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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자이빠로二

디'자인, 거리의 시민운동으로

윤호口］ 조선일보 출판국 부국장 겸 FEEL편집장

尸、 래 전부터 나에게 꿈이 하나 있었 

O 다. 길거 리 포장마차나 붕어 빵 장사 
—1*의 알록달록한 파라솔 색깔을 통일 

시키고 시장바닥의 그 황당한 플라스틱 그릇들 

의 색을 바꾸는, 다분히 사회운동같은 일을 하 

고 싶다는 꿈이었다. 언젠가는 파라솔 만드는 

공장을 찾아나서고 플라스틱 회사를 방문할 것 

이라는 구체적 사업계획도 공상■空想처럼 펼치곤 

했다. 마음에 안든다고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조그만 일에서부터, 그리고 나부터 행 

동에 나서 겠다는 다짐도 해봤다.

선진국의 아름다운 환경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하면서 비교하는 것이 버릇처럼 됐 

다. 그리고 그 때마다 절망하고, 좀 고쳐볼 수 

없을까 가슴을 애태웠던 경험을 아마 많은 이 

들이 했을 것이다.

남프랑스의 유명한 니스 해변을 방문했을 

때 내가 놀란건 두 가지 였다. 첫째 해변의 모래 

가 우리같지 않고 검은 자갈이였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해변에 빽빽히 놓여진 파라솔의 

아름다운 색조화였다. 수백개의 파라솔이 똑 

같은 색으로그해는코발트였다 깨끗하게 줄을 맞추어 

마치 매스 게임을 하듯 질서 정연하게 놓여 있고 

그 밑으로 하얀색 일광욕 침대가 그림처럼 자 

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엉성한 해변을 이렇게 

아름답게 환상의 바닷가로 만들 수 있구나 감 

탄하면서 들어가 자리를 잡으려고 하니 여기 

저기 주인이 다른 음료코너가 이들을 관리하고 

있었다. 여러 상점들이 영업하지만 이렇게 똑 

같은 색과 조화로운 배치로 전체를 '구성 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무도 튀지 않았다. 각기 파라 

솔과 침대 모양이 조금씩 달랐고 매트 생김새 

도 제각각이었지만 색깔을 통일하고 배치방법 

이 같으니 마치 이 바닷가 전체가 하나의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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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보여진 것이다

유럽의 아름답다는 산골마을들도 마찬가지 

다. 그림같은 집들의 창문틀은 마을마다 다 똑 

같은 색이요, 지붕도 재료에 관계없이 거의 같 

은 톤이다. 파리에선 아파트의 채양막까지도 

집집마다 똑같이 한다. 개성과 자유를 목숨보 

다 더 귀중히 지키는 유럽인들, 그러나 길거리 

단장에선 완전한 독재체제하에 살고 있다. 마 

음대로, 멋대로 할수 있는 것이 없다. 남과의 

조화를 위해, 전체적인 디자인을 위해선 개인 

의 주장을 죽이고 질서에 순종하는 것을 그들 

은 공중문화 라고 표현한다. 바로 민주주의의 

바탕이 라는 설명 이다.

오늘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디자인 마 

인드의 아름다운 도시들을 구경하고 싶어하고 

잊지못해 한다. 사실 우리가 부러워하는 관광 

도시 또는 세계적인 도시들이란 하나같이 이런 

디자인적 인 받침 대가 튼튼한 곳들이 다.

그것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한 사람의 뛰어난 디자이너나 정치가가 

나서서 되는 것도 아니다. 아름다운 환경을 위 

해 오랜 시간 수 많은 전문가들의 노력과 시민 

의 협조가 이어져 온 디자인 결실' 인 것이다.

기자생활 30년 만에 처음으로 해외연수 특 

혜 를 얻어 나는 작년 한 해를 고스란히 영국 

런던의 한 예술학교에서 유럽도시들의 디자인 

역사를 훑어보면서 지 냈다.

