광식（VIDAK）
KIDP 담당자 : 신병두

특징 : 시대 감각에 맞게 컴퓨터를 통한 이미지 합성 작 

업을 시도하여 제품을 충실히 보여주어 시각적 정보전 

달을 극대화한 디지털 카메라 포장디자인

농협 여수（여천시군지부）

상품명 : 여수반도 농산물 통합 브랜드 디자인

대표자:이수양

Tel: 0662-62-7121
Fax : 0662-63-4823
주소 : 전남 여수시 교동 411
지도위원 : 김천（퍼비드디자인）

KIDP 담당자 : 최승연

특징 : 지역홍보 및 생산농산물 등에 대한 통합 브랜드 

디자인으로 지역적 특성（여수반도, 오동도, 동백꽃, 거 

북선）을 주제로 컨셉을 설정하여 디자인

囁

여수반도 농산물 생산자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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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켐

상품명:바디크린저

대표자:조희순

Tel: 02-838-5363
Fax : 02-838-5366
주소 : 경기 광명시 철산동 116-7
지도위원 : 최영옥（KPDA）
KIDP 담당자 : 이성수

특징 : 부드러운 곡선에 로고를 대비시켜 고급스럽고 

여성취향에 맞는 컨셉으로 디자인

성근식품

•

상품명 : 성근젓갈（젓갈포장디자인）

대표자:최관호

Tel ： 02-988-4484
Fax : 02-982-4853
주소 : 서울 강북구 미아동 701-3
지도위원 : 이정우（디자인하우스）

KIDP 담당자 : 신병두

특징 : 신선한 젓갈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로고를 음영 

처리하여 현대적인 감각으로 디자인. 적절한 컬러 배 

열로 깔끔하고 엄선된 젓갈임을 이미지화

우창화학

•

상품명 : 수출용 스포츠 신발（카탈로그 디자인）

대표자:이충권

Tel: 051-521-3833
Fax : 051-528-2604
주소 : 부산 금정구 회동동 169七
지도위원 : 이영용（부산예술전문대학）

KIDP 담당자 : 이성수

특징 : 해외시장을 겨냥한 수출용 스포츠 신발 홍보용 

카탈로그로 각 용도에 따른 배경사진을 배치시켜 시원 

하고 안정된 느낌으로 디자인

한립토이스

•

상품명 : 종합퍼즐（어 린이용 완구 포장디자인）

대표자:소재규

Tel: 02-878-1245
Fax : 02-872-1245
주소 : 서울 관악구 신림동 1555-31
지도위원 : 임정군（VIDAK）
KIDP 담당자 : 최승연

특징 : 어린이용 완구에 걸맞게 기본적인 색상을 적용 

하여 색상 감각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디자인. 

사용자인 어린이가 가지고 노는 모습을 크게 부각시켜 

디스플레이시 제품의 용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디자인 

나주농산

•

상품명 : 배마을（배즙포장디자인）

대표자:이정훈

Tel: 0613-31-8597
Fax : 0613-31-8598
주소 : 전남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627-5
지도위원 : 서홍래（KPDA）
KIDP 담당자 : 최승연

특징 : 빛깔 좋은 나주산 배들을 배치, 풍성하고 여유 

있는 레이아웃으로 시원하고 당도 높은 배즙 음료임을 

표현. 시원한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로고의 컬러를 

차가운 계열의 색상 적용

디자인 데스크 industrial design/may•june/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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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있는 디자인

인터뷰 오승희 시DP 출판사업팀 기자

미국산업디자이너협회3豌 회장이자 카네기 멜론 

대 미술대학 부학장인 Craig Vogel 교수가 KIDP 

초청으로 98년 3월 22일 방한하여 국제산업디자 

인대학원 (IDAS) 과 한국과학기술대학("ST) 에서의 특 

강을 비롯, 삼성전자와 LG전자에서 컨설팅을 진 

행하였다.

오랜 인터뷰 시간이었지만 Vogel 교수는 넉넉해 

보이는 몸짓과 함께 시종일관 미소를 잃지 않고 질 

문에 답해주었다. 다음은 KIDP와의 일문일답 내 

용을 정리한 것이다.

KIDP : 산업디자이너협회侬川는 어떻게 구성되 

어 있으며, 그 주요한 역할과목적은 무엇입니까?

IDSA는 전문적인 디자이너로만 구성된 순 

수 민간단체로사회 전반에 걸쳐 디자인에 대 

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디자인을 진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산업디자인이라 

는 것이 실제생활에 어떻게 응용되는가를 명 

료하게 설명해주어 여러 사람들에게 산업디 

자인의 중요성을 알리고, 매년 우수한 디자인 

을 선정, 시상식을 갖고 홍보활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KIDP : 회장님이 진행하셨던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또한 디자인하는데 있어 가 

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 주로 관심이 있는 분야는 '노후세대를 

위한 디자인 입니다. 나이든 사람들에게 도 

움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디자인되어야 하 

는가에 관한문제를 엔지니어링, 심리학적 측 

면에서 리서치를 병행하여 분석, 발전시켜나 

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트와 테크놀러지의 상호관계에 대해 

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작년 피츠버그에 

서 개최된 전시회의 전시디자인을 한 적이 있 

습니다.

‘1945년부터의 Art와 Technology의 역사' 

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는데 아트와 테크놀러 

지는 상호작용 하는가? 역사에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 고민 

하고 전시에 표현할수 있었던 색다른 기회였 

는데 아주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디자인의 

특허법적 분야입니다. 디자인분야의 지적재 

산권 감별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특허 출 

원시 이미 나와있는 것을 모방하지 않았나 하 

는 것을 찾아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품은 겉모습이 그 물건을 돋보이 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허로써 디자인 

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디 

자인 시장이 개방되고 있는 추세여서 외국과 

하나의 시장에서 경쟁을해야하는데 이 때 디 

자인에 대한특허가 매우 중요하게 부각될 것 

입니다.

디자인이란 '현재 있는 것보다 더 낫게 해주 

는, 즉 문제점들을 디자인을 통해 더 나은 무 

엇인가가 되도록 제시해 줄 수있는 것 이라 

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항상 지금 있는 것을 

미학적, 인간공학적 측면에서 사회적 책임까 

지 모두 포괄하여 표현해 줄 수 있는 것에 중 

점을 두고 디자인합니다. 디자이너란 실제 뭔

industrial design/mayjune/1998 IDSA 회장 Craig Vogel



어떠한위기가 닥치더라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수 있도록 상품의 질을 높이고, 기술력을 높여서 불황 

을 타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디자이너는 비즈니스, 엔지니어 링 등 보다 통합적으로 일을 진행하도록 요 

구되어지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디자인을 위해 문화적으로 더 민감하고 환경적으로도 책임 있는 디자인을 

해야만 합니다.

가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디자인의 전달자 

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여러 

전시활동과 기고 등을 통한 디자인에 대한 이 

해를 높이는 데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KIDP ： 미국에서도 지난 80년대 말에서부터 90 
년대 초 불황기일 때가 있었는데 이때 디자이너 

들은 어떠한 역할을 하였으며, 어떻게 대처하였 

습니까?

대체적으로불황기일 때 기업체에서는2가지 

의 방법으로 대처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디자인 투자비용을 줄이는 등 소극적 

으로 대처하는 기업의 경우로 미래를 생각지 

않는 근시안을 가진 기업이라고 생각되어 집 

니다.

다른 한 가지는 미 래를 생각하는 진보적인 회 

사로, 불황일수록 디자인분야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경우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보다 나은 기술과 

디자인으로 불황을 해결하려는 긍정적인 사 

고를 가진 기업인 것이죠. 어떠한 위기가 닥 

치더 라도 긍정적 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 

록 상품의 질을 높이고, 기술력을 높여서 불 

황을 타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도 지금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지만미국의 예에서처럼 디자인에 더 많은투 

자를 해서 불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KIDP : 한국의 제품에 대한 평가와 함께 한국의 

제품이 외국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지난 5년간 한국의 제품은 많이 달라졌습니 

다. •이제까지 모방만 하던 단계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 

느 나라나 디자인에 있어 사이클이 있습니다. 

가진 것만 가지고 보수적으로 디자인하는 단 

계에서 유행하는 트랜드를 자각하고 유행을 

카피하는 단계를 거쳐 자기 문화에 근거해 독 

특한 것을 창조해 내는 마지막의 혁신적인 단 

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예전의 금성사（陋자의 경우, 로고 

만 보더라도 매우 보수적이었으나 지금의 

LG 로고는 현대적이며 동시대적으로 이해되 

어질 수 있고, 쉽게 인식되어지도록 디자인되 

었습니다.

또 하나, 예전에 현대자동차는 외국시장에서 

단지 싸다는 이유 때문에 팔려나갔지만 최근 

에는 디자인이 괄목할만하게 향상되어 다른 

차와 동등한 수준에서 경 쟁하는 구조를 만들 

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LG, 현대, 삼성의 경우 이미 3번째 단계 

인 자기 문화에 근거한 독특한 디자인을 만들 

어내는 혁신적인 단계에 접어들어 세계적 수 

준의 디자인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KIDP ： 현재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디자인 

의 추세와 함께 앞으로 디자인계의 전망은 어떠 

하다고 생각되어집니까?

앞으로는 컴퓨터를 이용한 첨단 테크놀러지 

가 성숙되는 단계이므로 디자이너는 컴퓨터 

기술을 빨리 받아들이고 여기에 익숙해지고 

편안해져야 합니다. 컴퓨터의 사용도 다차원 

적인 디자인 기법을 많이 사용해서 디자인하 

는 것이 늘어나고 있는추세이므로 이제 디자 

이너들은 평면적인 요소 외에도 3차원적인 

감각과 4차원적（시간）인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합 

니다. 멀티미디어, 멀티디멘셔널한 것에 익 

숙해져야 다이내믹한 디자인 제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는 한 나라에서 나 

오더라도 개발은 다른 나라에서, 제품화는 또 

다른 나라에서 되어지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 

습니다. 이것은 곧 기술발달로 더 이상 대량 

생산만이 아닌 융통성 있는 생산을 하여야 한 

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세계를 대상으로 

함께 쓰여지는 제품을 디자인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쓰여지는 것을디자인 

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다양한문화에 대해 

서도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제 디자이너는 비 

즈니스, 엔지니어 링 등 보다 통합적으로 일을 

진행하도록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보다 나 

은 디자인을 위해 문화적으로 더 민감하고 환 

경적으로도 책임 있는 디자인을 해야만 합니 

다. ki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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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
Corporation

유관형 KIDP 출판사업팀 대리

] 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이 

丿人£一| 즘 코퍼 레 이 션(1SM Corporation)，은 95년 3

I 월 이즘리서치로 출발, 같은 해 

(주)이즘리서치로 법인 전환후 96년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 디자인개발그룹으로 거듭나기 위 

해 지금의 ISM으로 법인명을 전환했다.

회사 설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3년여의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설립 첫 해 1억 7백만 원 

에 불과하던 매출액이 이듬해 4억 1천여 만원, 

지난해에는 6억 8천여 만원으로 급신장할 정 

도로 이 분야에서 선두자리를 굳히고 있다.

서울에서만 하루 열 개 이상의 업체가 부도 

로 문을 닫는 요즘이지만 독일의 ABB나 모토 

로라, 네티즌커뮤니케이션즈 등 세계적 기업 

들과 활발한 디자인 개발 계약을 맺어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사실 IMF체제 이후 잠깐 매출이 줄기도 했 

지만 국내시장은 당분간 접어두고 외국시장에 

주력키로 경 영방침을 선회 했는데 그 결과가 적 

중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ISM이 처음부터 외국마케팅에 본 

격적으로 나섰던 것은 아니다. 소프트웨어 상 

| ISM Corporation

품 디자인에 관한 한 국내 최고라는 평을 받으 

며 탄탄하게 자리 매김 하자 소문을 들은 외국 

기업들이 하나둘 찾아들기 시작했다.

ISM이 자랑하는 전문분야는 인터넷 웹사이 

트와 사이버스페이스 디자인, 소프트웨어 인 

터페이스 디자인,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 등.

국민대학교에서 공업디자인을 전공한 하한 

수 사장을 비롯해 컴퓨터공학, 정보디자인, 시 

각디자인, 멀티미디어, 인테리어디자인을 전 

공한 16명이 직원의 전부이다. 그러나 여기에 

서 뿜어져 나오는 디자인력은 동종업계에서는 

이미 그실력을 인정받을 정도.

설립 후 얼마 되지 않아 이미 굵직굵직한 프 

로젝트를 추진하게 되면서 다양한 클라이 언트 

를 확보하고 있다. 현대전자의 Aminet과 

Cyber City Web Site, 한국일보 Korea Web 
Site, 코리아헤럴드 Web Site를 비롯한 웹사 

이트 디자인과 소프트웨어 디자인이 주로 초기 

작품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에 대한 완벽한 이해 

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최대한 높인 

디자인이 있었기 때문에 ISM의 성공은 자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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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운 것인지도 모른다. 컴퓨터 프로그래머들 

이 사용하는 전문용어 , 개발도구, 시스템 등에 

대해 정통하지 않고서는 소프트웨어 분야 디자 

인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사실 디자이너가 프로그램까지 잘 아는 경 

우는 드물다. 그러나 디자이너가 기술을 모른 

다면 디자인이 생산하는부가가치는기술이 생 

산해 내는 부가가치보다 하찮은 것으로 치부되 

기 쉽고 프로그래머들이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 

어에 단순히 디자인작업을 하는 수준에만 머물 

게 된다.

지난해 8월부터는 중앙일보사와 공동으로 

인테리어 웹진 ]ndiW0nd（g〃imdM서dmm），를 

개발하여 본격적인 사이버 정보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웹진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서비스 

웹 과 잡지를 뜻하는 매거진 의 합성어로 사 

이버 세계에서 발행되는 잡지를 뜻한다. 창간 

과 배포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요구하는 기존의 출판물과는 달리 컴퓨터와 인 

터넷을사용하는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접해볼 

수 있기 때문에 세계 구석구석 서비스를 제공 

할수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네티즌커뮤니케이션즈 

의 소프트웨어 디자인과 화면개발은 한달 동안 

1만 달러를 받고 있는 작업 이다.

“앞으로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디자인은

대표 : 하한수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24니 베델회관 5충 502호
Tel ： 02-579-3086
Fax : 02-574-3073

공인산업디자인전문회사



기술과 디자인 세계를 이해하는 폭넓은 지식을 

가미한 확실한 지식산업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을 것'이 라고 밝혔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여기저기서 ISM이 디자 

인한 화면을 만날 수 있다 한메소프트의 인터 

페이스 디자인, 한글과 컴퓨터의 인터넷 초기 

화면, 현대전자 신비로, LG 텔레콤 둥 국내 기 

업의 웹사이트 디자인은 헤아리기가 어 렵다.

멀티미디어분야의 세계시장 규모는 96년 

L260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2001년에는 1조 6 
천억 달러로 비약적인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인 

다. 국내시장 규모도 96년 2,104억 원에서 2001 
년에는 1조 5천억 원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그 

만큼 다가오는 21세기 정보화시대에는통신•방 

송의 융합 및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실현과 함께 

인터넷 멀티미디어 분야가 최고의 성장산업으 

로 자리잡게 될 것이고, 경제 및 사회 제반분야 

에 높은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앞으로 인터넷을 항해하다 보면 ISMS 디 

자인한세계적인기업의 웹사이트화면뿐만아 

니라 각종 사이버 스페이스 디자인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것이다.ki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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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디자인의 숨은 저력

디자인 관련 해외 정기간행물 목차

디자인학교의 세계 최고봉 - 파슨스 디자인스쿨



Shoi 사여 ci 자。

亠、H L 헝가리

헝가리 디자인의 

숨은 저 력

크리스티나 라카토스(Krisztina LAKATOS)
헝가리산업디자인&인간공학협의회 (Hungarian C。니ncil for Industrial Design and Ergonomics) 사무국장

사진 : Szabolcs ANTAL(Young Applied Artists Studio 회원)

반지 디자이너 : Mr. Istvan Hollo

인정을 받았으며, 응용미술가협회는 1885년 

에 결성되어 전문잡지를 발간하고 전시회도 개 

최하는 등의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기 

관이다.

헝가리 디자인의 저력은 헝가리 출신의 뛰 

어난 디자이너들과 엔지니어들에게서도 잘 알 

수 있다. 시카고 디자인학교의 창시자인 라즐 

로 모홀리나기MSZI6M0H0LYNAGY)를 비롯하여 자동 

차 엔지니어인 자노스 손카，如。SCSONKA)비행기 

엔지 니 어 였던 라오스 로터 ,(Lajos RObER)바우하우 

스 철학으로 새로운 개념의 디자인학교를 창시 

했던 산도르 보르트니 크andorBORTNYIK) 유명 한 

화가이자 디자이너인 빅토르 바자렐리 ,(Victor 
VASARELY) 그리 고 최근의 마술상자 발명자인 에 

르뇨 루빅(Em6 RUBIK) 등이 그들이 다.

19세기 말에 파리에서 열린 세계 전시회에 

서 헝가리의 기업이 고품질 제품 부문 금상을 

수상하면서 헝가리의 산업디자인 및 건축이 처 

음으로 소개되었으며 1차 세계대전 후에 헝가 

리의 젊은 예술가들은 국제 예술가운동에 가 

입, 그 영향력을 넓혀 나갔다. 특히 그들 중에 

많은 수가 바우하우스에서 공부하고 나중에는 

교사가 되었다. 가장 잘 알려진 인물로 라즐로 

모홀리 나기 와 마르셀 바우에 르(Marcel BAUER)가 있 

는데 이들은 진보한 디자인의 대가로써 인정받 

고 있다. 헝가리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 

전을 겪으면서 디자인 분야의 발전을 거듭했다.

헝가리 디자인에서 다음으로 중요한 시기는

二二］ 가리는 중부유럽의 동부와 서부 사 

Oj 이에위치한다•이러한지리적인위 

O 치는 헝가리가 특유의 문화를 창조 

하도록 다양한 영 향을 미 쳐왔다.

1851년 헤렌드 만찬 접대용 빅토리아 여왕 

패턴디자인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헝 

가리 디자인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 

다. 그 후 미적인 감각의 발전 없이는 산 

업을 번성시킬 수 없다고 최초로 주 

장했던 로렌드 에오트보스也이園

eotvos) 의 의견으로 Art in Industry' 

프로그램이 1885년 설립되었다. 이에따 

라 헝가리에 디자인 관련기관들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응용미술관은 1872년에 설립되 

어 1878년 시행법에 의해 독립적인 기관으로 
Be Slim' 캠페인 포스터 디자이너 : Ms. Anna Begh

새로운 경제정책이 수립된 1968년으로 산업제 

품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경제개혁의 목표였는 

데 이는 곧 산업디자인을 발전시키는 좋은 기 

회로 작용하였다. 헝가리산업 디자인협의회"琬 

년와 디자인센터(⑼7년)가 건립된 것도 이 때였 

다• 점점 더 많은 회사들이 자사내에 디자인실 

을 설치하였으며 버스를 생산하는 이카루스 

(IKARUS) 같은 회사는 디자인에서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다. 이 시기에 우수상품포럼과 우수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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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상이 제정되었고 많은 제품이 선정제에 참 

가하였다.

이후 1980년대 말부터 경기가 침체되어 디 

자인분야 역시 기대치 이하의 약세를보였으나 

최근 헝가리의 정치적인 변화에 힘입어 산업 

및 경제 구조도 크게 바뀌었다. 디자인 개발을 

스스로 해결하는 대기업과는 달리 전문회사의 

힘을 빌어 디자인을 개발해야 하는 중소기업들 

이 많아진 것도 이 시기부터 이다.

현재 헝가리에는 200여 개의 디자인 스튜디 

오가 텍스타일, 패션, 인테리어 및 가구, 그래 

픽, 시각정보, 산업디자인 등에 대한 컨설팅과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들은 모두 

디자인이 보다 효과적인 혁신의 도구로서 쓰여 

지게 될 헝가리 산업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것이다.

유리잔 । 디자이너 : Mr. Peter Borkovics

1 • 헝가리 산업디자인 & 인간공학협의회"E

헝가리 산업디자인 & 인간공학협의회는 정 

부법령에 의해 1975년에 설립된 정부기관이 

다• 정부 부서 , 당국 관계자, 전문가 단체, 그리 

고 다른 이익 진흥 기관 등의 대표들로 구성되 

었으며, 사무국은 헝가리 기술발전국가위원회 

（OM岡의 한 부서로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정부 

기관, 교육 기관 및 전문가 집단과도 긴밀한 협 

력을 유지하고 있다. IFET 회장은 OMFB의 

부회장으로 현재는 산도르 보트카殉dorBOTTKA）씨 

가 맡고 있다.