그동안 막연히 품어왔던 디자인에 대한 나 

의 소박한 꿈들이 이 1년 동안 유럽의 앞서가 

는 도시들을 들여다보면서 더욱 다급하게 우리 

의 현실로 다가왔다. 우리도 한 번 만들어 볼 

수 없을까?' 이상적인 디자인 도시에 대한 꿈 

이, 이제 더 늦기전에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 

무감같은 것으로 나를 짓누르기 시작했다.

거리의 한귀퉁이 파라솔 하나 조화롭게 옮 

겨놓는데서부터 우리 환경에 대한 디자인 시민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큰소리로 주장하고 싶 

어졌다.

전문 디자이너들의 창조적인 작업과 함께 

무엇보다도 일반 시민들의 협조, 디자인 마인 

드가 오늘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다. 마음에 

안드는 볼썽 사나운 환경, 어딘지 외국제 에 

뒤떨어지는 경쟁력없는 물건들을 대하면서 사 

실 우리는 불평을 늘어놓는데 지쳐있다. 어떻 

게보면 무관심하게 포기하고 외면해왔다고도 

할 수 있다. 멀리서 흉을 볼 것이 아니라 스스 

로 나서 야 한다고 유럽 의 사회 운동가들은 디자 

인 민주화운동을 강조해 왔다.

대망의 2002년 월드컵에 대해 나는 솔직히 

공포를 느낀다. 일본과 나란히 공동주최한다 

는 것이 특히 그렇다. 2, 3백년 전부터 유럽에 

영향력을뻗쳐 '일본디자인 을새겨온그들과 

이웃해서 우리는과연 세계 방문객들에게 어떤 

인상을 안겨줄 것인가? 정말로 멋진 한국의 이 

미지를 심기 좋은 기회인데…. 한편으로는 대 

단한 도전을 느껴 의욕이 솟지만, 그러나 한편 

에선 조마조마하다. 아쉽게 놓쳐버릴까봐 미 

리 겁부터 나는 것이 사실이다.

그나마 디자인이라든가 환경이라는 말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적지않은데, 지금이 바로 

우리가거리로 나서야할 때가 아닐까? '행동 

하는 디자인 이란 단체 이름까지 지어보며 뜻 

이 맞는 몇이서 우선 길거리 시장바닥부터 중 

소기업의 열악한 상품에 '우리 의 감각과 안 

목을 불어넣어 디자인 운동을 벌이겠다는 꿈 

을 꾸어왔는데, 요즘은 이것이 나의 행동구호 

가 되었다. 한국인 모두에 게 절실한 사항이 아 

닐수 없다. kidp

디자인 프餐로그 industrial design/march»april/1998



21세기 디자인을 위한준비

. ] 자인은 경기가호황일 때는 정상적 

으로 기업의 매출증대에 기여하고 
| 불황일 때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 

여 불황을 탈출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 

다. 그렇다면 오늘날과 같은 경제위기를 풀어 

나가기 위해 디자인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 

는 것일까요?10% 내외의 높은 경제성장률 

을 자랑하던 우리 나라가 느닷없이 IMF로부 

터 구제금융을 받는 나라로 전락하게 된 근본 

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금융과 외환 정책의 파동으로 우리 나라 경 

제가벼랑끝위기에 몰리고 대외 신인도의 붕 

괴로 대외거 래가 마비된 것은 사실상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그 결과요, 현상일 뿐입니다.

위기의 근본 원인은 피부병과 같은 외채관 

리 무능력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심각한내과 

적 진단을통하여 우리 경제의 구조적 경쟁력 

결함을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세계시장을 무대로 펼쳐지는 기업과 국가 

간의 끝없는 경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 

다.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잠시만 게을리 해 

도 여지없이 경쟁에서 뒤쳐지고 영원히 만회 

할 수 없이 격차가 벌어지기 마련인 것이 오 

늘의 냉엄한국제경쟁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과거에 거둔 작은 성 

공에 안주함으로써 대도약의 잠재력을 극대 

화시키지 못했고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방 

법론에도 반성할 점이 많습니다. 자체 자금조 

달 능력이 미흡한 채 차입경영에 의존한 기업 

의 방만한 사업확장은 빈혈증세를 일으켰고 

지금까지 우리가 시도해 왔던 경쟁력 강화정 

책에서 기술 과 디자인 이라는 두 가지 핵 

심요소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없었던 것도 결 

정적인 실패로 분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상품경쟁력의 핵심 축인 기술 개발 과 디자 

인 개발 이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 중에서 오 

직 '기술 이라는왼쪽수레바퀴만을돌리고 

디자인 이라는 오른쪽 수레바퀴를 돌리지 

않아 수출경쟁력은 정체 속에서 맴돌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 결과 일부 품목은 선진국과 겨룰 수 있 

는 기술력을 보유하게 되었지만 전반적으로 

는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는데 실패하고 말 

았습니다.