주요 사업 및사업 내용

• 디자인, 인간공학 및 가치 경영에 관한 정부 

정책지원

• 혁신을 위한 디자인 및 인간공학 지원 정책, 

전략수행

• 매년 디자인상공모전 개최

• 젊은 디자이너를 위한 특별 장학상 운영 

（라즐로모홀리나기 장학상）

• 산업디자인과 인간공학분야의 교육 지원

• 산업디자인과 인간공학분야의 정보 보급 및 

전문 행사（회의, 심포지엄 등） 지원

• 국제협력 지원

• 미디어 , 전시회 , 디자인상 공모 등을 통해 디 

자인에 대한 인식 고취

• 디자이너와산업 체를 연결

• 디자이너의 요구사항수렴

• 연구 및 개발촉진

• 디자인회사 설립 지원

• 산업디자인의 활동분야 및 대안 모색

행위(Act) 디자이너 : Ms. Gabriella Gyuricza

2•청년응용미술스튜디오,

부 다페 人 三 （The Young Applied Artists Studio : FISE, Budapest）

청 년응용미 술스튜디 오는 1982년에 헝 가리 

예술 기금의 일부분으로 설립되었으며 그후 

1990년에 독립된 기관으로 분리되었다. 35세 

이하의 젊은 전문 응용미술가들로 구성된 300 
명의 회원들은 인테리어, 그래픽, 유리, 세라 

믹, 포슬린, 텍스타일, 가죽, 포장디자인 등 독 

립적인 응용미술 분야를 대변하고 있다.

사업 내용

• 청년 미술가의 이해 대변

• 공모전및장학사업

• 전시회 개최

• 정보제공

3. 국제세라믹스튜디오,

케스케메International Ceramic Studio, Kecskemet）

국제세라믹스튜디오는 20년 전에 설립되어 

최신의 재료와 기술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함께 

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예술가들에게 제공한 

다. 1998년부터 부다페스트 예술대학 세라믹 

학과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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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자인센터（주）（DesignCenterLtd.）

디자인센터 （주）는 헝가리 상공부 산하 비 영 

리 기관으로 1977년 정부법령에 의해 설립되 

었다. 1991년 1월 1일 이래 디자인센터는 주식 

회사로 운영되고 있다.

사업 내용

• 정보사업

- 디자인 용역 및 컨설팅

- 헝가리 디자이너 및 디자인 회사 데이터베 

이스서비스

- 도서실 운영, 주제 모니터링, 연구

- 마케팅, PR활동

• 디자인 경영 사업

- 디자인 연결 사업

- 헝가리 디자인 스튜디오와 공동으로 운영 

하는 통합디자인 프로그램 운영신磊기획 포장 

인테리어 디자인. CI 둥）

- 디자인관련 전시회 개최

5. 헝가리미술가협회

，、卜| F A'Aaociation of Hungarian Fine Artists）

헝가리미술가협회는 디자인 및 미술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匣 구성된 단체로 텍스타일, 

인테리어, 세라믹, 그래픽, 산업디자인 등의 전 

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6. 디자인관련 교육

응용미술대학, 소프론 응용미술대학, 부다 

페스트 제품디자인 기술대학 등은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수여한다. 응용미술대학과 소프 

론 응용미술대학은 예술에 근거한 디자인 교육 

을 제공하며, 부다페스트 제품디자인 기술대 

학에서는 기술에 바탕을 둔 산업디자인 교과과 

정을 제공한다.

다양한 디자인 공모전

1 •산업디자인상 공모전

산업디자인상 공모전은 1980년에 시작한 

이래로 지난 17년간 수상한 디자이너와 엔지 

니어들에게 위상을 부여하는 것으로 명성을 획 

득해 왔고, 특히 1990년대 들어와서 그 관심이 

더욱 고조되었다. 가장 뛰어난 제품의 디자이 

너에게는 국무총리상의 특별상이 주어진다. 

수상자는 헝가리에서 가장 큰 전시회인 BNV 
전시회 뿐만 아니라 헝가리어와 영문으로 제작 

된 도록에 실려지며, OMFB 웹사이트 

（http://www.omfb.hu）에도 소개되어 명성을 얻게 된다

세라믹과 플라스틱 I 디자이너 : Ms. Gabriella Horvath

2. 라즐로 모흘리나기 디자인 장학금 공모전

이 장학금은 35세 이하의 젊은 디자이너로 

서 제품디자인, 교육용 재료 또는 새로운 재료 

및 기술을 실험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자에 

게 수여된다. 이 장학사업의 목표는 재능있는 

디자이너가 전문직업인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데 있다. 수상자는 매년 발표되며 프 

로젝트는 1〜3년까지 진행할 수 있다. 지원을 

받은 디자이너는 매년 국립응용미술관에서 열 

리는 전시회에서 성과를 선보임으로써 프로젝 

트 진행상황을 증명해야 한다. 매년 5개의 새 

로운 장학금이 수여된다.

3. '미래로' 국제디자인공모전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기 위해 1996년부터 

미 래로SteptothefUture），라는 새로운 공모전이 선을 

보였다. 이 공모전은 전문디자이너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참가 대상이 되며 완성된 제품뿐만 아 

니라 아이디어만으로도 참여를 할수 있다.

이 공모전은 특히 헝가리 디자이너의 자신 

감을 북돋워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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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타

이 외에 디자이너의 뛰어난 활약상을 공인 

하는 것으로서, 그해 10명의 최우수 디자이너 

에 게 수여 되 는 프렌지 노에미 상FERENCZY NNmi 
P3, 이라 불리는 교육문화부 장관상이 있다. 

그리고 전문가를 대상으로하는 도사 파르카스 

3ZSA FARKAS) 헝가리 산업디자이너협회상과 가도 

르GAWze)세라믹협회상등이 있다

디자인 관련 주요 행사

1 제 네 워 二J ¥¥(Zsannye Workshop)

이 워크숍은 디자이너들이 정기적으로 모일 

수 있도록 매년 개최된다. 20년 간운영되어 오 

면서 오랫동안 동유럽과 서유럽 디자이너들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 왔다.

특히 양 세계 사이에 정보의 통로로서 역할 

을 해 왔으며 그주제는 주로 이론적인 것이다.

제네 워크숍은 여전히 국제적인 면모로 이 

전의 관계를 개선하고 새로운 관계를 늘려 가 

는데 주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남아프리카와 

네덜란드도 이 워크숍에 동참했다. 제네 워크 

숍의 국제적인 결실의 하나로서 디자인학생을 

위한주니어 제네 워크숍이 조직되었다.

2. 비엔날레

텍스타일 디자이너를 위한 좀바셀리(Szombathely) 

와 세라믹 디자이너를 위한 펙스(吗) 전시회 및 

회의가 2년마다 개최된다.

대표적인 디자인 트렌드와 우수 디자인

헝가리의 텍스타일, 그래픽, 세라믹, 가구 

분야의 디자인은 뛰어나다. 전통적인 헝가 

리 디자인과 현대의 디자인이 트렌드에 반영 

되어 있다. 특별 분야의 디자인에 관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에 문의하기 바란다.

텍스타일 및 패션 디자인

Mr. Csaba POLGAR
주소 : H니ngarian University of Applied Arts, 
Department of Textile, H-1121 Budapest, 
Zugligety ut. 9-25
전화:+36 1 176 17 22
팩스:+36 1 176 74 88

세라믹, 유리, 포슬린

Mr. Janos PROBSTNER
주소: International Ceramic Studio, H-6000
Kecskemt, K polna u. 1.
전화:+36 76 486 867
팩스 :+36 76 482 233

산업디자인

Mr. 타而 JAHODA
주소 : H-2300 R ckevc, Beres nyi u. 13
전화:+36 24 385 291

분야별 대표적 디자이너

헝가리를 대표하는 디자이너를 손꼽는 일 

은 쉽지 않다. 디자인 각 분야에 창의력이 뛰 

어난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최고의 디자이 

너 몇 명을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시각디자인

Mr. Gyorgy KARA
주소 : H-1112 Budapest, orseg u. 9/B
전화:+36 1 319 43 17
Mr. Janos KERENYI
주소: H-1143 Budapest, Stefania ut31
전화/팩스:+361 252 94 83

멀티미디어디자인

Ms. Yasar Meral, Meral Ltd.
주소 : H-1077 Budapest, Almassy u 3
전화 :+36 1 142 37 24
Mr. Laszlo ZSOTER, H-Art Directors Ltd.
주소 : H-1021 Budapest, Tarogato ut 11/A
전화:+36 1 275 12 28
팩스:+361 2751219

전자제품디자인

Mr Laszlo SUMEGI
주소 : H-1111 Budapest, Bartok B. ut 14
전화 :+36 1 165 55 60

제품디자인

Mr. Laszlo NADAS
주소 : H-1124 Budapest, Dercs u. 4/A
전화:+36 1 115 48 90

가구, 나무 장난감 디자인

Mr. Gyorgy GYIMOTHY
주소 : H-1118 Budapest, Brezno kbz. 8
전화/팩스:+36 1 11589 59

가구디자인

Mr. Janos VASARHELYI
주소 : H-8200 Veszprem, Nagy L. u. 3/D
전화:+36 88 429 394

포장, 산업디자인

Ms. Alexandra NAGY, PAQART Studio
주소 : H-1052 Budapest, Semm이weis u. 4
전화 : +36 1 267 25 29 / +36 1 137 72 20/
+36 1 137 83 53
E-mail: alin@sun.paqart.hu

공간디자인

Mr. Imre BATTA
주소 : H-1022 Budapest, Lorantffy Zsuzsanna
ut8
전화:+36 1 155 02 08
Mr. Gabor GEREBEN

: H-1026 Budapest, Pasarreti ut 49
전화:+36 1 202 28 22/ + 36 1 156 41 18
Mr. Szaboles KOVES
주소: H-1029 Budapest, Dutka Akos u. 91/B
전화 :+36 1 176 52 39

텍스타일 디자인

Ms. Etzsebet KATONA SZABO
주소 : H-2100 Godbllo, Szabadka u. 8/C
전화:+36 28 430 128
Ms. Judit BANYASZ
주소 : H-1025 Budapest, Cseppko u. 36/B
전화: +36 1 325 95 96 / +36 1 325 8061
Ms. Judit DROPPA
주소 : H-1075 Budapest, Ka기nczy u. 32
전화:+36 1 321 04 60
Ms. Marta SIMONFFY
주소 : H-1025 Budapest, Gomba u. 7
전화:+36 1 325 68 93

세라믹

Mr. Janos PROBSTNER, Director, International 
Ceramics Studio
주소 : H-6000 Kecskemet, Kapolna u. 1.
전화 :+36 76 486 867
팩스: +36 76 482 233
E-mail: icshu@mail.matav.hu
Mr. Zsuzsa PANNONHALMI
주소 : H-2119 P配el, Petofi u. 52.
전화 :+36 28 453 321

해외 산업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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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좁은 행로에서 그들만의 길을 찾는 사람들

일본에서는 디자인을 전공한 대학생, 전문대생이 매 

년 20,000명 이상 졸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숫자 중 

단지 몇 퍼센트의 학생만이 디자이너가 되거나 디자 

인 보조로써 실질적인 디자인 직업을 가질 수 있고 나 

머지는 그들의 디자인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아티클을 통해 새로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요구되어 

지는 것에 대한 투자를 살펴보고 또한 디자인의 미래 

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제1 부 연습에 기초를 둔 선택의 키포인트

제2부 심사자들은 무엇을 보는가

제3부 유명한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한 목표

제4부 지방 도시에서 지금 필요로 하는 타입의 사원

제5부 회사란 두 번째의 디자인스쿨이다

리포트

특별 코스세기말의 제품들 재阐

인기캐릭터에서 배운다 - 귀여운 캐릭터 뒤에 있는 

세상 엿보기

쇼와 헤이세이 시대의 디자인（제4부，

디지털서베이

1. 연작리포트

DTP 산업에서 생긴 중요한 질문들 : PDF가 정말로 

출판과 인쇄를 바꿀 것인가? 제2부

2. 디지털 제작의 현장

코나미 대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

3•리뷰

레이드림스튜디오 5J
4•툴

새로운 디지털 프로젝트

오피니언

1•인터뷰

마쯔타로 푸쿠마츠〈叫자와인터내셔널 회장

2. 프로파일

사토루 히라미추口納디자이네

3. 에세이

야수미치 모리타의 디자인 방법

4•컬럼

킨지 이와하시（마케팅프로듀서）

히나투 푸유히코*비평가

Domus 1998. 4

오피니언

1 .프랑수아 부르크하르트

라이프스타일

2 . 울프 레페니스

위험해진 공간-인테리어

프로젝트

1 •아론 베츠키

헤르조크 & 드 메론이 디자인한 캘리포니아 유스빌

의 도미너스 위너리①아博傾Winery） 디자인

2 .롭반굴

주거복합건물

3 .프랑크 베르톨트 레이스

헤르만 헤르츠버거 - 독일 뒤렌에서

4 .요르고스지뫼포리디스

캐더린 디아코미디스, 니코스 해리토스의 작품

그리스 아테네 아나빌타의 예술품 수집가의집

5 .디트마스타이너

앤 라케이션,진 필리페 바잘의 프랑스의한 집

6•마르크 모리스

코진 엘람 브레이가 디자인한 조지아주 애틀란타의

한집

디자인

1 • 마리아 크리스티나 토마씨니

로마의 레스토랑바

버1君!<7| 쉬우 대7클라우디오라짜리니•칼피커링）

2 . 줄리 카펠라

바르셀로나의 다락방

삶의 4가지 방식（크리스틴크리씨 카를로스바쓰

3 . 다니엘 레기스

토니 코르데로의 미래를 이해하기 위한 과거 파헤치 

기

4 .헤럴드헐만

아칠르 캐스티글리오니, 지안프랑코 카발글리, 이탈 

로루피의 밤을위한소우주

5•로레다나 매스체로니

영국의 새로운 트렌드

6 .프랑수아 부르크하르트

생활과 작업공간

7 .크리스티나 반니니

지오지오그레고리의 드로잉의정신

8 . 피에르 레스타니

시아 아르마니의 도시의시가

제품 조사

1998 가구전-최초의 모델들

이번/트

밥 윌슨의 대서양 비행

FORM 1998.2호

1 .디자인이 뜨고 있다.

디자인에 관한 관심은 끊임없이 증가되어 왔다. 이것 

은 1997년 6,800부 발간에서 현재 8,800부 발간으 

로 30%나 발간 부수가 증가한 FORM지의 발간 부 

수에서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일반 잡지들의 독자가 

감소한 것에 비하면 특이할 만한 일이다.

"대중적인 것은 모방할 만한 모델이다” 이 말은 몇 년 

전에 FORM지와의 인터뷰에서 Marita Ulvskog 문 

화장관이 한 말로 건축과 디자인분야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근본이념으로 표현되어 왔다. 이것 

은 또한 스웨덴 공예디자인협회를 대표하며 2001 년 

까지의 디자인분야 진흥을 위한 기금을 형성해 왔다.

2 . 텍스타일 아티스트 파씨 빌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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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최근 호에서는 텍스타일 아티스트 파씨 빌리 

마의 사진과 함께 시작된다. 커스틴 위크만과의 인터 

뷰에서 그는 추상표현작가라고 말하며 또한 텍스타 

일 표현기법에 있어서 침착함과 격렬함 사이로의 전 

환에 매료되어 있다고 한다. 현재 그는 단독 전시회를 

준비 중에 있다.

3 . 눈과 봄(Eyes and Looks)
칼 헨릭 스벤스데트는 문학작가이고 아마추어 사진 

작가이기도 하다. 눈과 봄 이것은 그에게 테크놀러 

지와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는 특별한 텍스쳐로 

써 그의 폴라로이드 카메라의 사각형 안에 잡았다.

4 .블루맨

뉴욕에서 있었던 한 전시회에서 모니카 보만이 경험 

한 베르틸 발리엔이 창조한 일련의 유리 조각들은 30 
년 동안 캐롤라이나에서코마 상태로 누워있었던 블 

루맨 의 기억에 영감을 받아 제작되었다. 이 작품들 

중 몇몇은 스톡홀름 국립고대박물관 'Arche이。gy' 
전에 현재 전시되고 있다.

5•전세계를 위한 것

핀란드의 회사에 의해서 유럽 디자이너팀의 도움으 

로 전 세계인을 위한 부엌용 조리기구류가 생산되고 

있다.

6• 이쎄이 미야크 작품전

이쎄이 미야크는 몇 년 전에 타개한 그의 스승이기도 

한 이사무 노구치의 작품과 함께 전시하고픈」의 오 

랜 소망을 실현시켰다. 이 전시회는 작년에 일본에서 

개최되었는데 지그리트 포크만이 그를 인터뷰했다.

7. 새로 선임된 쿠텐베르크 박물관장

구텐베르크 박물관장에 새로 선임된 라쎄 브런스트 

럼씨를 인터뷰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많은 사람들이 

산업디자인에 대한 우리의 시야를 넓힘으로써 인간 

에 도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8•스톡홀름 가구페어

이번 호에서는가구에 대한 이슈를 담고 있다. 지난 2 

월에 개최된 '스톡홀름 가구페어 에서 활기 있거나 

젊고 대담하기보다는 높은 질과 적절한 디자인의 대 

명사인 스웨덴 가구디자인의 발전상을 보여 준다.

9.기타

꿈의 시장 한가운데 - 런던의 젊은 스웨덴 그래픽디

자이너

꿈의 횡재 - Ume의 공상소프트웨어에 관하여

Axis Magazine vol. 72/1998.3,4

특집

게임디자인

비디오게임은 최신의 디지털 테크놀러지가 인간 감 

정의 가장 아날로그한 부분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매개체로써 사용된다. 이 비디오게임 디자인은 매우 

내추럴하고 특별한 배경이 되는 테크놀러지를 가진 

크리에이 터와 시스템을 반영하는 내용과 상호작용하 

고 있다.

물질분야에서는 디자인의 다양한 부분이 직면한 많 

은 문제들의 해결책을 제공해 주고 있는 동안 디자인 

의 모든 부분은 인터페이스에 집중되었다. 디자인이 

라는 것은 또 다른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다. 디자이너 

는 관찰자이며 창조자이며 심지어 어떤 룰들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만약 그것이 흥미롭지 못하다면 게임 

이 아니다. 우리는 인간의 마음을 자극하는 장점을 가 

진 비디오게임 창조의 기초와 최상의 디자인에 관하 

여 한 번 찾아보기를 시도하였다.

시리즈

전통공예의형태 토사 텐구조 페이퍼

토사의 텐구조 페이퍼는 일본에서 흔!때 200 군데 이 

상에서 만들어졌던 가장 얇은 일본 고유의 한지였으 

나 지금은 사키오 하마다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만 만 

들어지고 있다. 공기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받을 정도 

의 얇은 두께인 이 0.03mm 두께의 텐구조 페이퍼 

를 만드는데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과 노력의 끝 

• 손질을필요로한다.

토픽

1. 아칠르 캐스티글리오니의 디자인 이론

아칠르 캐스티글리오니는 디자이너이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현대에 있어서 굿디자인을 하는데 필 

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다. 우리는 이탈리아 

의 밀란에 있는 캐스티글리오니의 스튜디오를 방문 

해 그가 요즈음 연습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했던 테 

크닉과 순수하고 기분을 상쾌하게 해주는 크리에이 

티브 파워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2. 중국 의 최신 디지털의 위치

지금까지는 미국이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있어서 비 

즈니스 리더가 되어 왔다. 그러나 상상치 못했던 다크 

호스가 나타났다. 그 나라는 바로 국가적인 소프트웨 

어 발전과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시작한 중국이다. 여 

기에서 우리는 디지털 출판분야에 괄목할 만한 성과 

를 획득한 벤처기업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3.착용 컴퓨터의 가능성

컴퓨터는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어 왔匚卜. 최소화와 휴 

대화로의 발달로 컴퓨터가 일상화되었다. 그러나 우 

리가 여기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 단계로의 

발전이다. 바로 착용 컴퓨터 이다.kidp

하［可 산업匚［자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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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학교의 세계 최고봉

Parsons Design School



珞

丁丁 화의 도시 뉴욕에서 음악도들은 줄 

」〒士一리아드에 입학하는 것을 최대의 소 

1— 망으로 여긴다. 마찬가지로 디자인 

을 전공하려는 학생들은 파슨스 디자인스쿨에 

서 공부하는 것이 꿈이다. 미술 디자인 분야에 

서 파슨스 디자인스쿨은 그 규모로 보나 교육 

의 질로 보나 미국 최고봉의 위치에 서 있다. 

회화, 건축, 사진, 산업디자인, 패션디자인 등 

디자인과 관련된 어느 한 분야에서도 모자라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 교육 전문가들의 이야기 

다. 특히 상업디자인 분야에서 파슨스에 견줄 

만한 학교는 아직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이 

다. 그 가운데서도 조각, 가구, 보석세공 등은 

정평이나 있다.

전통과 끊임없는 변화

파슨스 디자인스쿨이 1백년의 전통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시대 흐름에 발빠르게 적응해 

온 노력 덕분이다. 사실 시시각각 변하는 유형 

에 근저를 둔 것이 디자인인데 이를 가르치는 

학교가 한 세기 넘게 줄곧 정상의 자리를 차지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기이한 일로 받아 

들여진다.

파슨스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시대변천 

에 따라 요구되는 신 분야의 개발에서 찾았던 

것이다. 다시 말해 공예, 응용미술 그리고 미술 

교육과 미술 요법 등 새로운 분야를 줄기차게 

개발해 낸 노력이 지속적인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개발된 이 학교 교과목 중에는 심지 

어 미술 행정과 미술 저널리즘 같은 독특한 것 

들도 들어 있다. 시각커뮤니케이션이나 컴퓨 

터 그래픽스, 애니메이션 같은 현대적 분야도 

그교육과정이 정립되었다.

소위 실기시험이라는 것이 파슨스 입시에는 

없다. 원하는사람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고 대 

략 3대 1의 경쟁을 통과해 입학한 학생들은 1 
년 동안 교수들의 세심한 관찰을 받는다. 말하 

자면 이 방면의 공부를 할 기회가 없어서 당장 

은 쌓아놓은 실력이 없지만 재능이 있어서 크 

게 될 재목이라고 인정되는 인재를 받아들여 1 
년 동안 장래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미술대학 과정을 밟으려면 정규코스 

4년을 더 해 5년의 기간이 요구된다.

해외 산업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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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인 이점, 다양한산학협동

파슨스 디자인스쿨이 오늘날 디자인 분야에 

서 세계적 명성을 얻게 된 것은 철저하게 지역 

적인 이점과 산학협동의 운영에서 기인한다.

이 학교가 위치한 맨해튼은 그야말로 세계 

예술과 패션의 중심지이다. 온갖 예술분야의 

행사가 일년 내내 그치지 않는 곳이다. 유명 디 

자이너들의 패션쇼가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열리는 곳도 바로 뉴욕이다. 특히 전세계적으 

로 널리 알려진 패션업체와 디자이너들의 사무 

실이 몰려 있는 뉴욕의 특성상 파슨스 디자인스 

쿨은 거대한 실험실습장을 앞마당에 둔 것 같 

은 이점을 누리고 있다. 구태여 학교 수업시간 

이 아니더라도 패션이나 예술에 대한 기본상식 

을 항상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도시에 있 

다는 것이 이 학교를 성장케 한 밑거름이다. 특 

히 관련업 체들은 파슨스 디자인스쿨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훌륭한 실습장이 되고 있다. 업계 

의 이러한 지원은 항상 경쟁적이고 또한 업체 

별로 그 특징이 있다. 업계가 학교 지원에 인색 

하지 않는 것은 재능 있는 디자이너를 사전 확 

보하기 위한 선심공세의 일종일 수도 있다. 실 

습과정을 통해 학교와 업계는 서로 공생 공존 

하는 산학협동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어나가 

고 있는것이다.

현재 파슨스 디자인스쿨은 프랑스 파리 등 

전세계에 3개의 분교를 두고 있다. 디자인 분 

야의 본고장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프랑 

스에 분교를 둘 만큼 그 권위와 능력을 인정받 

고 있는 것이다. 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중 약 20% 정도는 외국 학생이며 우리 나라 유 

학생들도 상당수 수학하고 있다. ki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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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P 주최 행사 일정

서울행사

제33회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

전시기간 丨 5. 2（토）〜 5.11（월） 丨 장소 : KIDP 전시장

'98 우수산업디자인 （GD） 상품전

전시기간 7. 3旨）〜 7.12（일） I 장소 I KIDP 전시장

e n t i a
비타민으로 막았다! 비타민으로 태웠다!

비타민 복합성분이 자외선은 막아주고 섹시함은 지켜줘요 

세레비오 엔시아 비타민 선크림/태닝 젤

제5회 전국 초 중•고등학생산업디자인전람회

전시기간 1 9. 23（수）〜10. 2（금） 장소 KIDP 전시장

중소기업산업디자인신상품전

전시기간 I 10. 7（수）〜10.14（수） I 장소 I KOEX

§8일본우수포장디자인전

전시기간 i 12. 4（금）〜12. 9（수） 장소丨 KIDP 전시장

지방행사

경기 디자인대회 -“어울림”

전시기간 I 5. 21（목）〜 5. 27（수）

강원 디자인대회 -“어울림”

전시기간 I 7. 24（금）〜 8. 2（일）

울산 디자인대회「어울림”

전시기간 I 10. 14（수）〜10.20（화）

충북 디자인대회 어울림”

전시기간 I 10. 29（목）〜11.4（수）

제주 디자인대회-“어울림” 

전시기간 | 11.10（화）〜11.16（토）

전북 디자인대회-“어울림” 

전시기간 丨 11.26（목）〜12. 2（수）

광주 디자인대회 어울림”

전시기간 I 12.10（목）〜12.16（수）

장소 丨 경기도문화예술회관

장소 치악예술회관

장소 울산문화예술회관

I 장소 I 청주예술의전당

। 장소 > 제주도문예회관

장소,전북예술회관

장소 , 광주광역시립미술관

비타민이 아릅답게 막아준다!

세레비오 엔시아 비타민 선 크림 

SPF36/80g
천연 자외선 차단성분인 미립자 ZnO를 

사용하여 UV A, B를 효과적으로 차단 

하며 복합 비타민 처방으로 피부 트리트 

먼트 효과가 뛰어납니다. OIL- FREE제 

형으로 끈적임 없는 산뜻하고 매트한 사 

용감으로 메이크업 베이스 기능까지 겸 

해 화사한 메이크업을 연출해 줍니다. 땀 

이나 물에도 지워지지 않는 WATER- 
PFQOF타입으로 지속성이 뛰어나 여러 

번 덧바를 필요가 없습니다

비타민이 섹시하게 지켜준다!

세레비오 엔시아 비타민 태닝 젤 

SPF4/100g
비타민 태닝 젤은 해수욕이나 스포츠, 레 

저활동, 일광욕 등으로 건강하고 섹시한 

다갈색 피부를 연출하고자 할 때 사용합 

니다. 복합 비타민과 천연 아미노산 보 

습제를 함유하며 과다한 자외선으로 부 

터 피부를 보호하는 트리트먼트 기능이 

뛰어납니다.

Coreana
고리아나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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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지는 이번 호부터 표지를 디자인한 디 

자이너의 디자인 세계 및 포트폴리오를 소개한다

박금준

1962년生.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에서 시각디자인 

을 전공하고 쌍용그룹 홍보실과 제일기획에서 아트 

디렉터로 활동했다. 헬싱키 국제포스터 비엔날레 

멕시코국저匣스터비엔날레, 몬스（벨기에）국제정 

치포스터트리엔날레 , 브루노 국제그라픽 비엔날레 

에서 10점의 작품이 우수작으로 선정되었으며, 

GRAPHIS POSTER 1997에 3 점의 작품이 게재 

되었匚卜. grafist'98（터키）,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 

회, 한국그라픽디자인협회, VIDAK+Tokyo TDC 
등의 전시회에 참여하였으며 , 클리오, 뉴욕 페스티 

벌, 런던 국제광고제 크레스타 국제광고제 등에서 

수상하였다.

현재 대한민국산업 디자인전람회 추천디자이너 , 

에이드마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남서울대학교 겸 

임교수이며 상명대학교, 계원조형여술대학에서 강 

의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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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포스터-잠재적 미래

1994. 980 x1370mm. 클리오 1995, 헬싱키 국제포스터비엔날레 , 한국그라픽 디자이너협회展 

회원상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의 쓰레기들로 인간의 형상을 만들어 보임으로써 인간이 환경을 도외시하면 

스스로 만들어낸 문명의 이기에 질식, 비참한 미래를 맞을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고취.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그린과 블루의 대비를 통해 역설적으로 표현했다.

통일원 포스터-통일예감

1997. 735 x1038mm. 몬스 국제포스터트리엔날레 1998, grafist '98

분단된 채 미이라처럼 사장되어가는 죽음같은 아픔을 겪고 있지만, 민족의 가슴 한 구석에선 새로 

운 통일의 염원이 아직도 살아 존재함을 표현했다.

박금준 은 누구의 스타일, 누구의 경향이 아닌 완전한 그 작품만의 디자 

이너이길 원한다. 그는 한 작품 한 작품을 만들어 갈 때마다 자신을 새롭 

게 창조해 나간다. ……

다시 태어나도 디자인을 했을 것이라는 그. 마음대로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행복해하고 감사해 한다.

기다림 • • •기다림을 위해 유달리 해외공모전이나 전시회 등에 출품된 

작품이 많은 그. 상을 받는다는 사실보다 출품을 한 후 최소한 6개월 정 

도 결과를 기다리면서 느낄 수 있는 설레임 . 부지런한 자만이 느낄 수 있 

는 그 즐거운기다림을 즐기는 것이다. … …

“내가 만든 작품이 세계에서 최고일 것이다'라는 이 지독한 오만은 작 

업결과에 대한 자만이라기 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 주관적인 형상 

으로 구체화 시켜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가 쏟아부었던 에너지 덩어리 

에 대한 최후의 자존심일 것이다. 이는 하나의 작품을 세상에 내기까지 

그만큼 많이 고민하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준비 했기에 스스로에게도 부 

끄럽지 않다라는 당당함의 다른 표현일 것이다. ……

그 짜임새 있는 구성과 차갑도록 절제된 감정 , 카피와 타이포를 통해 

극대화시킨 이미지가 조화를 이루며 창출해 낸 통일성은 그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강렬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전달한다. 그 보이지 않는 역 

동성은 시선을 끌어 당기는 힘으로 연결되면서 미적 호소력을 지니게 되 

는 것이다. ……

1997년 2월 월간impress 박금준의 작품세계 중에서.ki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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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해외홍보용 포스터-전자공룡편

1994. 977x697mm. 제29회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 상공자원부 장관상, '94 런던국제광 

고제, 멕시코 국제포스터비엔날레 , ADC Korea Silver Award

기업의 사활을 걸고 변화의지를 다져, 멸종한 공룡이 전자공룡으로 부활하듯 신기술과 신경영으로 

무장한 새로운 삼성전자를 만들어간다는 내용으로 삼성전자 단지에서 수집한 부품들로 공룡의 골 

격 및 신경조직에 따라 조형물을 제작하여 조형적인 완성도를 높이면서 의미성을 강조했다.

삼성전자 해외홍보용 포스터-꿈과 욕망편

1995. 1023x664x480mm. 제30회 대한민국산업 디자인전람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상, 

VIDAK+Tokyo TDC展，Graphis poster '97

삼성전자의 부품으로 만들어진 새와 물고기는 첨단기술로 생명을 불어넣어 살아숨쉬듯 약동함을 

의미. 어떠한 꿈과 욕망도 Smat & Soft 개념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기업의 의지를 표현했다. 상 

상력의 근원지인 사각의 형태는 하늘과 물의 공간이 확대되어 와이드한 전체 외곽을 만들게 해 무 

한한 공간으로의 의미를 두었으며 형태의 당위성을 갖게 하였다.

SEXIT.

대한에 이즈예방협회 포스터-SEXIT
1996. 1040 x740mm. 제32회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 추천작가, 크레스타 국제광고제

AIDS의 가장 안전한 비상구는 콘돔이라는 내용으로 'SEX+EXIT' 라는 재미있는 발상으로 단순 

하면서도 임팩트 있게 표현하여 콘돔사용을 권장.

환경부 포스터-Still Got The Greens'
1997. 1031 x735mm. grafist'98

자연의 소단위인 곤충을 주제로 환경파괴의 경각심을 강조. 성장 위주의 정책과 산업화를 상징하 

는 선, 금속과 자연, 색의 대비 등으로 시각적 충돌을 유도하였으며 하나밖에 없는 녹색 날개를 통 

해 강한 상징성과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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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우수 산업 디자인 （GD） 상품선정 공고
http://www.kidp.or.kr

선정 목적

• 우수한 산업디자인 상품을 선정 •장려

• 상품의 산업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고 아이디어 창출을 유도, 품질이 우수함은 물론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생활공간에 아름다움을 갖춘 상품 개발 및 이의 발굴 촉진

• 독창적이고 우수한 상품디자인을 개발하여 상품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증대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 상품의 디자인 수준 향상으로 국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 및 국민생활의 질적 수준을 

높임

• 산업디자인에 대한 일반의 인식 및 관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산업디자인 발전을 

촉진함

주최 및 선정 주관기관

• 주최 : 산업자원부（M0CIE）
• 선정주관기관 : 한국산업 디자인진흥원 （KIDP）
• 후원 ： 한국방송공사（KBS）

신청자격

• 선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해 상품을 제조하는 업체

• 선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해 상품을 자기고유 상표로 판매하는 업체

신청 접수기간 : '98. 6.10（수） 〜 6.12（금）, 3일간

선정대상품목

• 제품디자인 : 품질이 우수함은 물론 사용하기 편리하며 우리 생활에 사용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상품으로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

- 전기전자제품류 : TV, VTR, 냉장고, 세탁기, 오디오, 청소기, 에어컨 등

- 통신기기류 : 컴퓨터, 전화기, 팩시밀리, 휴대폰, 도어폰, PC, 컴퓨터 주변기기 등

- 생활용품류 : 카메라, 핸드브4, 지갑, 압력솥 주방기기, 가스렌지 산업도자기 등

- 환경용품류 : 휴지통, 벤치 및 옥외용 의자류, 옥외용 조명기구 등

- 산업기계류 : 지게차, 굴삭기, 도자, 로匚卜, 전류계, 엘리베이터, 농업용 양수기 등

- 섬유류 : 우산, 섬유핸드백, 섬유지갑, 넥타이, 스카프, 손수건, 침구류 등

- 의료기기류 : 고압증기 멸균기 , 수술용기, 의료용 소독기, 치과용 의료대 등

- 아동용구류 : 완구, 유모차, 보행기, 게임기, 유아용삼륜차, 실내놀이용품등

- 교육용품류 : 현미경, 지구본, 미술용구, 자연학습교재, 반사투명기 등

- 사무기기 및 문구류 : 필기구, 타자기, 연필깎이, 복사기, 문서편집기 등

- 운송기기류 : 중 • 소형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덤프트럭 등

- 레포츠용품류 : 등산장비, 테니스라켓, 물안경, 낚시용구, 자전거, 골프용품 등

- 취미용품류 : 피아노, 기타, 오르간, 드럼, 바이올린, 악기 등

- 가구류 : 책상, 식탁, 사무용 캐비닛, 의자, 침대, 장롱, 소파 등

- 주택설비용품류 : 싱크대, 수전금구, 위생도기 , 타일, 도어설비류 등

- 기타 우리 생활에 사용될 목적으로 유통되는상품

• 포장디자인 : 우리 생활에 사용 및 유통되는 모든 포장상품으로 환경보호 측면과 

폐기물 처리과정 , 재활용성 등을 고려한 포장의 기능과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

- 제과류, 화장품류, 의약품류, 주류, 음료, 농축•수산물, 가전제품류 생활용품류, 

잡화 등 기타 유통 중인 상품

派 상기 품목은 예시한 것으로, 유사한 것은 관련품목으로 신청 가능함

선정 신청

• 선정 신청대상 : '97. 3. 28〜'98. 3. 27일 이내에 국내에서 판매되기 시작한상품

• 선정 신청할수없는상품

-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법규에 의한 법적 

선정기준

• 외관을 구성하는 형상, 모양 및 색채 등의 요소가 판매를 촉진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아름답게 구성되고 독창성이 있을 것

• 사용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

• 적합한 재료를 유효하게 사용하고 있을 것

• 상업적 생산에 적합하고 경제성이 있을 것

선정 심사방법

• 디자인분야 및 소비자, 기타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1 차, 

2차, 3차 구분 심사

• 심사위원은 6월 중 경제신문에 공고

派 3차심사는수상후보상품에 한하여 프리젠테이션 실시 : 1개상품당5분, 슬라이드, 

오버헤드 프로젝트（OHP）, 단 야외전시용 중장비는 VTR 사용가능, 각각 해당업체 

준비

신청방법

• 신청하고자하는상품1점이상

• 전시용으로 필요시 다수, 단 지게차 등 야외전시용 중장비는 패널 및 슬라이드（10매 

이내）로 접수

• 신청서류（소정양식）, 품질관련 증빙 서류를구비하여 KIDP에 신청

• 신청서류

- 신청서（소정양식） : 신청회사당 1 매
- 상품명세서 （소정양식） : 신청상품 1 종당 1 매（상품사진 및 슬라이드 2매 첨부）

- 상품설명서（소정양식） : 신청상품당 1 매
- 상품목록표（소정양식） : 신청회사당 2매
- 선정집원고（소정양식） : 신청상품당 1매

※ 단, 각종 양식 부족시 같은 크기로 복사 사용이 가능함

• 품질관계서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품질증빙 서류 중 1부를 제출하여야 함）

- KS 표시 상품은 KS 표시 허가증 사본

- 검자 표시 상품은 검사증 사본

- Q 마크 표시 상품은 그를 증빙할 수 있는 검사소 발행 서류

- 기타 상품은 그 품질이 KS 규격이 있는 경우에는 KS기준, KS규격이 없는 경우 

수출 검사법 및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한 검사기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기술기준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공검사 기관이 발행한 품질검사 성적서

• 상품패널 : 선정된 상품에 한하여 가로, 세로 각 1 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품 

1건당 1매이상제작제출

• 신청료 : 신청상품 1 건당 200,000원

선정결과발표

• 심사 결과는 98년 6월 26일까지 업체별 개별 통지 후 7월초 일간지에 공고

시상

• 일자 : '98. 7. 3（금） 11：00
• 장소 :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KIDP）

문의

• KIDP 전시사업 팀 （http：//www.kidp.c心 kr）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128-8 （우） 110-460
Tel. 02-708-2069/72
Fax. 02-741-1653

분쟁이 있는 산업디자인 상품

- 다른 상품을 모방한 것으로 인정되는 산업디자인 상품

-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산업디자인 상품

- 1997년도 이전의 우수산업 디자인상품선정에 이미 신청하였던 산업디자인 상품

http://www.kid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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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경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디자인 학부 교수

1957년생. 서울대학교, 동대학원에서 산업디자인 전공, 한국산업디 

자이너협회 사업이사 및 한국디자인학회 이사, 현재 도구문화론 및 

실험조형연구를 위한 디자인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김미리

DND Creative 대표, (주) 매스노벨스 캐릭터 사업부 플래캣(Flat 

Cat) 프로젝트 실장

1964년생. 동아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 대학원 졸업, 모닝글 

로리, 아트박스에서 캐릭터 제품개발의 실무 경험, 자신의 고유한 제 

품기호와 이미지 창출 메커니즘을 제품 개발에 적용시켜 상품 가치를 

가진 새로운 아이템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1 화적 다원주의, 중심과 거대담론의 해

--- ।--- 체가 시대적 조류로 등장하고 각종 매체

의 확장이 새로운 방식의 커뮤니케이션 

과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삶은 

역사이래 그 어느 때 보다도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의 전개는 우리의 생활 

미적 관심, 윤리관,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기존의 

디자인 의미와 가치체계에 대한 회의와 모더니티 

를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 동안 디자인은 생산자 중심에서 제시된 문법 

의 체계 안에서 스스로 고통받으며 그들이 제시한 

최선의 스타일이 합리화되고 그 객관적 검증을 에 

워싼 모색 중 상품시장의 변환국면을 맞게 되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비구조의 변화는 생산구조, 

사회구조와 더불어 산업형태의 변화와 그에 따른 

디자인 행위, 그리고 디자인 가치의 변혁을 주도할 

것이다. 디자이너는 이러한 환경구조의 전환을 간 

과해서는 안될 것이며 또 다른 가능성을 타진하는 

관계로써 상품 이면에 내재한사회 문화적 의미, 즉 

기호의 생산과 소비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 

가있다.