더구나 우리 나라가 승부를 걸어야 하는 

시장은 결국 선진국형 시장인데 디자인이 상 

대적으로 뒤쳐진 상품으로는 기존시장을 파 

고 들어가거나 신 시장을 개척할 수 없어 우 

리 나라의 훌륭한 기술•기능제품들이 안타깝 

게도 재고로 쌓이며 경영 악화를 자초하는 원 

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디자인 에 대한 낙 

망을 열망으로 바꾸어 디자인 혁명을 일으킨 

다면 IMF 위기를 단기간에 극복하는 것은 물 

론 희망찬 업 싸이징Seizing과 기업성장의 에 

너지가 되어 재도약의 길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디자인 을 경제회생 정책의 핵심전략으로 

채택하고 디자인 개발에 과감한 투자를 촉진 

하는 시책을 실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IMF의 조기 졸업은 물론 21세기 한국 디자 

인을준비하며 세계 디자인을 이끌어 갈 역량 

을 키워나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 같은 21세기 디자인 준비를 위해 한국 

산업디자인진흥원kidp은 98년도에 다음과 같 

은6개 전략사업을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수출산업에 대한 디자인전략 지원사업입 

니다

지금까지도 디자인 지도사업을 꾸준히 전 

개하여 왔지만 IMF의 깊은 수렁을 빠져나오 

기 위한 국가 전략차원에서 수출상품에 대한 

집중적인 디자인 지도사업을 전개할 계획입 

니다. 따라서 지도대상 업체 선정에서부터 수 

출산업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우수 지도위 

원을 배정하는 한편 지원규모의 한도도 높여 

나갈것입니다.

디자인 전략지원센터는 바로 수출산업 중 

심의 지도사업을 관리하게 되며 디자인 핫라 

인과 상담실을 연결하여 디자인 경영관련 모 

든 지원을 전화 한 통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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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를 향한 한국의 디자인 혁신운동은 흔들리는 한국경제를 되살려내는 것은 물론 한 

국 고유의 디 자인 이 전 세 계 디 자인 문화를 선 도하고 동양과 서 양이 한데 어 울림 으로써 인 

류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이는 '코리아 디자인 의 시대를 열게 될 것입니다.

록 서비스체제를 완비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우수 디자이너를 양성하기 위한 디자인 교 

육연수사업을 우리 경제 실정에 부합하도록 

교과과정을 마련하고 점차 확대해 나갈 것입 

니다.

기존 디자이너에 대한 재교육 과정을 전략 

목표에 맞추어 확대하고 잠재 디자이너 발굴, 

육성 교육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특 

히 디자인 대학원 교육의 새로운 전형이 된 

국제산업디자인대학원ms은 3년차를 맞이 

하여 완벽한 커리큘럼과 교수진 및 교육기자 

재를 확보하여 명실공히 세계 일류 디자인 학 

교로 도약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셋째, 디자인전문회사의육성지원사업  입니다.

IMF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디자인 전략지 

도사업을 전문회사 주축으로 시행할 것입니 

다. 디자인 수준의 향상으로 상품화 성공률을 

높이고 아울러 디자인료의 점진적 정착, 공기 

관 디자인 사업수요의 확대, 벤처기 업과 연계 

된 디자인 사업개발등을통해 전문회사의 사 

업영역을 활발하게 넓혀 나갈 것입니다.