산업 제품의 전통적 규범과 미적 가치에 관한 관 

점의 혼돈, m리고 소비자 심리, 구매성향에 나타 

난 다원적 현상은 탈현대적 소비사회에서 제품에 

내재된 공통적 기호특성에 그대로 반영된다. 향수 

나 유머, 모방과 자기확인, 집착과 숭배, 일탈과 자 

유와 같이 다양한 기호들이 소비자와 제품 사이에 

새로운 의미체계로 선호되는 커뮤니케이션 언어로 

애호되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 요소가 새로운 문화 

를 자극하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예들 

은 우리의 생활문화를 비롯하여 제도화된 디자인 

영역에서 반발하여 충돌되는 하나의 현상이다.

본론에서 규정한 의미체계, 즉 모더니즘이 정의 

한 모든 가치들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이 

는 생산자 중심의 영역에서 디자이너가 제시한 논 

리적 틀을 벗어나 새로운 문화와 수요창출을 약속 

할 수 있는 디자인 개발의 빌미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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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최근 디자인 영역이 문화 현상으로 주목되 

면서 사회적인 규범이나 철학의 배경으로 규정 

되어졌던 과거의 개념이 변화되어 가고 있다.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자아실현과 같은 지적 

만족을 추구하는 소비 기호 패턴이라든가 생활 

의 질, 정신적, 문화적 만족 등이 새로운 목표 

로 되면서 최근의 디자인을 '시대 정신으로 

보고 '상징 체계의 해석과 창조, 사물의 생산 

뿐만 아니라 배포와 소비까지를 포함하는 디자 

인 문화 라는 개념들이 둥장하고 있다. 그렇다 

면 왜 디자인의 영역을 대중문화와소비사회라 

는 맥락 속에서 새롭게 논해야 하는가?

합리성에 최대의 가치를 부여한 현대 디자 

인은 윤택한 생활 환경과 20세기의 발전에 부 

응한 새로운 미의식을 가져다 준 반면 자유경 

쟁의 상업적 논리에 맞도록 제품의 계획된 폐 

기 처분 이라는 소비 위주의 상품을 범람하게 

하였고 디자이너 역시 과학적 접근과 논리를 

통한 디자인 방법론이라는 체계를 만들어 그 

틀 안에서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려 하였 

다. 이것만이 이 시대를 대표하는 유일한 디자 

인 운동인 것처럼 정통성을부여해 온 것이다.

이러한 합리적인 디자인 방법론은 한 패러 

다임의 전환으로 인해 테크놀러지와 결합하였 

고 이것은 인간의 문화와 영합되어 나타나기보 

다는 과학 자체로만 표현되어진 오류로 인해 

근본적인 변혁이 요구되어졌으며 디자인의 새 

로운 측면에 대한 연구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대량 생산과 획일적 소비를 추구해 오던 제품 

에서 도구적 소량 생산 및 주문생산에 의한 선 

다형 선택과 문화와 통합한 테크놀러지의 도입 

으로 상징적인 은유적 시각 언어를 현대 제품 

군에 도입함으로써 '제품 그 자체에만 관련되 

어지던 디자인 에서 보다 더 큰 묘사, 역사, 다 

른사물과 생활에 연관되어지는 문화적인 접근 

방법으로 다양하게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대중문화가 크게 자리잡고 있는 이 

상 디자인은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없으며 먹고, 

마시고, 소유하는 등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디 

자인의 논의가 새롭게 이루어 질 때 진정한 의 

미의 디자인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제 

품과 더불어 부대적으로 기호창출을 유도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공간, 각종매체, 영상들, 즉 

제품과문화 전반의 상관성들은 포스터 모더니 

즘이 주장하는 인간의 욕구와 의식을 존중한 

다원주의적 디자인 경향으로 현재의 소비패턴 

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대중문화라는 커다란 맥 

락에서 디자인의 영역을실제적인 삶의 유형들 

로 재조명함으로써 현재의 라이프스타일이 제 

품과 유리될 수 없는 실질적인 내용들을 다룬 

다. 이는 이전의 형식과 기능에 얽매인 합리적 

인 틀에 국한되어 왔던 디자인 논의로부터 생 

활 문화 전반에서 디자인의 의미 체계를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대중문화와 디자인

디자인과 문화의 관계를 정의하고자 할 때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디자인이 형성하는 

대중 문화의 풍부한 의미는 어떠한 과정을 통 

해 생성되고 소통되는지, 또한 이러한 것을 통 

해 사람들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어떻게 

조정되고 변화하는 지에 주목해야 한다. 하우 

크는 '집단정체성의 형성과합의된 삶의 차원, 

그리고 개인, 집단 혹은 계급이 자기들에게 가 

치 있어 보이는 것을 실천하고 그들 자신이 그 

활동의 의미와 목적으로 인식되는 삶의 형식' 

을 문화적 차원이라고 규정짓고 있다. 이때 디 

자인은 단지 존재론적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대중문화의 내적인 동인과 참여자들의 행동에 

관여하는 일상 삶의 운동에너지 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대중문화 형성 

에 관여하는 디자인이 지녀야 하는 가장 본질 

적인 힘' 이다.

또한 디자이너는 소비자들이 선택과 저항에 

관여하는 방식과 그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일상적인 삶 또 

는 대중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가 전제되었을 때 

디자인은 새로운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것이다.

1. 생활방식으로서의 문화

생활방식으로서의 문화개념은 정신과 물질, 

문화적인 것과 비문화적인 것, 영혼과 육체, 토 

대와 상부구조, 문명과 문화를 구분하는 이분 

법적 인식틀을 거부한다

여자들이 나일론 스타킹을 신는 것은 하나 

의 생활 방식이다. 나일론 스타킹은 단순한 물 

질대상이 아니며 그것은 여성들의 미에 대한 

인식, 투명하게 보여지고 드러내는 것에 대한 

미적 감각, 대량생산된 상품으로서의 스타킹 

의 소비, 화학과 기술의 상품화, 자본과 노동, 

여성미, 구두와 스커트와의 세트, 서구화 둥 기 

술과 자본주의가 결합된 현대 사회 여성의 생 

활방식을 구성하고 작동케 하는 문화요소인 것 

이다. 이에 디자인은 일상의 구체적 의미까지 

도 있는 그대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과거의 

시장조사에서 흘러나온 계량적인 방법에 의한 

분석 자료로는 생생한 삶의 의미들을 생산할 

수 없음을 인지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때 사람 

들은 이미 만들어진 사물에 스스로 개입 하게 

된다. 이러한 개입 현상' 을 이제 더 이상 소비 

자의 '저질 취향의 탓 이 아니라 생산자로써 

일상 삶에 대한 무지의 소산이다.

슈츠와 럭크만은 경험과 행위에서 인간은 

매일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행동해야하는데 

바로 이러한 행위의 연속이 평범한 일상의 인 

간 생활의 근간임을 주장했다. 인간의 행동은 

무의식의 행위 즉, 습관적인 몸놀림이나 대화 

중 말투, 자세 등에 이르기까지 통상적인 의 

미 에 의해 매일 재구성된다. 사람들의 일상저 

인 실제 행동이야말로 우리가 참여하는 삶의 

형태가 어떠한지를 말해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수있다.

2. 문화산업의 유형

문화산업이란 용어가 만들어진 것은, 1947 
년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대표적인 학자인 아도 

己 노口汹너。r W. A. Domo) 오卜 호^르_크하•이 머 (Max Horkheimer),} 

대량문화의 생산물과 생산과정을 말하면서 

'문화산업 이란용어를 고안했다.

문화산업은 문화적인 요소와 경제적인 요소 

가서로의 특수성을 유지하면서 결합된 형태이 

다. 따라서 문화상품은 상품 자체가 지니는 기 

본적인 경제적 성격과 일반 상품과 구별되는 

특수한 기능인 문화 전달의 성격을 동시에 지 

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쉽게 드러나 

지 않는 디자인에 관계하는 이 데올로기를 일상 

의 의식과 사물들 속에서 찾는다는 것은 새로 

운 문화적 가치와 의미를 공유하는 순수한 문 

화 활동이며 사회 문화적 변화에 대한 대응 논 

리와 개념적 기반을 마련해 준다.

연구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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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는 문화산업의 범주를 정하 

기에 앞서 20세기 후반의 자본주의를 배경으 

로 한산업 사회 문화의 완성 시대로서 또 다른 

차원의 문화를 창조하는 단계라는 사실을 먼저 

인지하고 우리 사회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유형의 실태들을 통해 디자인 언어를 

감지하고 사회 내의 수많은 문화적 코드들이 

디자인 영역에 어떻게 작용되어지는지를구체 

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7 •영상매체산업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중 문화 전반에 걸 

쳐 영상 시대가 도래했다. “모든 종이는 죽었 

다. 화장실 휴지를 제외하고……•”라는 백남 

준의 말처럼 멀티미디어 기술의 발달. 국민 소 

득의 증가, 세계적인 정보화 산업의 발달과 확 

산 둥은 소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오 

던 영상 문화를 급속하게 대중 문화로 확산시키 

는 원인이 되었다. 텔레비전과 영화, 비디오가 

대중 문화에 깊숙이 자리잡은지는 이미 오래이 

고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세계적인 배급망을 

지닌 영상매체가 생활 깊숙이 파고들고 있으며 

이러한 것은 컴퓨터그래픽과 함께 과거와는 전 

혀 다른 차원의 이미지 전달에 성공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서로 앞다투어 영상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도 영상 산업 이 미 래 산업으로서의 

높은 부가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 

럼 영상 문화는 모든사람들의 감각을 시각에서 

더 나아가 종합적 감수성이란 틀로 재정렬시키 

고 있다. 또한 단순히 감각의 문제를 넘어서 가 

치관을 변혁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TV
CF문화가 일상적인 삶을 지배하는 시대에 

있어 텔레비전 드라마나 쇼, 오락프로그램의 

영향력은 순식간에 대중 일반을 사로잡는다. 

TV는 타매체의 시간뿐 아니라 강제적인 시간, 

장소 이동시간, 쇼핑시간까지도 잠식하는 가 

장 강력한 매체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현상 

을 '여가의 식민화 라는 말로 개념화하기도 하 

는데 이 것은 인간을 창조적 이고 능동적 인 놀이 

행위의 주체로서보다는 기술적 미디어를 통해 

이미 완성된 상품문화를 단순 소비하는 소비자 

로 만들기 때문이다.

왜 TV가 지배적으로 되어 가는가? 일반적으 

로TV시청 경험은 인지적, 정서적 차원에서 가 

장 힘이 안들뿐 아니라 아무런 기술 없이도 할 

수 있는 경험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케이블TV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은 영 

상문화에 또 하나의 중대한 변화를 몰고 올 것 

으로 예상된다. 1995년 3월 1일 본 방송을 시 

작한 케이블TV는 다양한 전문 분야로 대중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홈쇼핑，홈뱅킹, 방범, 방재 

둥의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보 고속 

도로의 기간 매체로서 차세대 정보 사회를 이 

끌어갈 핵심 매체이다. 케이블TV의 본격화는 

영상소프트산업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며 수많 

은 채널을 제공하는 매체의 등장은 소프트의 

공급시장을 엄청난 규모로 확대시켜 대중문화 

전반이 새롭게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영상매 

체산업은그래서 정보화 시대의 문화적 요구에 

부합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중시된다. 미국 

이 오래 전부터 국가적으로 헐리우드 영화사, 

수많은 독립 제작사를 지원해 왔으며 영상사업 

과 서비스에 관한 한 1차 대전 이후 오늘날까 

지 세계 종주국으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았던 

것은시각적 이미지의 시대를 예견했기 때문이 

다. 또한 프로그램 공급업체들이 헐리우드 영 

화사, 영상 소프트웨어 업체들과 동맹, 제휴하 

는 거대한 미디어 합병 물결이 일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신세대를 지칭하는 영상세대. 키 

보드세대일본）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통용되고 

있음은 이러한문화적 변화를 말해 준다.

TV를 잇는 영상매체, 비디오

영상매체 중에서 대중들과 가장 밀착되어 

있는 것으로 TV 다음에 들 수 있는 것이 비디 

오이다. 옛날의 만화방 세대에서 움직이는 만 

화, 즉 비디오가 대체되고 있고 텔레비전과 위 

성방송을 통해 뮤직 비디오를 접할 기회가 많 

아진 젊은이들이 이것을 하나의 음악매체로 인 

식하면서 이들 사이에는 뮤직 비디오가 하나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또한 비디오=영화 라는 고정 관념에서 탈 

피하여 그 종류와 내용도 진일보해 건강, 미용 

분야, 스포츠 분야, 교양 다큐멘터리 분야에까 

지 진출해 있다.

최근에는 일반 비디오의 '셀스루 판매 가 

늘어나 윌트 디즈니의 만화 영화 미녀와 야 

수 의 경우 한 달도 못되어 13만 권이나 팔려 

나가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현대의 어린이 

들은 어머니의 옛날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디즈니의 만화 영화를 하루종일 

반복해 보고 들으며 자라고 있다.

비디오 문화의 보급은 폐쇄된 공간에서 혼 

자만의 유희를 즐기는데 익숙해져 있는 현대인 

의 익명성과도 맞아떨어진다.

컴퓨터

영상시대의 또 다른 대표적 주자로 들 수 있 

는 것이 컴퓨터이다. 미국에서는 사이버넥스 

와 펑크족을 합성한 사이버 펑크 라는 용어가 

고도 정보화 사회의 첨단 과학기술을 일시적인 

환경으로 받아들이는 일종의 신 인류적 생활 

방식을 가리키고 있다. 앞으로 멀티미디어 기 

술의 발달은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 

행될 것이 분명하며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인간의 삶과 공유한다. 이에 대중문화에 관한 

논의 역시 대중을 불특정 다수 군중으로 볼 것 

이 아니라 적극적인 문화 향유자로 인식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2-2. 정보통신산업

PC통신

세계적인 국제 데이터 통신망 '인터넷 은 

전 세계를 뒤흔드는 정보 혁명을 가져오고 있 

다. 지난 1969년 미국의 국방부와 국립 과학 

재단이 주축을 이루어 구성된 이 정보 통신망 

은 미국 내의 모든 연구소와 대학,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상호 공유한다 

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다. 당초 연구자들을 위 

한 통신망으로 문을 연 인터넷이 얼마 안 있어 

유럽, 일본으로 확대되었고 순식간에 세계 각 

지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전세계 130여 개국 4,000여만 명이 이용하 

는 인터넷은 수십만 종의 정보가 그야말로 보 

물 창고처럼 널려있고 기업과 비즈니스맨들뿐 

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까지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PC통신은 정보나 메시지의 생산 

자와 소비자가 명확히 구분되는 대신에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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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형으로 누구나 생산자가 될 수 있고 동시 

에 소비자가 될 수 있는 특징을 갖는 대화형 문 

화라고 할수있다.

국내의 경우 1994년 10월부터 한국통신이 

KONET 이라는 이름으로 일반기업 및 개인 

에게 상용 서비스를 시작하면서부터 인터넷의 

이용률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제 

는 인터넷에 가입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전자 

우편 주소는 정보화사회의 새로운 시민권처럼 

여겨지며 인터넷 가입자를 뜻하는 네티즌' 이 

라는 단어가 2000년대에는 시티즌 이라는 단 

어를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같이 고도로 정보화된 사회의 근본을 이 

루는 것은 전산망에 의해 축적된 데이터베이스 

（阳이다 이러한 DB체계는 인터넷에 의해 세 

계의 정보까지도 접할 수 있게 되는 반면 정보 

화시대는 핵커에 의한 정보유줄이 우려되는 시 

대이며 개인 및 국가정보의 노출에 특별한 보 

안 조치가 요청되는 때이기도 하다. 또한 정보 

로 인해 지구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된다. 

전화선은 이미 신경줄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음 

성 기호전달에 한정되어 있는 반면 새로운 정 

보통신 네트워크는 음성 외에도 비디오, 문자, 

그래픽의 쌍방적 송수신을 목적으로 한다.

이동통신

문자 삐삐의 둥장, 음성 감지 휴대폰의 등장 

이 그 예이다. 삐삐의 초기 광고는 업무상의 필 

수적인 편리를 강조하는 수준에서 이제는 광 

역, 문자형 , 음성 인식 혹은 독특한 디자인 둥 

의 다양한 범주로 다른 소구 대상을 향해 나아 

가고 있다. 또한 1004천사）나 8282랄리랄리） 둥의 기 

호화로 의사 소통 구조를 형성했던 특수한 경 

향에서 이제는 일반화된 표현으로 안착되어 일 

상적이고 문화적인 지표가 되어가고 있다.

핸드폰 역시 초기에는 '첨단 기술의 결정 

판 정도의 발언에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얼마 

나 잘 걸리는가, 혹은 배터리 사용 기간은 얼마 

나 긴가, 디자인은 얼마나 간편하게 소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의 문제로 압축되고 있으며 

개인 통신 체계“3라고 불리는 통합적인 서비 

스 망이 일반화될 시점에 와 있다.

용도뿐만 아니라 디자인이 멋지거나, 다양 

한 신호음을 내거나, 목걸이 같은 형태를 가지 

거나, 시계와 통합된 형태이거나, 광역형이거 

나, 문자 수신이 가능해야하는 둥의 기술 혁신 

과 더불어 다양한 기호차별화의 원리로 접근되 

어지고 있다.

앞으로 전화, 휴대폰, 삐삐의 장점들이 하나 

루 통합되 실용적 이 개 이 통시 旧网血 Communication） 

도구가 새로운 통신 문화를 만들어 갈 것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오늘날 전망되는 핸드폰 

과 삐삐의 영향력은 경제력살수있는珏성과 기호동 

일한 풍뮥을소비하는 행위）가 결합되어 만들어내는 새로운 

집단형성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기의 유용성은 어쩌면 익명성이 날로 강화되 

고 있는 사회 속에서 고립감을 상쇄시키는 유 

용한 소비 상품으로 봐야 하는지도 모른다.

2-3. 가상의 시뮬레이션 ； 오락산업

21세기 인류의 문화 생활에서 가장 핵심을 

차지하게 될 분야는 역시 오락 산업이다. 누구 

나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대중문화가 확 

산되고 개개인의 여가시간이 크게 늘어나면서 

오락산업은 앞으로 가장 가능성이 풍부한 기업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오락산업은 Theme Park* 에서도 볼 수 있 

듯이 현실과 분리된 하나의 다른 시뮬레이션일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해소될 수 없는 주제를 

가상의 공간에서 녹여버리는 '사회적 필연성 

을담지한주제가되고 있다.

일본의 게임 시장은 연간 8조 엔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다마고치, 타타돌고래）', '아 

쿠아존（믈고개 같은 동물을 통한 생명 게임이 둥 

장하면서 정성을 쏟은 만큼 더 많은 생명체를 

키울 수 있다는 가상의 세계에 현실감을 불어 

넣기 위한 노력이 한창이다. 실상과 허상의 결 

합으로 더욱 살아있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홀 

로그램과 같이 현실에서는 결코 표현할 수 없 

는 가상세계, 즉 Virtual Soft 산업을 이끌어가 

고 있는 것이다. 게임은 이제 일상이며 문화가 

되어 가고 있다.

2-4. 제품의 이미지 창출

캐릭터

포스트모던 소비사회에서 소비자는 단순히 

그 제품만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를 

사는 것이며 대중은 실제 인물과 달리 변하지 

않는 캐릭터들을 우상의 이미지로 간직하려는 

욕구를 갖고 있다. 이러한 캐릭터 사업은 미국 

둥을 중심으로 50〜60년 전부터 성장하기 시 

작한 반면 우리 나라는 아직 초기단계이다.