넷现 디자인 연구개발 기능의 강화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진흥정책이 필요로 한 시기 

입니다. 따라서 KIDP는 디자인 R&D를 통 

한 디자인 기술을 집중 연구•개발하여 디자 

이너들이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개발기 

술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98년에는 연구•개발의 필요성과 과제, 애 

로기술 등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중장기 과 

제로 선정할 것이며 그에 적합한 석 •박사급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99년에는 디자인개발 

연구소를 발족, 그 동안 만족스럽지 못했던 

우리 나라 디자인계의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 

해나갈 것입니다.

다섯째, 지방 자치단체의 산업디자인 발전지원 

사업입니다.

각 지역경제의 발전을 주도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산업디자인 종합발전계획을 공동으 

로 수립하고 진흥원은 산업디자인 전담 지도 

기관으로서 분야별 전문가 그룹을 동원하여 

사업수행을 완벽하게 지원할 것입니다.

98년도에는 각 자치단체와 산업디자인 발 

전 공동 협약서를 조인하고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협의 및 우선 사업에 대한 시행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2000년 세계그래픽디자인대회8GRADA 

및 2007년 세계디자인총회/CS/D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우리 나라 디자인이 선진대열에 진입하는 

데 지렛대 역할을 할 양대 대회를 완벽하게 

치뤄내기 위해 정부•학계•업계•협회가 모두 

힘을 합하고 '어울려 행사를 준비해 나갈 것 

입니다. 정부는 물론 학계•업계•협회의 모든 

디자이너들이 총망라된 세계어울림 디자인대 

회 추진운영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연차별 사 

업추진을 위해 각 사업별 실무추진기획단도 

별도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전문가들을 중 

심으로 계획 수립과 추진에 철저를 기해 20 

세기말과 21세기초에 개최될 양대 국제대회 

를 훌륭하게 치루어 낼 수 있도록 준비해 나 

갈것입니다.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이 '생산기술 제 

일시대를 열었다면 19세기 독일의 바우하우 

스 운동은 디자인 제일시대를열었습니다. 

21세기를 향한 한국의 디자인 혁신운동은 흔 

들리는 한국경제를 되살려내는 것은 물론 한 

국고유의 디자인이 전 세계 디자인문화를 선 

도하고 동양과 서양이 한데 어울림으로써 인 

류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이는 코리아 디자 

인 의 시대를 열게 될 것입니다.

한국산업디자인진홍원원장 노 장 우

對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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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MOS한국공인산업디자인전문회사협회

회장이 승근

■ ■■ r 사태를 통해 우리는 한국 경제에 대해 참된 많은 것을 배 

I lyl L 우」丄 있습니다. 모두皆 기본 원리에 충실하시 봇했고「丄 

llvll 에 따라한국경제를구성하는 기업 하나하나의 경쟁력이 

약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경쟁력은 매출액이 아니라 이익률로 나타나 

고, 기업의 자본율은 총자산이 아니라 자기자본율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 

리 모두가 알게된 이론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이러한 이론에 충실해서 

는 기업을 영유할 수 없음이 우리의 현실이었지만, 이제는 기업 내부에 

서 경쟁요소, 즉 핵심역량을 갖추어 세계 수준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길 

만이 IMF 시대를 극복하는 방법이라할수있습니다.

80년도 후반에서부터 산업디자인 수요에 부응, 디자인 공급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디자인 전문회사들은 격동하는 오늘날 상황에 이 

르기까지 여러 난관을 하루하루 헤쳐나가야 할 어려움과 더불어, 외부로 

는 연일 기업의 생존을 위해 원자재비와 인건비는 물론 일반관리비, 교 

육훈련비, 연구개발비, 광고홍보비, 영업비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삭감하 

며 초긴축을 하고 있는 보도를 접하면 디자인 시장이 위축되어지는 상황 

에 무거운 어깨가 더욱 가중되는 심정으로 또 다른 내일을 기대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앞날을 예측할수 없는 경제불황 일수록 절약과 투자의 구별을 현명하 

게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모성 투자 부분은 경쟁력 향상에 별 도 

움이 안되는 항목이지만, 보다 더 투자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경쟁력 향 

상에 직결되는 항목으로 사업을 전문화하고 이 부분에 집중투자하는 것 

은 기업 전략으로 인식되어야할 점임을 감안할 때 김대중 대통령과 더불 

어 향후 새 정부의 5년간 펼쳐나갈 국정의 골간과 방향성으로 제시한 1 

백대 과제에 산업디자인이 포함된 점에 큰 기대를 걸어보며, 위정자에게 

오늘 과오를 발판으로 보다 나은 내일을 기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 

기를 바라며, 우리 협회의 무인년 활동 계획을 아래와 같이 Jump, 

Unity, Manifold, Profit의 *JUMP 98* 이라는 키워드로 시작코자 합니 

다.