미국의 디즈니사가 연간 50조원 규모의 시 

장을 확보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연간 7조 4 
천억 원 정도의 시장이다. 꿈의 가공 공장 이 

라고 불리는 월트 디즈니사는 미키마우스, 미 

니마우스, 도널드 둥 독특한 캐릭터들을 앞세 

운 만화 영화를 비롯하여 디즈니 랜드와 홈 비 

디오, 출판, 완구, 음반, 팬시상품 등 디즈니 상 

표가 붙은 각종 제품이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 

다. 또한 도쿄 도에이사의 '마징가 Z, '캔디' , 

은하철도 999', 드래곤볼 과같은캐릭터들 

은 만화 영화로써 이미 우리의 어린 시절을 잠 

식시켜 왔다.

이러한 만화 캐릭터는 게임 소프트웨어에 

이용되는 부차적인 상품 효과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정서적인 영향력 

또한 막강하다. 70년대 스타 캔디 나 몇 년 전 

부터 우리 나라 청소년들 사이에 우상이 되어 

있는 '슬램덩크' , 93년에 시작한 미소년 천사 

세일러문 의 파문은 실로 생활 속에 깊숙이 파 

고들어 문구류를 비롯한 완구, 팬시류 등에 적 

용되어 2차 산업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이 

제 소비자는 상징적 가치를 소비패턴의 주요 

포인트로 여긴다. 이러한 시장 환경의 변화로 

각 기업은 이미지 차별화를 위한 독특한 개성 

창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캐릭터는 기업뿐만 아니라 대학 캐릭 

터로까지 개발되어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나 

아가 엔터테인먼트, 테마 파크 등의 다양하고 

체계적인 작업에 의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 

다. 일례로 서울은행에서는 최근 통장에 '심슨 

가족' 이라는 캐릭터를 도입하여 저축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고객들의 취향 변화에 능동 

적으로 대응한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이 

러한 캐릭터가 상품이 되고, 광고 효과를 가져 

다주고, 사운드 트랙 등의 다양한 형 태로 바뀌 

어 가는, 즉 가상의 인물, 가상의 공간들이 현 

실을 주도하는 상황으로 도래했다.

최근 일본에서는 가상의 인물에 인간성을 

느낄 수 있도록 현실성을 부여한 Virtual 
Idol 이라는 잡지와 함께 실제 존재하지 않는 

연구논단

_____________________ 115
industrial design/mayjune/1998



o4 ii. Cb
■F L

다떼 교또' 라는 가수를 등장시켜 실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또한 이러한 가상의 스타가 실제 

의 스타를 만들어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일본 만 

화영화 시오리 의 성우가 인기 스타로 탈바꿈 

하고 있고 우리 나라도 게임 홍보를 위한 캠퍼 

스 러브스토리 속의 가상 스타와 닮은꼴 찾기 

행사 등과 같은 이색적 이벤트가 생겨나는 것 

들을 보면잘알수있다.

생활철학의 전위 광고

우리들은 생활속에서 수많은 광고 이미지를 

접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며 광고만큼 현대 대중 

사회의 특성을 잘 설명 해 주는 것도 없다.

특히 90년대에 들어서면서 광고는 상품의 

선택이라는 행위가 적극적인 소비 문화로 이해 

되기까지 한다. 자신의 기호에 맞는 상품을 선 

택한다는 행위는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 신념 

을 표현하는 행위로까지 격상된다. 누가 어떤 

상표의 상품을 가지고 있느냐는 그 사람의 사 

회적 신분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고 

유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평가 기준으로까지 작 

용 가능해 진다.

최근에는 소비 성향게 관한 분석이 날로 어 

려워지자 소비 성향을 미리 예견하고 거기에 

소비자들을끌어들이고자 하는사회적인 '세 

대 의 개념 자체를 이미지화 시켜 '상품화 하 

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90년대 초반 탄생한 개 

념이 바로 X세대 였다. 90년대 들어 우리 사 

회에 자주 등장한 신세대 , 미시족', 체크 

족 둥의 개념도 이와 비슷한 배경에서 탄생한 

것으로 볼수 있다.

이렇게 체제 자체가 선전되고 재생산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은 이미지들을 현실 

로 받아들여 그러한 심리적 표현들이 이른바 

베르사체, 아르마니, 루이뷔통 둥과 같은 최고 

급 브랜드로 향유되는 집단 의식과 소통 가능 

성의 지표로 작용된다. 이것은 매니아적인 문 

화가 계급적인 차이와 연결되면서 가시화되는 

다양한 질적 편차를 가진 소수의 문화로서 우 

리에게 부상되고 있다고 볼수 있다.

3. 탈물질적 생활관

오늘날 우리 나라 사람들의 생활관은 생존 

과 경제적 향상과 같은 '물질주의 생활관 

(MaterialistValue)* 에서 점차 미関 지(知), 개성 , 사회적 

귀속감, 자아실현과 같은 '탈 물질적 생활관 

(PostmaterialistValue)'루 Q 겨가石〔 °】匸｝

80년대 말부터 불붙기 시작한 소비붐은 소 

비자의 적극적인 마인드와 함께 기업마케팅, 

대중매체, 그리고 소비 미학의 문화론 등이 복 

합적으로 결합된 결과로서 오늘날 상품소비와 

여가, 광고와 대중매체가 일상 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소비 사회란 상품 이면 

에 숨어있는 사회 문화적 의미, 즉 기호初)의 

생산, 분배 쪽으로옮겨가는사회이다.

앞서 살펴보았던 문화산업의 유형들 이외에 

도 생활 면에서 각종 기호 식품의 범람, 외식업 

의 발전, 다양한 이국풍의 식생활 문화의 유입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사람들의 욕구가 점점 다 

양해지고, 뿐만 아니라 미적 감수성의 발전에 

따라 의생활 관련 상품의 소재, 품질, 디자인, 

색상, 브랜드 등에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패 

턴이 사라지고 다품종 소량생산과 개성 , 다양, 

차별에 초점을 맞춘 패션 문화가 주도적인 것 

으로되고 있다.

37.물질사회와 코드사회

현대에 와서는 새로운 부가가치와 서비스의 

출현이 새로운 상품 컨셉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다양한 가치관을 수용하는 새로운 생산, 판매 

방식의 개발, 신제품 및 신기술의 출현, 상품의 

품질, 소재, 기능, 디자인, 색상 등의 부가가치 

의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코드사회로의 이동을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드로써의 상품 컨셉은 이러한 가치관 

에 부합하는 상품 출현으로 인한 고질화의 추구 

로 하드한 가치보다는 소프트한 가치를 강조하 

면서 한층 개성화•다양화•세분화되어 진다.

둘째, 생활의 질을 평가하는 방식이 물질보 

다는 사회적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각종 

정보의 생산과소비 측면에서 이루어지며 이는 

지역 사회 공헌과 지구 환경 보존과 같은 보다 

확장된 의미의 새로운 생활 가치(菲)를 위한 상 

품 및 서비스를 구하게 된다.

셋째, 상품 그 자체의 소비보다는 상품을 활 

용하는 과정(Process)을 통해 시간을 충실하 

게 소비하여 정서적, 지적 자기 실현을 달성하 

려는 시간 자체의 의미 있는 소비가 중요한 목 

적으로 되는 반면 상품, 서비스는 그 같은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바뀌게 된다.

이와 같이 현대의 생활은 코드사회의 진전 

과 더불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새롭게 주목되는 소비 스타일들이 중요한 생활 

테마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3-2. 프로슈머

현대는 도구적 이성에 의한 생산의 시대로 

부터 탈피하여 소비자가중심이 되는다양성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이 앨빈 토 

플러 (AlvinToffler)가 그의 저 서 제3의 물결 에 서 말 

하는 프로슈머段0sM의 개념으로, 이는 생산자 

를 의미하는 프로듀셔(台吟)와 소비자를 의미 

하는 컨슈머小—를 합성하여 만든 말이다 

이제까지의 소비자는 생산자가 생산한 물건을 

일방적으로 소비하는데 그쳤다면 지금의 소비 

자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생산과정에 직 접 

자신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다.

프로슈머란 타인의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에 

관여하기를 꺼리고 획 일적 삶을 부정하며 스스 

로가 선택한 개성적 삶을 추구하고 표출하려는 

새로운 형태의 인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프로슈머 개념에 의한 의식 변화를 다음과 같 

이 크게 3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첫째, 20세기 물질주의적, 기호적 양태는 아 

이러니컬하게도 다양한 상품 지식이나 정보의 

무장을 통해서 자신의 생활 설계 및 연출과 관 

련된 상품을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춘 컨슈머적 인간 형태를 양산시킴으로써 단 

순히 트랜드를 추종하거나 모방에서 탈피하는 

것에서부터 제품과 소비자의 유대가 형성되어 

진다.

둘째, 물건 중심에서 생활 중심으로, 구 

입 관점에서 사용 관점의 생활 철학, 미의 

식, 실효성, 사건성 등실생활에 기반한 아이덴 

티티가 제품에 있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이 것은 사용자 측면의 프로세스 , 자신 

의 생활 연출이라는 퍼포먼스 의 의미로 재해 

석 될 수 있으며 객관적 차별화보다는 주관적 

차별화가 더욱 중요한 관점으로 대두된다.

셋째, 사회성®血物의 수용으로 물질적 풍요 

와 현시적 만족에서 개인들간의 유대감,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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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활 윤리의 충실화, 그리고 지구 환경 보 

호와 같은 그린 컨슈머 리 즘（Green Consumerism） 적 인 

공생적 메커니즘이 출현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책임과 공헌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자기 향상 프로세스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고 레벨의 질적 변화는 하드: 장치기슬）, 

소프트（soft ： 웅응기술）로부터 Though-Ware7} 관건 

을 좌우하는 횡적 커뮤니케이션 사회로 그 뿌 

리를 내려가고 있다.

이러한 생활환경 및 개인 태도의 변화는 결 

과적으로 우리의 생활 패러다임이 새로운 국면 

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변화된 디 

자인 개념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상품소비성향과 제품의 공통기호

1•향수

과거에 대한 애착은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 

라 갑자기 사람들의 삶이 과거와 단절되었을 

때 집착으로 표명되어 진다. 때로는 전통으로 

때로는 종교로, 때로는 추억으로 간직하던 것 

들이 현대의 상품 논리와 결합하면서 과거는 

새로운 현재적 삶을 갖게되며 현재 속에서 또 

다른 시간대의 존재 방식을 보여준다.

변화가 가속되는 상황에서는 차라리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고루해 보이는 것들이 더욱 가 

치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많다. 삶의 회 

전이 너무 급박하여 그 속도를 따라잡기 힘들 

때 사람들은 오히려 복고적이 되거나 이미 그 

권위를 잃은 가치들에 의존하려는 마음이 더 

커지기도 한다.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에 이 

르기까지 컬러TV의 등장과 함께 몰아닥친 컬 

러 시대의 물결은 최근 복고풍의 등장과 함께 

흑백 사진이 복원되어 과거에 대한 낭만과 향 

수를 불러일으키고 있고 인사동의 종 모양 안 

내판이나 정 림사지를 본 딴 공중전화 박스, 석 

둥 메뉴판, 가마솥류 등 과거에 주류를 형성했 

던 자연 소재를 이용한 제품들이 신변 잡화나 

액세서리, 생활용품의 형태로 재생산되어지고 

있다.（그림 °

이처럼 과거의 문화적인 형태들이 '추억 어 

린 과거 나 민족의 얼 혹은 우리 것 을 다시 

소유하고자 하는 재 경험의 욕망으로 다시 복 

원되고 있다.（그림公 디지털 전화기가 기승을 부리 

는 시장에서 전체적인 형태와 맞물려 나타나는 

옛날의 다이얼식 배치는 전통과 문화를 하나의 

생산성으로 묶으려는 시도를 보여주며 이를 구 

매하는 소비자는 과거를 함께 소유한다.（그림》

이미 지나간 역사로 여겨지기도 하고 또는 

그 상품을 떠올리면 어린 시절의 아스라한 추 

억으로 남아 있던 것들, 못 살던 시절의 경험들 

이 그저 화려하게만 여겨지던 선물용품 가게를 

장식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백 투 스쿨 

（BadUoSM）' 과 '새마을 운동' 이라^ 트랜드가 포 

스트 모던한 팬시 제품 속에 새로운 사조로 탄 

생하고 각 기업이 독특한 개성을 살려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 내고 있는 스낵시장의 홍수 속 

에서 우리는 다시 과거의 삼양라면과 라면땅이 

라는 제품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것들이 차용하는 기호들은 반드시 

우리의 과거 라는 외피를 쓰고 나타나는 것만 

은 아니다. 이랜드, 헌트, 모두스 비벤디의 전 

통 지향점들은 서구적 권위 차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작용한다. 여기서는 권위=과거=전 

통 = 서구 의 둥식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상품 

화하였으며 이미 일반 대중의 생활 속으로 깊 

이 파고들었다. 또한 60년대 미국의 대중적 이 

미지를 자아내는 pop적 요소가 오늘날 현란 

한 유통 강화 정책들과 섞여 디자인 매개체로 

재활용되고 있다. 이것은 오늘날의 소비가 과 

거를 향한 일방적인 움직임이라기보다 현재의 

결핍된 욕망을 과거를 통해 소유하려는 의식으 

로 작용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서울 600년의 

역사와 전통과 예술을 한 몫에 자리잡으려는 

문화적 이벤트를우리의 생활속에서 접하면서 

미래 속에서 지금의 문화는 또 다른 향수를 불 

러 일으킬지도 모른다.

이처럼 향수는 전통과 예술이 현대의 상업 

적 논리와 맞물려 새로운 소비 시장을 형성하 

기도 하며 단순히 역사로서의 과거만을 의미하 

지 않고 문화로써의 전통만을 의미하지 않는 

다. 회고와 회상, 추억과 향수 속에서 떠올릴 

수 있는 한 세대의 일상현재을 문화과거）라는 이 

름으로 포장하려는 소유의 관행이다. 우리는 

현대의 일상 속에서 과거를 소유하려는 의식을 

체험한다 그림幻 시원한 에어컨이 있는 깔끔한 

식당에서 전통을 흉내낸 키치적 속성을 배재할 

수 없는 이러한 문화 속에서 우리는 회고하고

혹백사진 제품 - 옛날의 흑백사진을 노트의 앞 표지에 사용하면 

서 그 당시의 자습장이라는 언어를 그대로 복원시킨 제품의 예 

이다. 현재의 '종합장'.

옛날의 정서를 일깨우는 김수철 레코드 자켓 디자인

연구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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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적 속성을 소비한다.

과거의 회상과 추억이 담긴 물건을 구입하 

거나 그런 행위와 유사한 절차를 일상에서 반 

복시킴으로써 자신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 

다. 이처럼 전통의 상투화 된 상품으로 작용하 

는 복고 는 새로운 것에 대한 반동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인 소비문화의 품목으로서 새 

로운 것에 대한 향수로 작용한다.

2.유머

실제로 미의 관점 이 없어지고 그 대신에 

쾌락의 관념 이 등장한다. 그 제품이 가지는 

기능에 맞는 형태이미지가 아닌 다른 사물의 

상징 이미지들로 제품화시킨 다양한 형태의 시 

계와 전화기에서 볼 수 있듯이 현대인은 오리 

지널한 자체를 거부하고 유희적 체험과 놀이를 

중시한다.（그림5・6） 이러한 놀이의 개념에는 놀이 

하는 것과 같은 생활 문화를 의미하며 모든 형 

태의 문화는 그 기원에서 놀이의 요소가 발견 

되어지듯 인간은 이러한 놀이의 심리를 통하여 

그들을 표현하고 이미지를 전달한다.

최근 서체 디자인에 있어서도 놀이의 개념 

을 문화 현상으로 이해하고 听｝들이는 가운데 

독자적인 개발들이 한창이다. 이미지, 주제, 상 

징들을 구체화하는 일은 있는 그대로의 기능에 

충실한 정합성을 따르는 것이라기 보다는 상징 

적인 이미지로 제품의 2차적 주제를 형상화시 

키기도 하고 무의미한 제품의 표면에 재미있는 

그래픽 효과로 상품을 장식 한다.

소비자는 이제 실제 사용이나 기능과는 무 

관하다 할지라도 생활의 재미를 위해 시간을 

소비하고상징적인 이미지를 자신의 세계 속에 

담아두는 행위들을 반복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것을우리는 많이 볼 수 있다，그림力

알레시사의 주방용품들은 기존의 그릇과 도 

구들에 무언의 메시지를 던져줌으로써 오늘날 

소비 사회에서 통용되는 기호와 의미들에 대한 

익살스러움을 더해준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 

리로 하여금 모든 새로운 상품을 새로운 시각 

으로 바라볼 것을 끊임없이 요구한다 그림④

테마파크의 다양하고 체계적인 작업 속에는 

꿈과 희망이라는 상징적인 요소가 자연스럽 게 

우리의 문화 생활을 이끌어 왔다. 어린이들의 

놀이동산으로, 젊은이들의 여가로, 심지어는

물이 끓으면 주둥이에 휘파람 소리를 내는 폴라스틱 새와 증기 

기관차의 연통 또는 권총의 탄창을 연상케 하는 주둥이 부위와 

함께 그 주둥이를 당겨서 여는 방아쇠 고리 모양의 손잡이들로 

주전자의 기능율 은유적 형태와 결합시켰다. 감성과 아이러니, 

그리고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있는 알레시 제품들은 기존의 그 

릇과 도구들의 진부함에 재미, 비 디자인적 요소. 팝 문화 등올 

반영시킴으로써 독특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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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효도관광에 이르기까지 현실 세계에 

서 이루지 못하는 욕망을 채우고 그 속에서 유 

희를 즐긴다. 이러한 것은 기계와 같이 무감각 

한 합리성으로 정의될 수 있는 것과의 괴리감 

과더불어 실제 삶에서 생명력 있는 소비의 한 

형 태로 부상하고 있다.

3 .모방

모방의 심리 속에는 유행이라는 속성이 있 

으며 현대 사회에서의 유행이란 기호의 교환이 

사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유행은 “보통 사람의 일상적 삶 

에까지 불어닥치는 바람'을 의미하며 여기서 

의 바람 은 기호의 소비 바람' 이며 인간은 이 

러한 가운데 다른 사람과 같아지고 싶다는 의 

식과 다른 사람과 달라지고 싶다는 의식을 함 

께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다원주의 문화 속에 

서 동질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두 번째 

는 일상적인 소비에 맞서고 나타나는 자아를 

향한 개별성의 표현이다. 이러한 심리는 서로 

대립되어 한 사회의 측면을 이루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첫 번째 개념의 동질성에 의해 나타 

나는 소비 문화 속의 기호 교환들을 모방의 심 

리로 간주하고 현 시대의 흐름을 파악해 보고 

자 하는 것이다. 친구들끼리 비슷한 외모로 끼 

리집단을 형성하기도 하며 어떠한 단체의 모임 

에 있어서도 보여주기 위한 어떠한 형태의 물 

질로써 그 단체의 결속력이나 힘을 과시해 보 

이기도 한다. 이는 서로 주고받는 끼리 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동질감과 동시에 그 외부 

와 먖설 수 있는 어떠한 힘의 표현이다. 이러한 

모방을 부추기는 요소로 오늘날 대중매체의 효 

과는 시공간적 한계를 넘어서 동일한 코드들을 

소비자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 광고주들은 쇼 

나 드라마에서 이미 상품화되어 인기 있는 연 

예인을 모델로 그 상품을 선전함으로써 더 높 

은 판매고를 올리고 그들이 입은 옷과 신발, 모 

자, 액세서리 등의 파급 효과는 그들과 같아지 

고 싶다는 소비자들의 욕망을 자아냄과 동시에 

물질이 풍요한 후기 산업 사회의 소비패턴을 

형성시키고 있다.（그림9）

이는 오늘날 대중매체가 동일한 코드를 만 

들고 전파함에 따른 대중들의 일상적 소비문화 

를 단면적으로 드러내 주기도 하는 것이며 모 

든 것이 스타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 속에서 똑 

같은 물질의 소비로 인한 대리 만족의 심리이 

기도 한 것이다. 그 외에도 모방의 심리 속에는 

새로운 가치의 창조라는 의미 또한 존재한다. 

이는 제품과 제품의 중층적인 결합 속에서 재 

생성되는 것이며 일상의 삶 속에서 개별적인 

사물들의 다양한 의미 작용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개념 속에서 기존의 형태를 차용하여 

만들어지는제품의 기호는이미 대중화되어 있 

는 이미지와 테크놀러지의 결합으로 소비자의 

홍미를 쉽게 유발시킨다. 슈퍼타이 , 튜브, 타이 

어, 오징어 모양의 시계를 비롯하여 입술, 구 

두, 담배, 바이올린 모양의 전화기, 면도날, 

TV, 각종 캔과 다양한 사물의 형 태를 모방한 

가방과 쿠션, 전자 계산기 모양의 필통, 주사기 

모양의 펜, 119 소방대를 흉내낸 라이터 등, 이 

들이 지시하는 사물의 형태는 각양 각색이다. 