98년도 （사）한국공인산업디자인전문회사협회 활동을 종합해보면 외 

면적 활동보다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사업에 치중하고자 합니다. 예년 

에 비해 회원사의 적극적 이고 자발적 인 참여를 바탕으로한 조직화, 체 계 

화되어진협회를 구심점으로 하여 국내 산업기반에서의중요역할을 담 

당 • 추진하는 디자인 산업을 21세기의 핵심 산업으로 인식할수 있도록 

협회의 위상 정립에 모든 힘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제품차별화 및 고부가가치로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으 

로서의 디자인 산업은, 이제 국가 경제에 있어 없어서는 안될 핵심사업 

으로 인식을 같이해야 합니다. 또한 디자인의 발전없이는 국내 수출 품 

목을 대표하는 자동차, 가전, 섬유산업 등 그 어떤 산업에서도 세계 일류 

국가로 도약할 수 없으며, 치열한 국가 경제 전쟁에서 생존하고 선진국 

으로 재 진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지도 모릅 

니다.

따라서 디자인은 21세기의 현대 산업사회와 떨어져서 공존할 수 없습 

니다. 현실적으로 직시할 때 디자인 산업이 취약한 것은 전체 산업 발전 

에서 균등하게 분배받지 못한 데에 기인하지만, 결과적으로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디자인 산업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국정과제로서 디자 

인 정책과 더불어 디자이너에게 위임된 역할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 할

8
industrial design/march• apri1/1998 JUMP 98 - 한국공인산업 디자인전문회사협회



외면적 활동보다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사업에 치중하고자 합니다. 예년에 비해 회원사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한 조직화, 체계화되어진 협회를 구심점으로 하여 국내 산업기 반에서의 중요 역할을 담당 •추진하는 

디자인 산업을 21세기의 핵심 산업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협회의 위상 정립에 모든 힘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수 있습니다. 이제 디자인은 관련산업에 부수적으로 동반되는 것이 아니 

라 필연적 핵심요소라고 인식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디자인 관련 단체 

들은 이제까지의 소극적 친목 활동과는 다른 사회운동을 일으켜야 할 때 

라고 생각됩니다. 디자인 성공은 미래의 성공이며, 디자인 실패는 미래 

의 실패라는 인식으로 한 나라의 핵심산업정책으로까지 올려 놓기 위해 

서 종력을 기울여야 하며, 디자인 사회 안에서는 이러한 의식의 흐름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갖고 있는 한국인의 기질과 특성을 살리 

고 경제의 현실을 직시하여 많은 자본과 장기간의 투자가 요구되는 국 

가 장래를 위한 첨단기술의 개발과 더불어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질이 중 

시되는 디자인 산업에 노력을 집중시킨다면 국가 경쟁력이 배가되는 효 

율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산업디자인 능력은 곧 기술이 

며, 굿 디자인은 자본이고, 디자이너는 훌륭한 산업 자원이라고 확대 해 

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지금 때맞춰 일고 있는 IMF한파에서 탈출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kidp

• JUMP제2의도악

1 •회원사 확대

회장단 및 이사진을 중심으로 미신고한 디자인전문회사와 신고된 전문회사의 협회 가입 독려로 회 

원사 배가운동 전개

2 . 회원사 질적 관리 시스템 구축

협회 조직체계 강화 및 전자 통신망 개설PC 릉신 및 E-mad &용, 협회 사무국 활동 본격화

3 •협회의위상정립

4 •협회 CI 개정

협회의 새로운 로고, 심벌로 이미지 표출을 위한 CI 제작

5 •회원사의 권익보호 및 관리

6. 정보지News Letter 발간/ 각종 정보의 신속한 전달

. 내외협력체제확립

1. 한국디자인법인단체총연합회와의 유대관계 강화

2.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 체제 구축

3. 분과별 Consensus 유도

• Manif이d사업의다양화

1.2000년 icograda 총회 및 20()1 년 ICSID 총회 준비 및 참여

2. 산업디자인종합진흥계획 제안 및 적극 대처

• 중소기업에 대한 디자인 개발지원 강화 부문

• 디자인벤처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방안 강구 부문

• 환경 , 색채, 감성, 인간공학 등 디자인 기반기술 개발, 활용 부문

• 국내외 디자인 관련정보 제공을 위한 디자인 정보화 사업 및 인프라 구축 부문

• 산업디자인전문인력淞부문

3• 디자인전문회사 디자인센서스

• 협회 회원사를 포함한 모든 디자인관련 업체 파악

• 회원사의 질적, 양적 관리시스템의 기초자료로 활용

• 회원사, 미가입 전문회사, 비전문회사 전체에 대한 자료 축적 및 보완

4. 전문회사 등록신고시 협회의 추천서 발급

전문회사로서 본 협회의 일정수준 유지 및 이미지 관리를 위한 심의기능으로 활용

5. 디자인센터 건립관련 전문회사 의견 개진

6. 지도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산업 디자인진홍원 사업의 개선을 위한 적극 개입

7. 산업디자인진홍정책의 객관적 수립 강력 요구

8. 디자인산업 정보관리 등 기초작업 착수

9. 디자인관련 심사, 자문, 평가위원 등 회원사 참여 확대

• Profit 수익사업

1.98 산업기반기술사업 협회의 컨소시엄 형성

2.98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수주 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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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지적이 도약을 준비하는 재출발의 기회로
if국산업디자이너협회

회장 김철호

o 년을 맞이하여 산업디자인 각계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는 여 
Ux 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기원하며, 또한 

V。여러분께서 하시는 일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 

원합니다. 우선 본인은우리 나라가처하고 있는 경제 • 산업의 전반적인 

위기상황을 산업디자인 분야의 선택적이고 전략적인 역할 전개를 통하 

여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여 러분과 함께 공감하고자 합니다.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는 오는 99년 세계 실무 디자이너들이 디자인 

개발 역량을 가늠하고 창의적인 문제해결 과정을 탐색해 나가는 

Interdesigns 1999' 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1 ICSID 서 

울 총회 를 한국산업 디자인진흥원과 함께 공동으로 주관해 나가야 하는 

막중한 사업을 앞두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는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 

고 있는 회원 디자이너와 유관단체 및 법인 회원들이 본 협회의 사업 목 

표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최근 겪고 있는 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새로운 차원의 결속과 협력,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 여 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라고 생각합니 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 산업디자인계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될 

중요한 행사를 맡고 있는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가 98년 중점적으로 추 

진해야 할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99년 Interdesigns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치밀한 계획의 수립 

과 기반의 구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1 ICSID 서울 총회의 전초전 

이기도 한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한국산업디자이너 

협회 회원은 물론 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 

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의 다양한 아이디어 수렴을 통한 창의 

적인계획의수립과각단체의 역량에맞는 역할분담,그리고 이에따른 

체계적이며 치밀한 행사의 준비가 선결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한국을 대표하는 민간 산업디자인 단체로서 국제 디자인 

단체와의 교류활동을 강화하여 세계 디자인계에서 한국 디자인의 입지 

를 넓히는 것입니다. 그 일례로 일본산업디자인협회.A, 중국산업디자 

인협회cida와의 협력관계 증진을도모하는 디자인 공동사업을 펼쳐나가 

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미 성공적인 디자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양 

국과 정보교류 및 디자인 공동개발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하여 극 

동 삼국의 산업디자인 발전을 시범적인 모델로 제시하고자 하는 취지 

입니다.