우리의 일상 속에 다양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 

러한 제품의 형태들은 물질이 풍요로운 후기 

산업시대의 한 단면을 반영하고 있는 예이기도 

하다. 이는 표면적인 제품의 원리를 넘어선 새 

로운 가치 창조의 결과물로써 기호의 교환이 

소비 사회 속에서 이러한 사물의 형태로 이루 

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4 . 자기확인

19세기에는근면, 검약, 절제 등 프로테스탄 

트적 미덕을 단지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타당한 목적들로 강조되어 왔다. 그러 

나 자아를 향한 움직임의 한 징표들은 19세기 

에서 20세기초로 오면서 자조8刪晒）용 메뉴얼 

들에 표명된 자아의 이상형이 변화하는과정에 

서 찾아볼 수 있다. 현대의 인간은 다른 사람의 

존재에 대한 의식보다는 나르시시즘川-讪攝）이 

나 마이즘（Mei曲）이라 불리는 자기중심적인 의식 

의 존재 형태를 출현시켰다. 소비문화 속에서 

각 개인의 외양, 몸짓, 육체적 품행은 자아의 

표현으로 史｝들여지게 되고 육체적 불완전성 

들은 각각의 상호작용 속에서 그에 따르는 결 

과를 수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태도에서 자 

기 확인의 심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에 

자크라강은 “세계 속에서 인간은 보여지는 존 

재다. 우리는 무대 위에 올려진 배우들로 타인 

의 시선을 의식하며 행동한다”라고 했으며 이

러한 인식은 자기 만족과 함께 나타나서 아무 

도 관심 갖지 않던 것들이 존재 가치가 있고 사 

랑받을 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 배타적인 자 

세로남의기호를나쁜것 혹은 있을수 없는취 

향이라고 몰아 붙이지 않고도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것, 이러한 가능성 속에서 개인의 정체성 

이 확인되는 것을 말한다. 튼튼하다는 사용가 

치를 거부함으로써 개인의 기호가치를 획득하 

는 찢어진 청바지, 혹은 남자들의 묶은 머리와 

귀걸이에서 억압적인 모든 것을 파괴하는 대중 

문화의 집중력 있는 힘을 볼 수 있다. 서로의 

욕망을 자유롭게 표출하면서 자신들의 세계를 

향유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마이카 붐에 따라 

자동차의 소비에도 이러한 심리가 존재한다. 

안중근 의사의 손도장과 대한국인서國시 . 내 

탓이오 , Racing Bomb* , 자신의 취향으로 

시트를 덮어씌워 놓은 티셔츠들. 이러한 예들 

은 획일화되어 있는 무감각한 사물에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의 기호적 의미로 존재한다. 이 

러한 행위들은 자칫 무분별한 소비 행위를 자。卜 

내기도 하지만 대중문화 속에서 우리는 정제되 

고 규격화 된 삶의 논리로부터 점점 외피적이 

고 새로운 논리들이 목적을 향해 개별화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아를 향한 가치의 효과는 오늘 

날 다양한 매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광고와 대 

중 음악을 통해서도 생성되어지고 있다. 이러 

한 이미지와 환상적 담론은 이제 일반화 되어 

가고 있다. 브라운관과 지면과 온갖 매체를 통 

해 전달되는 이미지들로 인해 이와 같은 현실

연구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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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al design/mayjune/1998



우리는 상표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으며 이를 숭배하고 집착하 

는 가운데 다양한 의미 교환 기호를 생산해내는 매니아들이다.

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잠재적으로 갈망하는 

삶에 대한추구임을우리는부정할수 없다• 다 I 
양한 버튼 형 태와 캐릭터의 부산물로 제품화되 

어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는소품들을 

비롯한 스티커형 즉석 사진 촬영 기계의 출현, 

휴대폰용 액세서리들 그림】。)

현대인의 일상을 결정 짓는 개인적인 취향, 

고유한자기 정체성에 대한신뢰, 이것은그동 I 
안 관습적으로 여겨지던 사회적 가치에 대한 ; 

추종을 거부하고 스스로 생산하는 다가치의 人卜 I 

회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상적인 삶 

의 모습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매니아의 문화는 사적이긴 하지만 지극한 전문 

성과 집착을 드러내고 자신의 스타일에 자기 

혼자 몰입하는 전문가적인 식견에 기반한다. 

일례로 우리에게 흔한 유명 상표 선호가 경제 

적 특수성까지 부가되어 일부 집단에서 일종의 

기호로 작용되고 있으며 생활비의 50%가 비 

디오 대여비로 나간다든지, CD를 사 모으기 

위해 카드 빚까지 동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들이 매니아라는 이름 아래 부상하고 있다. 이 

들은 하나의 대상 에 심취하고 몰입되어 있는 

자들이며 자신의 애착 대상을 지고지순한 삶의 

기준으로 삼는 자들이다.

오늘날 이러한 집착에 의한 소비는 전문성 

을 가진 상품의 생산과 함께 각각의 매니아들 

이 모여 대중을 형성하는 가운데 흔하지 않은 

매니아적인 식견으로 장식되어진 숍에서 판매 

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을 

찾아다니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그림 ⑴

이러한배경 아래 발생되어진 극소수의 집단 

을 형성하던 매니아적 취향들이 이제는 대중문 

화속에서 드라마나광고들에 의해 강한 임팩트 

를 갖는 이미지로 클로즈업되기도 하는데 재즈 

열풍의 대중화가 그 전형적인 모델이다. 드라마 

제목도 재즈 이고, 어느 화장품 회사의 립스틱 

이름도 재즈 , 그것도 부족해 재즈 바 가 출 

현했다. 이것은 어느새 외곽 소수 문화가 아닌 

대중 문화의 주류로 편입되어진 예이다.

매니아를 애 매 한 가능성 이 나 모호한 저 항성 

만으로 과장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결국, 이들 

은 전문성으로 무장한 진지한 문화적 개입이라 

는측면에서 우리에게 새로운지평을 안겨주고 

있는것이다.

5•일탈과 자유

인류는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해 끊임 

없이 도구(물건)를 만들어 오면서 진화해왔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급속하게 발전된 모든 

도구(상품)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지금도새로운 기능의 상품들이 우리의 생활과 

시장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에어 

콘, 냉장고, 자동차, 비행기들이 출현하면서 변 

화된 단순히 물리적 구조와 기능의 변화가 아 

니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은 일탈과 자유로 

운 소통에 관련된 시공간을 수용자에게 확보해 

주고 있고 이미 확산 되어있는 퍼스널 컴퓨터 

는 TV, 전화, 팩스, 오디오, 영화 감상, 통신 등 

의 기능을 수용해 가고 있다. 이러한 멀티미디

개인용 디지털 지원 장치(PDA)
호주머니 크기로 휴대용 이동 전화 뿐만 아니라 팩스 기능과 정 

보를 조직하는 휴대용 컴퓨터를 결합시킨 제품으로 '개인용 디 

지털 지원장치(PDA)' 에서부터 팔찌, 헤어밴드, 어깨에 걸치는 

백 (Bag) 등 '착용하는'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PDA는 미래의 휴대용 TV와 컴퓨터를 결합하는 '텔레퓨터 

(Teleputer)7 의 전주곡으로서 최소의 전기소모, 고속 마이크 

로 프로세스, 평평한 액정 스크린과 입력펜, 필기 인식 소프트웨 

어, 메모리카드, 데이터를 다른 PDA 혹은 데스크탑 컴퓨터 등 

으로 보내기 위한 유•무선 접속 단자와 전화 등의 통신망과 접 

속하기 위한 모뎀 등을 포함한다. 190x 110mm의 액정 스크 

린과 필기용 표면 및 결합된 덮개가 있는 현재까지 개발된 가장 

혁신적인 휴대용 인터랙티브 컴퓨터 제품이다.

미래형 인간 모습을 차용하여 현실세계로부터 일탈의 이미지를 

강하게 나타내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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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는 영상 이미지, 소리, 문자로 된 텍스트, 애 

니매이션과 비디오 등을 조합하는 방식에 따라 

오락실의 스트리트 화이터 게임에서부터 비행 

시뮬레이터, 자동차 주행 표시기 등에 이르기 

까지 형상을 달리하는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 

내고 있다.

도서관에서 신문철을 찾지 않고 모니터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의 도움을 받아자유자재로 

찾아보기가 가능하고 디스켓이나 CD-ROM 
으로 된 책들의 발간이 이미 시작되었다.

통신을 통한 전자 신문의 발간, 가상 현실 프 

로그램을 통한 독서 방법의 등장, 손바닥에 올 

려놓고 키보드를 두드려가며 읽는 액정 컴퓨터 

소설 둥은 이미 고전적 해석으로부터의 일탈이 

며 새로운 공간에 대한 자유로움이다. 자신들 

의 모든 일상을 PC와 모니터, 그리고 전자 통 

신 기기들이 만들어내는 가상의 공간에서 진행 

시키고 본원적인 욕망과 욕구들 역시 여기서 

해소하려는 시도로 보는 것이다. 과거에는 자 

동차충돌시의 안전도는 실제의 자동차를 이용 

한 충격 테스트에 의해서만 확인될 수 있었고 

교량이나 건물을 지을 때 지각변동, 태풍, 해일 

에 의한 내구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축소 모 

형을 이용하여 자연 상태와 동일한 인공 조건 

을 만들어야만 했으나 지금은 건물, 교량의 구 

조나 자동차의 충돌 상태는 물론 조종사의 비 

행 훈련까지도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 속에 과거의 도구므건）들 

은 새로운 형태의 소비재로 탈 바꿈하기 시작 

했다. 쉬운 예로선풍적인 인기를몰았던 '다마 

고치 는 가상 공간에서 가상 동물을 사육하는 

프로그램으로 4비트 칩의 간단한 게임기이지 

만 그것을 소비하는 수용자의 입장에서는 현실 

에 대한 일탈과 함께 새로운 공간에서 애완동 

물을 사육하는 자유를 가진다. 일본에서 최근 

인기 절정을 달리고 있는 최고의 모델은 '다떼 

교또，이다. 다떼 교또，는 실제의 인물이 아닌 

컴퓨터에 의해 만들어진 가상 모델로서 다른 

모델이나 탤런트가 갖지 못하는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와 같이 컴퓨터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은 더욱 발전되어 인류 역사상 전 

혀 경험하지 못한, 그리고 현실 세계와는 비교 

할 수 없는 무한대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기 

시작했다. 이는 한 사람의 생각이나 꿈을 제3 
자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고 시간과 공간을 초 

월하는 개념으로 현실을 이탈하여 꿈을 실현하 

고자 하는 현대인의 생활상을 잘 반영해 주고 

있는것이다」그림区以⑷

맺음말

이번 연구는 디자인을 일상 삶의 현상 속에 

내재한 커뮤니케이션 과정으로 이해하고 오늘 

날 부각되는 대표적인 산업의 유형들을 소비의 

관점에서 사회 문화적인 환경의 변화로 설명하 

려 하였다. 이것을 바탕으로 변화된 소비구조 

를 읽어냄으로써 제품이 갖는 상징적인 기호, 

그리고 삶과 함께 하는 문화적인 공통 분모를 

찾아낼수 있었다.

디자인은 이제 단순히 물리적 기능의 차원 

을 넘어서 상징적 의미에서 파생되는 심리적 

기능 즉, 기호학적 이슈들을 통해 소통되고 있 

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개별적으로 나타나기 

도 하고 서로 혼합된 형태를 보이기도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욕망이 자리하는문화적인 현상 

에 기 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보드리 

야르의 지적대로 오늘날의 대중 소비가 기호 

의 소비 로 되어버린 데서 비롯되었다고 할수 

있으며 단순한 생필품의 소비를 넘어서서 다양 

한 삶의 의미를 내재한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구조 속에 존재하는 지극히 사회적이고 문화적 

인 현상이다.

따라서, 긍정적 관심의 대상으로 부상하는 

대중문화와 함께 얽혀있는 현대인의 소비 행위 

들 속에서 본 연구는 문화 • 산업 • 소비를 통한 

일종의 관계 방식으로서 현대 디자인의 영역에 

대한 새로운 좌표를 설정해 보고자 한 노력이 

었다. 문화의 존재 방식들이 변화되는 가운데 

과거의 대중문화의 속성으로 일컬어지던 획일 

성, 수동성의 문제들은 새로운 각도에서 고려 

되어져야 함과 동시에 문화의 수용자 혹은 소 

비자의 주체성, 문화를 통한 사회적 통제 방식 

이 새롭게 규명되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디자 

이너는 이제 소비자를 계몽시키고 건전한 소비 

풍토를 위한 일역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할 것이 

며 그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즉, 새로운 

기호를 생산해 내는 기호 생산자 로써 역할을 

분명히 해야할 것이다. kidp

그림 14

가상의 이미지들이 패턴으로 들어가 있는 제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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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인가? '98인가?

'98 이다.

98 앞에 있는 '는 작은따옴표를 닫는 기호처 

럼 생겼지만 실은 어포스트로피 （AMophe）다 

어포스트로피는 영어에서 명사의 소유격으 

로, 문장 가운데에서 문자를 생략할 때, 숫 

자•문자•약자•단어의 복수형을 만들 때 쓰 

는 부호다. '98에서 '은 98앞에 1900년이 생 

략되어 있음을뜻한다.

영어권의 사람들은 언제부터 이 기호를 

쓰기 시작했을까? 아마도 그 시기를 정확히 

알기 힘들 정도로 꽤 오래 전부터일 것이다. 

자주 사용하는 긴 단어를 되풀이해서 쓴다 

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매우 귀찮은 일이기 

때문이다. 다만 1800년대보다 모든 면에서 

빠르고 바빠진 1900년대에 들어와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아끼기 위해 연도 앞

에 어포스트로피를 붙여쓰게 되었으리라고 

짐작한다.

그런데'98을 '98로잘못표기하는경우가 

대략 5년여 전부터 자주 내눈에 들어오기 시 

작했다. 그때마다 눈에 거슬려 수정하도록 

해 왔으나 요즘은 거의 손을 대기 힘들 정도 

로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발견된다. '98은 

'98로 시작하는 문장을 어디에선가 인용해 

왔음을 알아라 , 또는 지금부터 중요하여 

강조를 시작하니 눈치채라 는 뜻이다. 작은 

따옴표는 시작했으면 어디에선가 반드시 끝 

나야 한다. 그런데 문장 중간이나 뒤 어느 곳 

을 살펴보아도 이 부호는 끝나지 않고 그저 

98 앞에만 버티고 있을뿐이다.

그럼 왜 이렇게 어포스트로피를 잘못 사

윤대 영 KIDP 출판사업팀 팀장

잘못 사용된 어포스트로피의 예

광고뮬

「한샘퍼시스 '97 우수산업디자인 통산부장관상 수상」（월간디자인 98.1월호 표4 광고）

「곰바우 '98 프랑스월드컵 공급 주류로 선정」（지난해말 지하철 4호선에 부착되었다가 며칠만에 사라진 곰바우 소 

주 광고의 헤드카피. 아마도 표기가 틀린 것을 알고 뒤늦게 회수한 듯. 글자 크기가 무려 120 포인트 정도는 족히 되 

어 너무 놀랐던 기억이 생생하다.）

유인号

「나만의 패션통장 *97.9.8부터 실시」（97 여름에 제일은행이 발간한 영업장 비치용 홍보물）

「98' 프라모델 동호회 연합전시회」（98. 1. 14〜18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에서 열린 모형장난감 전시회의 포스터.

심지어 여기서는 어포스트로피가 98의 뒤에 붙어 있다. 실무자의 부주의나 무지로 생각하기엔 너무 심하다.）

편집전문가의 손올 거치는 간행믈

「'97 大選 특집 최후의 승자는?」（월간조선 97 12월호 표지）

「The ICSID *97 Congress The Humane Village"&6. 4월에 발행된 국제산업디자인단체협의회 기관 홍보용 

브로셔. 이제 연도를 잘못 표기하는 일은 전 세계 공통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 주 - 이 글의 성격상 잘못 표기한 사례의 원전을 부득이 실명으로 밝힐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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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가? 원인은 여러 가지겠지만 최근 전 

지구적인 과제로 떠오른 밀레니엄버그로부 

터 그 실마리를 풀어보자.

밀레니엄버그.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2000년을 인식 

하지 못하여 일어나게 되는사회적 문제를통 

칭하는 말이다. 컴퓨터가 2000년을 인식하지 

못하면 정치 경제•군사•사회 모든 분야에 엄 

청난 혼란과 문제가 발생한다고 한다. 문제 

정도가 아니라 대재앙이다. 컴퓨터가 연도를 

두 자리밖에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컴퓨터를 만들 때 두 자리면 충분하 

다고 생각하고 연도의 자리 수를 그렇게 잡아 

놓았기 때문이다.

연도는 분명 네 자리인데 왜 겨우 두 자리 

로 만들었을까.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100년 

이상을 내다보지 못한다. 인간이 9&살 넘게 

살면 장수한다 고 한다. 100살이 넘으면 두 

세기를 산다며 화제가 된다. 더구나 컴퓨터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들에게 100년 

이라는 숫자는 정말 엄청난 숫자다. 자고 나 

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컴퓨터 기술환경 

속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1천 

년을 넘어 2천년으로 향해 가는 서력기원이 

건만 겨우 99년만을 내다보고 두 자리로 만 

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개인적인 단견（短 

見）이 모이면 사회 전체의 공멸로도 간다는 

교훈을 준다.

생략을 하는 데 익숙한사람들의 말하기와 

쓰기 생활도 영향이 있다. 1998년에 살고 있 

으면서 '올해는 98년 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 더 많다. 결국 청각적으로는 1998년이 아 

니라 98년이라고 착각하고, 98년이 라는 글자 

를 수없이 보면서 시각적으로 1998년이 아닌 

98년을 하나의 연도로 생각하기 쉽다.

사람들 사이의 약속인 기호가서로에게 다 

르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상대가 틀린 것을 

한쪽에서 이해하고 넘어가거나, 시작하는 작 

은따옴표를 어포스트로피로 양쪽 모두 착각 

하고 있거나, 둘 다 틀린 줄 알면서도 키보드 

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서로 편하게 쓰자는 생각, 이 셋 중 하나다.

어쨌든 분명 혼동이다. 연도 표기나 밀레 

니엄버그나모두 디자인의 빈곤 때문이다. 어 

포스트로피를 뒤집어 쓴 것을 바로 되었다고 

보는 착시현상도 기호와 약속을 철저하게 지 

키지 않는의식의 디자인 문제이며, 밀레니엄 

버그도 역사와 미 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설계 

의 디자인 문제다.

엄격하고 치밀하다는 정부 간행물에도 요 

즘 '98로 잘못 표기한 게 부지기수다. 잘 만 

들었다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살펴보라. 일점 

일획도 거짓이 없다는 성경말씀이 인터넷 성 

경에서는 오타가 부지기수다. 첨단 정보화사 

회가 도래한다는 말에 회의를 느낄 정도다.

기호가 흔들리고 여기저기서 디자인이 무 

너지는 소리가 들린다. 디자인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우리 인류는 현재의 밀레니엄버그보 

다 더 심각하고 파괴적인 재앙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 kidp

디자인 벤치

____________________
industrial design/mayjune/1998



이화여대 색채디자인연구소 기공식

이화여대에서는 지난 3월 24일 정부 
I 관계자 및이화여대 동문들과 색채관련 인 

사들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색채디자 

인관 기공식을 가졌다. 새정부의 21세기 
I 세계화 시대의 국가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 

할 색채전문인력 양성 지원계획에 따라 설 

립된 색채디자인관 기공식장에서 장상 총 

장은 축사를 통해 “21세기는 세계화 • 정 

보화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문화의 시대, 

감성의 시대이기도 하다”라고 전제하고, 

"이화여대의 조형예술 교육은 긴 역사와 
| 풍부한 인재를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했으 

며 색채 • 디자인 연구는 특성적으로 여성 

친화적일 뿐 아니라 본 대학은 색채 연구 

와 직결되는 광학연구가 이루어지는 자연 
I 과학이 있고, 디자인 연구와 직결되는 공 

| 과대학이 있어서 소위 색채 • 디자인연구 

I 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 이 

| 라고전망했다.