국내의 대내적 활동이 중심이 될 세번째 사업은, 한국산업디자인진 

흥원, 한국디자인법 인단체총연합회 산하 디자인 단체와의 시너지를 통 

한 디자인 분야의 위상 제고를 도모하는 활동의 전개가 되 겠습니다. 예 

를 들면 뜻하지 않은 IMF의 한파 속에서 온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현 

상황은 자칫 디자인계의 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 

인계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범 디자인계의 어울림장을 마련하여 디자인 

계의 응집된 힘으로 작금의 국가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는 활동과 같은 

것입니다.

네번째 사업으로는, 전임 부수언 회장 이하 운영위원들의 헌신적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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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designs 1999*, *2001 ICSID 서울 총회: 이는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 디자이너와 유관단체 및 법인 

회원들이 본 협회의 사업 목표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최근 겪고 있는 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새로운 차원의 결속과 협력 ,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노력 속에서 제정된 한국산업디자인상을 질적으로 한 단계 향상된 프로 

그램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입니다. 폭넓은 기업참여의 확대는 물론 선 

정된 우수디자인의 국제적인 홍보를 통하여 수출의 활성화 등 기업에 구 

체적인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협회의 내실 도모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다섯번째 사업은 우선 법인회원 가입의 확대를 통하여 협회의 건실한 재 

정을 구축하고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 입니다. 또한 협회 

는 회원에 게 실질적 인 혜택을 보장하고 회원은 협회에 대한 의무를 다하 

는 상호 책임제를 운영한다는 의미에서 본 협회 사업분과를 중심으로 각 

회원에게 실질적인 득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이 가운데는 지방회원과 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교류활동 계획도 수반될 

것입니다.

여섯번째 사업으로는 본 협회의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이는 정보화 

시대에 발 맞추고, 협회 회원에게 질 높은 디자인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 

기 위한 것입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금년부터라도 본 협회의 홈페이지 

가 가동될 경우 전세계 산업디자인 분야와의 활발한 디자인 정보 교류 

및 홍보는 물론 협회 발전의 근간이 될 디자인 정보 데이터 베이스 구축 

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전반적인 여건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기회를 한국 산업디자인계의 질적인 도약을 준비 

하는 재출발의 기회로 삼고 정진하는 해로서 마음의 준비를 한다면 오히 

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땀과 

노력이 꽃을 피워 세계 속에서 인정받는 디자인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 

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대하면서, 그날까지 모두 힘을 합쳐 도전하고 정 

진하여 밝은 미소를 지을 수 있는 무인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ki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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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

회장 김광현

o 년을 맞아 시각디자인을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과 모든 디자이 
IX너들에게 먼저 인사를 올립니다. 본인은국내 최대 규모의 디 

V。자인 단체인 VIDAK의 회장으로서 본 협회가 한국시각디자 

인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더군다나 

국내 경제가 최악의 상황인 요즘, 중압감이 더욱 저의 어깨를 누르고 있 

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머뭇거리거나 주저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 

다.

VIDAK이 창립된 지 5년째로 접어들고 본인이 차기회장으로 당선된 

지 2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짧다면 짧은 기간이지만그간여러 가지 협 

회사업과 대외홍보를 위해 미력하나마 힘을 보탰습니다. 이제 회장■으로 

취임하여 정말 어려운 시기인 98년부터 2년 동안사업을 전개하면서, 어 

려움을 딛고 VIDAK의 새 비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노력할 것 

을 다짐해 봅니다. 한 세기의 끝 모퉁이에서 시각디자이너들이 감당해 

야 할시대적, 국가적 몫은 정말크고 방대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사명 

을 철저히 수행하기 위한 시각디자이너의 실존성 역시 큰 가치를 갖는 

시기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현대에 있어 시각디자인의 역할은 문화와 산업의 합성은 물론 경제와 

직결되어 국가이윤을 창출해 내는 촉매제 , 바로 그것이 되었습니다. 그렇 

기 때문에 큰 의미로서의 '국가이윤창출 과 작은 의미로서의 기업이윤창 

조 의 중요한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기를 맞으려는 이 때 앞으로 

시각디자인의 전망과 가치는 더욱 밝고 소중한 것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에 따라 자연히 시각디자이너들의 역할은 점차 중요시되고 또한 무한한 