이같은 이화여대 색채디자인관은 （주） 
I 현대건설이시공업체로 선정됐으며,총 건 

| 평 4천3백47평에 지하 2층,지상14층의 

I 고층건물로써 오는 99년 말 완공될 예정

이다.

월드컵축구대회 영문자 로고 발표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에서는 조직위원회 상징으로 사용할 영문 

j 자로고를 제작,발표했다.

The Organizing for the 2002 FIFA 

World Cup Korea/Japan^l 영문약자 

인 KOWOC' 로 구성된 이 로고는 독립

I 적이면서도단순한 서체로 이해가 빠르고 
| 쉽게 읽히도록 만들어 졌다• 앞으로 조직 

I 위의각종 서식등에활용될이 로고는 두 

| 개의。자를 태극마크와 축구공으로 표현, 
I 태극의인상적색감과 부드럽게 흐르는 선 

의 아름다움과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보급 

된 스포츠인 축구의 이미지를 부각했다. 

또 태극과 축구공을 가운데 두고 있는 영 

문자는 힘있는 세리프체를 사용, 조직위의 

강렬한 의지와 추진력을 상징토록 했다.

한편 이번 영문로고 디자인은 프롬투 

에서 제작했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최

천년의 고도 경주에서 문화박람회가 

열린다. 경상북도는 문화의 시대인 21세 

기를 앞두고 경주 보문단지 일원에서 '98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행사를 갖는다고 발 

표했다. 9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2 
개월간 계속되는 경주문화엑스포는 세계 

최초의 문화 박람회이다. '새천년의마소를 

주제로 과거와 현재, 미래 세계 각국의 문 

화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았도록 40여 개 

국 예술인들이 참가해 유물과 유적, 풍물, 

풍속 등의 문화를 영상과 공연, 전시, 행사 

등으로 다양하게 펼쳐 보인다. '98 경주세 

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는 한국의 얼굴 

이라 할 수 있는 경주를 통해 우리 문화를 

세계화하고 세계 문화를 한국화하려는 축 

제로서 문화박람회를 준비했다” 며 "2000 

년 한국에서 열리는 ASEM, 2002년 월 

드컵과 연결해 2년마다 열 계획” 이라고 밝 

혔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인류 문명의 생 

성, 발전, 충돌, 융화와 재창조를 주제로 

한 영상관, 세계 4대 문명을 만날 수 있는 

세계문명관, 6대륙의 대표적인 전통가옥 

과 의식주 문화를 볼 수 있는 세계풍물광 

장, 다양한 음악과 무용, 민속이 펼쳐지는 

공연관, 첨단과학기술로 미래의 인류문화 

를 예견해 본 미래관 등 다양한 모습으로 

꾸며진다.

세계문화관계 석학들이 참가하는 국제 

학술회의에서는 21세기 문화비전을 제시 

하는 경주문화선언' 이 채택될 예정이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심볼과 로고는 한국 

을 상징하는 태극무늬와 통일신라시대의 

유물인 얼굴모양 수막새를 기본으로 채택 

해 경주의 이미지를 상징화했다. 마스코트 

는 한민족의 전통과 이념의 바탕이 되었던 

화랑정신을 알린다는 취지에서 새의 깃털 

을 꽂고 활을 맨 밝고 정감있게 웃는 소년 

모습으로 했다.

생활용품업계 캐릭터 도입 붐

생활용품 업계를 중심으로 캐릭터 도 

입 붐이 일고 있다. 이는 소비자에게 친숙 

한 캐릭터를 사용해 제품 판매 초기에 제 

품 인지도를 높이고 친밀감을 유발하는 마 

케팅전략이어서 주목된다. 업계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어린이 생활용품 '혼자서 

도 잘해요 제품에 어린이 인기 프로그램 

의 캐릭터를 채택, 2월 판매를 시작한 후 

한 달만에 10억원의 매출 실적을 올렸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지난해 6월 다양 

한 상표의 가정용 위생용품을 119란 상표 

로 묶고 힘슨이라는 소방관 캐릭터를 도입 

한 결과 매출으4이 50% 가량 늘었다” 며 

당초 여러 제품의 이미지 통일을 위해 캐 

릭터를 도입했으나 매출증대 효과가 높아 

캐릭터를 활용한 판촉활동을 강화 

하기로 했다”고말했다.

캐릭터가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는 부 

문은 유아용 화장품 시장이다. 제일제당은 

지난해 8월 유아용 화장품 시장에 진출하 

면서 디즈니사의 톰과 제리 캐릭터를 선 

보였으며 , 보령장업은 워너브러더스사의 

루니툰 과 스누피 를 한국 존슨앤존슨 

도 디즈니사의 캐릭터를 채택했다. 제일제 

당은 톰과 제리 의 이미지를 타고 판매 4 

개월 만에 15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 밖에 해태음료가 여름 성수기가 끝 

난 지난해 9월 깜찍이 소다 를 출시했음 

에도 불구하고 달팽이 캐릭터가 소비자의 

시선을 잡으면서 월 35억원의 매출을 올 

리는 등 판매에 성공했다. 또 참존화장품 

이 이미 2〜3년 전부터 청개구리' 캐릭 

터로 소비자들과의 친밀감을 지속적으로 

유발하고 있으며 문구 • 팬시업체인 모닝 

글로리도 파우건전지에 '까미 테테 아미 

로 캐릭터를 채택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 

다.

업계 관계자는 "캐릭터는 비교적 저렴 

한 비용으로 만들 수 있어 광고 모델비를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을 지닌데다 캐릭터 

사용 제품들의 매출실적이 높아 소비재산 

업에서 오랜기간 캐릭터 붐이 이어질 것으 

로 보인다”고전망했다.

제1회 한국자수정디자인 공모전 개

최

제1회 한국자수정디자인 공모전이 달 

우자수정광업소 주최, 월간 주얼리우먼사 

주관으로 오는 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KIDP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사）한국포장협회이전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1351-3 천

록빌딩 503호

7“ 028359041/5

Fax. 028359040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 사무국 이전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8-3 건영빌

딩 5F

T이. 025656042/3

Fax. 02 567 0449

（사）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 사무국 이 

전



주소 : 서울시 중구 장충동 2가 186-30 동

우빌딩 401호

Tel. 022713475

Fax. 022713458

'98 서울비주얼디자인 전국 공모전 

개최

서울비주얼아티스트비엔날레협의회 

（SVAB）에서는 비주얼 디자인 분야의 발 

전과 열린 문화시대에 대비하고 비주얼 아 

티스트의 신인발굴을 위해 시각디자인분 

야의 전국 공모전을 개최한다. 대학생（전 

문대학, 대학원 포함） 및 일반디자이너들 

을 대상으로하는 이번 공모전은 자유주제 

로 오는 5월 30일까지 한국산업디자인진 

홍원 2층 전시관에서 접수하게 된다. 2인 

이내 공동작품으로포스터, 캘린더디자인, 

편집디자인, 광고디자인, CIP와 BI, 일러 

스트레이션 , 컴퓨터그래픽 디자인 , 타이포 

그래피디자인, 텍스타일, 포장디자인, 

POP 디자인으로 응모가 가능하다. 한국 

산업디자인진홍원, （주）디자인신문, （주） 

신한화구, （주）도서출판무역한미서관, 디 

자인오피스가 후원하는 이번 공모전의 대 

상 1 점에는 상장 및 상금 1 백만원을 비롯 

해 금상 3점, 은상 5점, 동상 7점 등과 각 

계 단체장상이 시상된다.

문의 ••공모전사무국

Tel. 029385049

레더데코 쌈지 아트 프로젝트

'일상을 예술로 승화하고 예술을 일상 

화한다 IMF 한파 이후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이 상당 부분 줄어든 가운데 한 

중소기업이 내실있는 예술지원사업을 추 

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쌈지 상표로 국 

내 패션 잡화계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레더데코가 미술인 후원사업의 하나이자 

IMF를 극복하기 위한 문화적 노력으로 

쌈지 아트프로젝트' 를 운영키로한것.

겨기 침체 기간만이라도 우리 미술문 

화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실험성이 강한 

작가의 창작의욕을 북돋워 주기 위한 것” 

이라고 레더데코측은 밝히고 있다.

젊은 작가들의예술성과 실험성이 쌈 

지 와 같은 디자인사업에 영감을 주고 방 

향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실험적인 작품 

활동의 위축은 곧 디자인분야의 영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쌈지 아트 

프로젝트도 가능성 있는 30대 초반까지를 

대상으로 작가들을 선발하기로 했다. 경기 

침체 기간에는 10〜15명 내외의 전업작 

가를 우선 선발하며 대상자도 작가발굴 차 

원의 20〜30대의 신진작가와 국제적인 

스타를 만들기 위한 30대 중반 이후의 중 

진작가로이원화.

작가 선정은 미술평론가 김홍희씨 등 

별도로 조직된 운영위원회에서 맡는다. 선 

정된 작가들은 연2회 갤러리현대와 쌈지 

가 공동으로 전시회를 갖고 서울 암사동의 

레더데코 사옥을 개조한 스튜디오에서 작 

업과 전시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레더데코 

는 일산지역에 쌈지작가들을 위한 별도의 

스튜디오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원규모는 

연간 1억원선, 작가당 300만〜1,000만 

원선이다.

작품구입을 원칙으로 해 작가는 당당 

하게 작품을 파는 형식이며 경기가 회복되 

면 레더데코는 쌈지컬렉션 구축으로 지원 

사업을 전환할 계획이다.

제품기능 합병 바람

제품에도 구조조정 합병이 유행이다. 

상식을 깨고 이질적인 스타일과 기능 ・ 맛 

등을 하나로 합친 이른바 합병 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합병 바람은 의류 • 

가방 • 가전제품 • 과자 • 아이스크림 • 화 

장품 • 음식 • 음악 등 전분야로 급속히 확 

산되는 추세이다. 스포츠 요소를 가미한 

'스포츠룩 패션과 재킷에 캐주얼풍의 모 

자를 붙인 후드재킷 이 시스템 • GV2 • 
CC클럽 등 의류업체들에 의해 선보여 신 

세대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모자 

를 떼면 정장이 되고, 모자를 붙이면 캐주 

얼로 입을 수 있어 격식과 편안함을 흔합 

한 개념이다.

얼른 보면 영락없는 속옷인데도 티셔 

츠나 재킷을 걸치면 수퍼마켓에 갈 때 가 

벼운 외출복으로 대신할 수 있는 원마일 

속옷도 임프레션 • 비비안이 만들어 히트 

하고 있다.

가방업체들은 카트를 분리하면 배낭으 

로 사용할 수 있는 여행가방 카트백을 선 

보였다.

한불화장품의 최고 히트작인 바센 팩 

트 는 파운데이션과 파우더를 하나로 합 

쳤고 무스와 스프레이를 합병한 무스레이 , 

샴푸와 린스를 합친 랑데뷰 • 하나로 • 투 

웨이 샴푸도 같은 개념에 속한다. 가전제 

품에서는 TV와 비디오를 합친 삼성전자 

비디오비전이 인기몰이에 나섰고, 일본에 

서는 냉장고와 컴퓨터가 한 제품으로 나왔 

을 정도이다.

쿠키와 아이스크림을 합친 빙그레 쿠 

앤크 콘은 다소 이질적인 성분을 합쳐 히 

트했으며 초콜릿 • 비스킷을 결합한 롯데 

칙촉 • 해태 칩스칩스도 과자시장에서 돌 

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합병바람은 원래 음악에서 왔다. 

재즈와 클래식을 접목한 퓨전 （F니sion）' 
음악이 신세대들에게 새 장르로 파고 들면 

서 랩메탈 • 펑크록 • 하드코어 등 퓨전음 

악이 속속 등장해 음악판도를 뒤바꿔 놓았 

던 것. 신세대들의 이러한 취향에 착안한 

기업들이 여기에 맞춰 퓨전개념을 마케팅 

에 도입, 제품 기능 • 특성의 합병이 붐을 

이룬 것이다.

특허청, 도용 잦은 상표 78종 책으로 

발간

국내에서 제조•판매되는 위조상품에 

부착되는 유명 상표들을 모아 정리한 주 

로 도용되는 국내외 상표집 '98년판이 나 

왔다. 이 책자에는 미구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외국상표 72종과 국내상표 6종 등 

총 78종의 상표와 상표권자, 사용권자 지 

정상품이 일목요연하게 수록돼 있다. 또 

소비자를 위한 위조상품 식별 요령과 취급 

자에 대한 벌칙 등도 자세히 안내하고 있 

다. 수록된 위조상표를 국가별로 보면 미 

국이 24개로 가장 많고, 이탈리아와 프랑 

스가각 14개를 기록하고 있다.

특허청 조사과의 한 관계자는 단기 이 

익에 대한 유혹 때문에 의류, 가방, 지갑 

등에 대한 위조상표 부착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면서 "유명 상표에 대한 맹목적인 선 

호가 사라지지 않는 한 근절되기는 어려울 

것” 이라고 지적했다.

삼성항공, 디자인 콘테스트 개최

삼성항공이 미국 카메라시장을 개척하 

기 위해 독특한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 

다. 카메라 디자인 콘테스트를 통해 브랜 

드 이미지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첫대회의 

이름은 프로메테우스 콘테스트.

미국에서 내로라하는 13개 디자인대 

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모를 받았다. 1백 7명이 

참가했지만 해당대학 교수들이 추천해준 

36개 작품만 본선에 올렸다. 이중 1, 2, 3 

위를 뽑아 지난 4월 6일 1 만 달러, 7천 5 

백 달러, 5천 달러의 상금을 각각 전달했 

다. 여론선도층인 대학생을 활용해 브랜드 

를 알림으로써 매출을 늘리자는게 삼성항 

공의 대회 개최 취지. 앞으로 매년 행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회사관계자는 "디 

자인 콘테스트를 계기로 미국내 줌카메라 

시장점유율을 99년에 15%까지 끌어올려 

3위 업체로 자리매김할 계획” 이라고 밝혔 

다.

흥진크라운 등 64개사, 월드컵 유망 

업체선정

중소기업청이 월드컵 관련 유망 중소 

기업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양지사, 문화연필, 시즈, 홍진크라운 등 I

I 64개 업체이다• 이에 따라 월드컵유망 중 I 

소기업은 축구화를 생산하는 학산 등 지난 

해 선정된 30개 업체를 포함해 모두 94개 

업체로 늘어났다. 중기청은 이들 업체가 

중견 수출기업으로 성장해 월드컵 특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한다. 

특히 자금, 기술 디자인개발, 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각 지정업체가 상품을 

통해 국가이미지를 제고하도록 도울 예정 

이匚卜. 중기청은 2001년까지 매년 60~ 

70개 업체를 발굴해 월드컵 유망 중소기 

업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70년대 복고풍상품 뜬다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복고풍 제품이 

뜬다

의류와 액세서리, 화장품 가전제품등 i 

각종 소비용품 분야에서 과거 70년대를 | 

연상시키는 향수상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 

匚卜.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 

후 실질소득이 하락하면서 성장시대를 그 

리워하는 소비자 심리를 겨냥한 판촉전략 

인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플라자 분당점내 | 

가정용품과 인테리어 전문코너인 '홈데 

코' 에서 인기를 끄는 상품은 손뜨개질과 

다양한 제품 털실과 옛날 한복 치마장식 

에 쓰였던 반짝이 구슬 등을 이용한 손뜨 

개질 가방이나 머리끈, 모자 등이 1〜3만 

원대의 가격으로 팔리고 있다. 손뜨개질한 

휴대전화 케이스와 구슬동전가방 등도 신 

세대 여성들 사이에 인기이다.

서울시 도시살림 게임, 내년까지 제작

내가 꾸미는 서울의 모습은 과연 어떨 

까?

내년 초면 국내에서 처음으로 서울의 

실제 모습을 소재로 한 도시건설 컴퓨터 

게임이 등장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최근 

二’■ •' .

디차인 ■스

_________________ _ __________
industrial design/may»june/1998i



컴퓨터 게임을 통해 서울을 국내외에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버츄얼 서울 이라는 임 

시 이름이 붙은 이 게임의 개발은 게임제 

작 • 유통업체인 한겨레정보통신이 맡는 

다. 버츄얼 서울 은21세기에 세계경제 

의 중심이자 동북아시아의 국제거점도시 

가 된 서울의 도시살림을 아름답고 알뜰하 

게 꾸며가는 일종의 시뮬레이션 게임이다. 

문화 • 환경 • 복지와 첨단산업도시를 만 

드는 것이 서울경영의 목표이며, 사용자는 

이와 관련한 재정 지출과 수입, 치안 • 주 

택 • 교통 문제들의 갖가지 수치를 적절하 

게 관리 • 통제해야 한다. 서울시는 국내외 

외국인은 물론 서울을 잘 모르는 내국인에 

게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홍보용 도시 

건설게임의 개발은 최근 타이페이와 미국 

도시 등에서 하나의 흐름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1998 국제실내디자인 대상 수상

현재 （사）한국실내디자인학회 감사직 

을 겸직하고 있는 연세대 주거환경학과 이 

연숙 교수가 미국 실내디자인학회에서 주 

최한 1998 국제실내디자인학회 실내디자 

인대상을 수상했다. 이 수상작은 삼성복지 

재단이 21 세기 이상적인 보육시설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이교수에게 의뢰, 신축을 

앞둔 둔촌 삼성어린이집 이다• 이 작품에 

는 공간의 모든 물리적 특성이 아동의 발 

달학적 특성과 보육형태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야 한다는 이교수의 시각이 잘 담겨져 

있다. 이점 때문에 디자인이 단지 미학적 

조형성 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깊은 이 

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종합적 사고라 

는 인식을 새롭게 환기시켰다는 평을 받고 

있다.

'98 서울 국제캐릭터박람회 개최

21세기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그 영향 

력이 한층 커진 캐릭터의 모든 것을 살펴 

볼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캐릭터 전문 전시 

회가마련된匚卜. （주）한국PC통신과조선일 

보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98 서울국제 

캐릭터박람회가 오는 5월 30일 서울중소 

기업여의도종합전시장 제1전시장에서 펼 

쳐진다.

현재 한국의 이미지 를 주제로 작품 

을 접수 중이며, 지금까지 접수된 작품과 

추가접수된 작품들을 대상으로 1, 2차 심 

사 후에 수상자를 선발한다. 선정된 작품 

들은 박람회 기간 중에 전시되고, 동시에 

상품화 및 국제화 가능성도 타진하게 된 

다• 또한 이 기간동안 캐릭터의 발전 방향 ' 

과 마케팅을 중심으로 심포지엄도 열리게 । 

된다.

문의 : 025156698

디자인에이스 홍보카탈로그 제작

지방 최초의 공인산업 디자인전문회사 
인 디자인에이스는 창립 9주년을 즈음하 1 

여 홍보 카탈로그를 제작하였다. 이 카탈 । 

로그는 Human & Design' 이라는 디자 । 

인 컨셉으로 가장 인간의 마음에 가까운 ； 

디자인을 개발한다는 디자인 취지와 목적 i 
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 인간을 모티브로 । 

거기에 어울리는 카피와 이미지를 선정하 

여 산업디자인의 중요성을 인간의 각 신체 

기관의 중요성과 연관시켜 그 필요성과 중 

요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주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700-12

T이. 051555 0956〜8

Fax. 0515571680

디자인 문화실험실 홈페이지
서울대 시각디자인학과 김민수 교수가 !

，디자인 문화 실험실（℃l DESIGN CULTURE LAB），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김교수는 그간 축적 

해 온 지식과 정보를 디자인 분야와 디자 ; 

인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지원을 원하는 

타분야의 모든사람들에게 제공하고 함께 । 

토론하는 공개적인 가상공간의 역할을 위 
해 이 홈페이지를 개설한 것. DCL 홈페이 ! 

지에는 그동안 디자인문화실험실에서 진 ! 

행되었던 디자인 역사, 철학, 시각문화 비 ! 

평 및 이론과 실제 개발에 관한 다양한 정 I 
보들이 가득 게재되어 있다.

홈 페이지 http：/7dcl.snu.ac.kr

굿모닝 디지털 매뉴얼집 발간

96년 6월 창간호를 낸 이후 매주 16 
면에서12면씩발행,97년9월27일마지， 

막호를 발간했던 굿모닝 디지털의 매뉴얼 

집이 아트디렉터를 담당했던 디자인 중심 

홍동원 실장에 의해 발간되었다.

문의 : TeL 02 5624141

LG전자 디자인 입찰제 도입

LG전자는 최근 디자인 입찰제 를 도 1 

입했다. 디자인 입찰제란 제품의 디자인 । 

설정단계에서 소속 디자이너와 외주를 받 ! 

은 외부의 디자이너들이 일정기간 한 제품 

에 대한 디자인 작업을 하고 이 가운데 경 

쟁력 있는 디자인을 채택, 제품에 적용하 

는 제도이다. LG전자가 디자인 입찰제를 

도입한 것은 디자이너간의 경쟁심을 유발 

하고 디자인 선택의 폭을 넓혀 제품의 디 

자인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이다.

국제 문구지품전

홍콩무역진흥카운슬과 독일 메세 프랑 

크푸르트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제 문 

구지품전文心이 오는 io월 29일부터 

31일까지 홍콩 컨벤션센터（5晩 Convents 

&ExhmonGenter）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문구 

및 사무용품부문의 국제 교류가 이루어지 

는 장으로서 아시아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문의 • The Pen & Paper Trade Fair 

Messe FrankfurtH Ltd.

1809 China Resources Building 26 

Harbour Road Wanchai, Hong Kong 

Tel. +8522802 7728

Fax. +85225113466

E-mail: mfhkfair@netvigator. com

제8회 국제 프랑크푸르트 메세 

아시아개최

국제 소비재 무역박람회인 제8회 국제 

프랑크푸르트 메세 아시아가 오는 6월 24 

일에서 26일까지 도쿄 국제 전시장에서 

열린다. 이 박람회에서는 최근에 나온 도 

자기 , 세라믹과 유리제품들뿐만 아니라 가 

정용품 및 인테리어 가구류도 함께 소개된 

다.

문의: Infl Frankfurt Messe Asia

Messe Frankfurt GmbH, Ludwig-

Erhard-Anlage 1, D-60327

Frankfurt am Main, Germany

Tel. +4969 75756679

Fax. +4969 75756604

Messe Frankfurt K. K., The 2nd Kiya

Bldg., 4F.4-3-2, lidabashi, Chiyoda- 

Ku, Tokyo 102, Japan

Tel. +87 352752857

Fax. +81352752867

1998 월드스타 작품 공모

세계포장기구（the Wodd Packaging Organization|_ 

주최하는국제  포장재공모전인 월드스타 

전이 오는 8웰 31 일까지 작품접수를 받는 

다. 국내외 각종 포장관련 공모전에서 수 

상한 경력이 있는 작품에 한해 참가가 가 

능하며 신청서와 함께 작품설명서 및 컬러 

슬라이드를 제출하면 된다. 입상자 선정, 

발표는 오는 10월에 있을 예정이다.

문의: KIDP 국제협력팀

Tel. 02 7082051/2057

Fax. 0236725971

국제 아우디 디자인상 수상작 전시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인 아우디厶㈤ 

는 국제 아우디 디자인상' 수상작들을 人1| 
계적 규모의 산업전시회인 하노버 페어 

（H8MF*에 지난 4월 20일부터 25일까지 

선보였다. 1996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국제 아우디 디자인상은 보석류, 세라믹, 

패션, 텍스타일 디자인, 사진, 건축 등 각 

종 디자인 분야의 전공 학생, 및 신진 디자 

이너를 대상으로 하며, 1차예서는 디자인 

아이디어나 컨셉만을 접수받아 1차 심사 

를 통과한 출품작에 한해 총 150,000달 

러를 지원해 실제 작품을 만들도록 한다. 

이번 전시는 라이프 인 모션이 

라는 주제로 총 출품작 372점 중 우수디 

자인으로 罟힌 35점이 선보였다.

문의: international Audi Design Award 

AudiAG

Exhibition of award-winning entries at 

the Hanover Fair

Joachim Cordshagen 

Tel. +49841896340 

Fax. +498416370

1998 독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상

독일 노르드라인 베스트팔렌 디자인센 

터가 주관하는 독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상이 오는 6월 22일까지 작품접수를 받는 

다. 유럽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시각디자인 

상으로 꼽히는 이번 공모전은 독일디자이 

너협회“心。）, 독일그래픽 디자이너협회旧困, 

베를린 그래픽디자이너연합회伙孙와 디자 

인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대상에는 

20,000 마르크가 상금으로 주어진다. 디 

자인센터는 오는 12월에 특별전시회를 갖 

고 수상작들을 전시할 예정이다.

문의 •' German Prize for 

Communications Design 1998 

Design Zentrum Nordrhein Westfalen 

Ms. Katrin Heidbuchel

Tel. +49020130104 18

Fax. +4902013010440



Cl 자이 l A 디자인 개발지원의 지역거점 확보

蚯町 소식

KIDP는 3월 6일（금） 오후 4시, 부산 

시 상공회의소에서 부산 • 경남지역 소재 

기업의 디자인 개발지원을 담당하게 될 

영남지역분원 개원식을 가졌다.

이 날 개원식에는 KIDP 노장우 원장을 

비롯해 부산시 최인섭 부시장, 강병중 부 

산상공회의소 회장, 김경식 부산중기청장 

등 이 지역 중소기업 관련인사들이 참석했 

다.

KIDP 영남지역분원 은부산을포함 

한 영남지역 중소기업이 '산업디자인 • 포 

장기술개발사업 에 의거 제품디자인이나 

포장디자인 , 카탈로그 등의 시각디자인 개 

발을 신청하면 디자인개발비의 50%를 무 

상 지원해 준다. 또한 개발된 디자인의 제 

품화에 따른 금형비 등을 3억원 범위 내에 

서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연리 8%의 조 

건으로 융자해 주는 등 산업 디자인 신상품 

개발을 집중지원하게 된다. KIDP는 디자 

인의 지방확산을 위한 지역거점 1호인 영 

남지역분원 개원을 계기로 지역의 산업 

디자인진흥, 문화상품 개발 등 다양한 지 

역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홍길동 캐릭터 사업

KIDP와 공동으로 홍길동 캐릭터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장성군청은 2월 27일 

（금） 장성군청 대 강의실에서 홍길동 캐 

릭터 사업계획 설명회 를 개최했다.

1,000여 명의 군민과 디자인 관계자 

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설명회에서는 

홍길동 캐릭터 응용동작 10종과 각종 상 

품에 적용하기 위해 제작한 10종의 엠블 

렘이 전시되었다.

이번 장성군 홍길동 캐릭터 개발을 담 

당하고 있는 정연종씨（KIDP 캐릭터 개발 

책임연구원）는 "미국의 미키마우스의 자 

산가치가 54조 원이나 되고 한국의 둘리 

캐릭터도 1천억 원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 

다. 일본에도 우주소년 아톰과 같은 유명 

캐릭터들이 많아 이를 이용한 다양한 사업 

을 통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 

다”고 지적하고 다른 나라 캐릭터에 비해 

역사적 배경이나 의미, 이미지 등에서 전 

혀 뒤지지 않는 홍길동의 캐릭터화는 장성 

군에 커다란 부가가치를 안겨다 줄 것이 

라며 큰 기대와 자신감을 보였다.

장성군은 앞으로 홍길동 캐릭터 사업 

을 통해 지역 홍보와 이미지 제고는 물론 

지역 특산물과 문화상품의 판매 촉진, 지 

역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한 부가가치 창 

출로 재정자립도를 능동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KIDP는 장성군의 경우처럼 각 지역의 

디자인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지역발전지원팀을 신설하고 지역경제 활 

성화와 디자인의 지방 확산을 위해 노력하 

고 있다.

문의: KIDP 지역발전지원팀

Tel. 02 708 2062〜2065

Fax. 02 765 9679

'98 대구 디자인대회-“어울림'

KIDP와 대구광역시가 공동으로 주최 

하는 '98 대구 디자인대회-“어울림”이 대 

구문화예술회관 2층 전시실에서 지난 3월 

24일부터 12일간 개최, 산업디자인 개발 

신상품 및 '97 우수산업디자인상품전 수 

상품 등이 전시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또 

한 경영자, 초 • 중 • 고생 및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디자인 인식교육, 산업디자 

인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들도 함께 진행 

되었다. 한편, KIDP는 지방 산업디자인 종 

합행사의 명칭을「디자인 대회 어울림”」 

으로 확정하고 올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문의: KIDP 전시사업팀

Tel. 02 7082080/2071

Fax. 02741 1653

산업디자인개발지원사업 큰 성과 

거둬

KIDP가 중소기업의 제품 개발을 지원 

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이 디자인 지도를 통한 기업의 신 

상품 개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 

로나타났다.

이 사업에는 산업자원부에서 공인한 

산업 디자인전문회사와 대학의 산업 디자 

인과 교수 등 매년 4백여 명이 지도위원으 

로 참여하고 있다. 지원을 받은 업체는 94 

년부터 97년까지 모두 14,321개사로 이 

중 업체의 실태와 상품에 대한 현황을 진 

단해 주는 진단지원을 받은 업체 7,768개 

사를 제외한 1,808개사는 상품개발까지 

지원받아 상품화율이 67%에 이르고 있 

다. 특히, 성공사례로 분류된 업체 중 상위 

15개사의 평균 매출 신장률은 400%를 

웃돌고 있어 같은 기술력으로도 디자인력 

만 보충하면 매출신장에 높은 효과를 발휘 

한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한편 실패사례의 경우 조사 대상업체 

（제품 11개사, 시각•포장 11개사）의 

50%가 판로개척과 판촉활동의 어려움을 

호소해 홍보 및 판촉지원도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KIDP는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사업 실 

시 5년째를 맞아 올해부터는 수출 전략 상 

품을 집중적으로 발굴, 지원함으로써 제품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무역수지를 개선하 

여 궁극적으로는 경제불황을 타개해 나가 

는 '디자인드라이브 정책* 의 핵심전략으 

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와 관련해 컴퓨터 및 정보화기기, 안 

경테, 낚시대, 완구, 소형가전제품, 사무용 

품 등을 수출 전략 대상품목으로 정하고, 

벤처기업이나 수출유망품목 제조기업 , 중 

소기업 지원 관련기관이 추천한 유망중소 

기업, 전통문화나 식품을 상품화한 제조기 

업 ,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 

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개 

발에 드는 비용도 총 개발협약금액의 

50%선에서 제품과 환경디자인의 경우 5 

백만원, 시각과 포장디자인의 경우 3백만 

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제품과 

환경디자인의 경우 1천만원, 시각과 포장 

디자인은 5백만원까지 지원금을 대폭 상 

향조정했다.

KIDP, 인천부평구청과 중소기업 

지원 협약

KIDP와 인천부평구청은 부평구에 소 

재하는 중소기업의 디자인개발을 적극적 

으로 지원하기 위해 디자인개발지원 협약 

을 맺고 3월 16일 오후 3시 부평구청에서 

협약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에 따라 

부평구청은 KIDP와 공동으로 구내 약 천 

여 개 중소기업 가운데 개발환경, 지역경 

제 기여도, 개발효과 등을 고려해 5개 업 

체를 선정하고 제품디자인 개발을 재정적 , 

기술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했다. 총 개발 

비용 중 50%는 KIDP가, 30%는 부평구 

청이 지원하고, 나머지 20%만 해당업체 

에서 부담하면 된다. 지난해 4월 중소기업 

지원과를 신설한 부평구는 중소업체의 산 

업디자인 개발 지원을 위해 올해 약 1 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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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다.

'97 산업디자인기반기술사업 

중간평가 열려

97년 산업디자인기반기술사업에 대 

한 중간평가가 4월 2일부터 사흘간 KIDP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각 연구과제에 대한 

주관기관의 프리젠테이션과 이에 대한 평 

가위원들의 심의로 진행된 이번 중간평가 

회는 김종성 엘지화학 이사, 황동렬 예술 

의 전당 부장, 이승근 공인산업디자인전문 

회사협회 회장, 임병직 정책연구소 평가관 

리부 실장, 오근재 홍익대학교 광고디자인 

과 교수, 김혜옥 디자인커넥션 대표, 유영 

배 세종대 실내디자인과 교수, 박인석 월 

간디자인 편집주간, 정연종 죠이정인터내 

셔널 대표, 이순인 KIDP 진흥본부장이 평 

가위원으로 참석했다. 오는 9월에는 이들 

연구과제에 대한 세미나와 발표회가 개최 

되고, 이후 최종 보고人1 접수 및 심의가 이 

루어질 계획이다.

문화의 향기를 담은 문화마을 조성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독특한 문화적 

향기를 담은 문화마을이 강원도 화천군에 

조성된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마을 경관 

계획에 디자인 개념이 도입되는 이번 사업 

은 KIDP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 

역 발전 사업의 일환으로 라미환경미술연 

구원과 공동으로 진행된다.

이제까지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효율성 

만을 강조해 규격과 기준을 중시함으로써 

획일적인 도시경관을 만들어냈으며 지역 

적 특색과 주변 경관과의 조화는 무시되기 

일쑤였다. 그러나 교육 및 소득 수준의 향 

상과 함께 생활의식이나 가치관이 다양해 

지면서 이러한 몰개성적이고 규격화된 도 

시환경은 더 이상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화천군 문화마을 사업 

은 단순한 농촌마을 정비의 차원을 넘어서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살려 개성있고 쾌적 

한 거주환경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 지역의 

축제, 특산사업 등 소득원 개발을 통한 지 

역 경제 활성화 계획까지 포함해 종합적으 

로 추진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匚卜 특히 

개발 대상지인 화천군 사내지구는 주변에 

하천과 삼림, 계곡, 역사적 자원 등 귀중한 

경관자원이 산재하고 있고 교통도 편리해 

생활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거주공간뿐만 

아니라 매력있는 관광지구로 발전할 가능 

성이 충분하다

KIDP는 이 지역의 역사성과 특수성, 

자연환경 등을 고려해 개발 기본계획을 수 

립하고, 올 7월까지 라미환경미술연구원 

과 공동으로 건축물 및 부대시설, 공원 • 

녹지경관, 마을 안내체계, 시설물 색채 등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디자인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문의: KIDP 지역발전지원팀

Tel. 02 7082062/2064

Fax. 02 7659679

디자인경영 애로타개 상담회 실시

기업의 디자인경영을 돕기 위해 지난 

2월 9일 문을 연 디자인경영상담실이 4월 

10일（금） 디자인경영, 마케팅, 특허법률 

전문가 4명과 디자인개발에 관한 2명의 

디자인 경영상담팀을 위원으로 하여 종합 

상담회를 실시했다. 사상초유의 경제난 속 

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디자인 유관 

기업체나 기업의 경영자들이 위기를 극복 

할 수 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이번 상담회 

에서는 많은 중소기업경영자들이 참가해 

경영전반에 걸친 애로사항에 대하여 전문 

가들의 자문을 받았다.

KIDP 디자인경영 종합상담회는 9이년 

상반기 중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에 실시 

될 계획이며 원거리일 경우에는 서면상담 

도 가능하다. 상담은 무료이며 사안에 따 

라서는 실무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KIDP 디자인경영상담실은 종합상담회 이 

외에도 수시로 개별상담을 하고 있으며 지 

방에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상담활동을 

벌이고 있다.

상담신청: KIDP 디자인경영상담실

Tel. 02 708 2001 （디자인 핫라인）, 

02 7082165

Fax. 02 744 6867

'98 산업디자인기반기술사업 공고

（산업자원부）

지원분야

• 디자인조형 : 산업디자인의 조형 및 형태개발 

/색채적용 기술개발

• 디자인 경영 : 미래의 디자인 트렌드, 제품의

평가와 조형화를 위한 디자인 방법/ 기술개발

• 디자인 인간요소 : 인간/감성디자인 기반구 

축 및 적용기술 개발

• 컴퓨터 응용 : 컴퓨터 응용디자인 적용기술 

개발

•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 시각, 정보를 이용한 

디자인 적용 기술 개발

• 디자인 환경: 환경디자인 기술 개발

• 디자인 산업 진흥 : 효율적인 산업디자인 진 

흥 조직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대상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대학, 산업대학, 전 

문대학, 기술대학 둥）

• 국 • 공립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

• 산업자원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산업디자 

인관련 민간단체

• 기타 산업디자인진흥법령상 연구 및 진흥사 

업에 참여할수 있는기관 및 단체

지원방법 및 절차

• 산업디자인 기반기술사업신청겨I획）서를 

KIDP에 '98. 5.30일까지 제출

• KIDP는 신청된 사업신청（계획）서를 개발사 

업평가위원회의 심의 • 평가를 거쳐 각 과제 

별 사업주관기관을 선정한 후 '98. 7. 30일까 

지 산업자원부에 제출

• 과제별 사업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산 

업자원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수행

• 사업주관기관은 개발이 완료된 후 2개월 이 

내에 개발결과보고서를 KIDP에 제출하고 

KIDP는 이를 심의 •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산 

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

• 사업기간: 2년 이내

• 지원규모: 10억원

• 1 개 과제당 총사업비의 2/3까지 지원하되 최 

대 1.2 억원까지 지원

접수 및 문의허

• KIDP 조사연구팀

Tel. 02 708 2090〜1

Fax. 02 7082161

공인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문의 : KIDP 디자인사업지원팀

담당자 : 함병필 대리

Tel. 02 7082027

Fax. 02 741 1654

e-mail ： astroboy@mail.kidp.or.kr

등록디자이너 신청

문의 : KIDP 디자인사업지원팀

담당자:정철현

Tel. 02 708 2029

Fax. 02741 1654

e-mail: medrop@ mail.kidp.or.kr

KIDP 전시관 대관안내

대상: 산업디자인 및 각종 관련 분야 전시회, 

졸업작품전,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등

위치 : 대학로 입구 KIDP 전시관2・3층 

규 모 : 60평〜660평

대관료 : 1 일 평당 4,000원（부가세 별도） 

계약금 : 각종 사용료의 40%

문의: KIDP 관리지원팀

Tel. 02-708-2167/2034

Fax. 02-745-5519

사진촬영서비스

IMF시대를 맞아 KIDP 사진실에서는 정보 

회원들을 대상으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사진 

촬영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사진촬영료

구분 사이즈 가격

카탈로그 제작용 4"x5" 100,000
단순 사진촬영 120mm 30,000

135mm 20,000
복사 4"x5" 40,000
사진촬영 120mm 20,000

135mm 5,000

（단, 5컷 이상 촬영시）

문의: KIDP 사진실

Tel. 02 7082127/2129

Fax. 02 765 9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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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십시오. DIGITAL

UNIX와 Windows NT를 동시에 지원하는 디지탈

퍼스널 워크스테이션 au 시리즈 지금은UNIX를

필요로 하지만 가까운 미래에 Windows NT로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Windows NT용

하드웨어를 따로 구입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디지탈 퍼스널 워크스테이션

au시리즈를 UNIX로 사용하시

다가 필요한 시기에 Windows

NT를설치만하면 되기 때문이죠.

알파칩이 제공하는 500MHz의

최고 속도로 당신을 감동시킬

세계 유일의 RISC 퍼스널 워크

스테이션-저렴한 가격, 유지비용

절감, 투자비용 절감으로 어떤

전화 3771-2738 또는 3771-2899로

연락 바랍니다. 디지탈, 어떤 컴퓨터

환경에서도

한국디지탈 이퀴프먼트 주식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3 보람증권빌딩 11〜14층 (우) 150-010
대표전화: 3771-27기 또는 080~761~616[ FAX： 3771-2765
제품문의 : 3771-2899,2738 한국디지탈 인터넷 (http://www.digital.co.kr/)

워코스이이선에 디한

당신의 골칫거리 #31：

Windows NTDIXI 지원하는

UNIX 워코스HI이신은 없올까?

프로세서

Alpha 21164 - 433MHz. 5OOMHz.

600MHz

Whatever it takes, w

슬롯

5PCI(2 64bUPa, 3 PCI/ISA)

그래픽

DIGWAL PuuyrStumi 一犯 Graphic

최대 메모리

1.5 GB ECCSDRAM(2MB cache)

皿即M

워크스테이션과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디지탈퍼스널 워크스테이션에 대한제품문의는

http://www.digital.co.kr/


KODAS
In the current economic climate, producing quality design is more important than ever. By understanding, our clients' needs, we are 
developed exceptional working relationships based on cooperation, flexibility and enthusiasm. The allied to the application of focused 
creative f/are, has proved to be an ideal recipe for successful design. Creative solutions accurately targeted. 丁e/：585-8936/7 Fax:585-89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