창의력이 요구됩니다. 시각디자이너들은 '이끼가 끼지 않는 구르는 돌 처 

럼 부단히 노력하고 또한 창의성을 위한 아이디어 창출에 노력해야 할 것 

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본인은 본 협회 및 한국 시각디자인계의 발전을 위 

해 올 한해 동안 다음과 같은 사업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1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각디자이너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 증대

시각디자인이 여러 디자인 범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함을 많은 이 

들에게 주지시킴과 동시에 시각디자이너의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 

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각디자이너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증대되고, 또 한편 사회와 기업의 이윤창출을 위한 기여 

를 할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2. 자율성을 부여하고 효용성을 가진 사업의 추진

각분과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효용성이 

높은 사업 추진에는 지원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분과 

사업은 기획 및 정책부서에서 사업 계획을검토하고, 사업 담당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토록 함으로써 각 분과 책임자와의 수평선상에서 전개되도 

록할 계획입니다.

3. 세계화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본 협회의 위상과 한국 시각디자인의 질 향상

본 협회는 국제적 기구와의 유대를 공고히 하고 더 나아가 각종 디자 

인 관련 국제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그럼으로써 세계화 

를 통해 본 협회의 위상을 높이고 한국 시각디자인의 질 향상을 위한 노 

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시각디자인 관련 정보화 구축을 위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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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MDAK의 대표적인 사업계획안

1. 한글 Typography  전

2. VIDAK 회원전

3. FAX 국제전

4. VIDAK Design Award

5. VIDAK 어울림을 위한 For 니 m

6. 98 타이포그래피 서울전

7•신문 편집디자인세미나

8. 해외 저명 디자이너 초청세미나

9. VIDAK Design Talk

10. Icograda 뉴스레터 발간

11•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상

12. 98 영상 시사회 및 사진전

13. 컴퓨터그래픽스, 멀티미디어 공모전

14. 일러스트레이션 워크숍

각종 정보의 데이터 베이스화로 날로 새로워지는 국제디자인 감각을 신 

속히활용할수있도록 하며,한국문화의 전승과융합을 위해노력할 것 

입니다.

4. 지위향상과 권익신장을 위한 디자인 요율■의 적정가 산출•표준화

시각디자이너들의 지위향상과 권익 신장을 위한 기 본적인 사항으로서 

디자인 요율時의 적정가를 표준화하고자 합니다. 그럼으로써 기업 및 

산업체로부터 시각디자이너의 소중함을 이해시키고 정당한 대우가 이 

뤄지도록 하며, 이를 통해 기업 디자인의 질 향상은 물론 디자인 사무실 

경영의 안정에도 기여코자 합니다.

5. 유관 디자인단체 및 협의체와의 유기적 관계 유지

정부의 디자인관련 부서와각 디자인협회 및 협의체와의 유기적 관계 

유지에 관심을 쏟을 것입니다. 또 타 단체와 협력하여 국가 디자인정책 

수립에 시각디자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소 

홀했던 정부 정책에 따른 수혜가 시각디자인 분야에 가능한 많이 주어지 

도록 강력한 협 력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6. 세계화를 위한 시각디자인 교육의 격상

한국 시각디자인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각종 전문서 출판 지원 및 

Intensive Workshop을 개최코자 합니 다. 또한 외국 시 각디자인의 현장 

실습 및 참관을 위한 회원 해외 디자인연수 및 기행을 실시코자 합니다. 

이를 통해 세계화, 국제화를 위한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할 것입니다.

7. 질 높은 디자인 공모전 실시

시각디자인의 차세대를 위한 각종 이벤트는 물론 질 높은 미래 디자 

이너들을 육성하기위해 대학생 대상 워크숍과 디자인공모전을 실시할 

것입니다. 이는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시각디자인 전 분야에 걸쳐 전 

문성을 갖춰 실시할 계획입니다.

8. 산업체에 시각디자인의 중요성을 이해시키는 데 노력

시각디자인이 기업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디자이너들이 각 산업 

체 내에서 견인차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자명합니다. 이에 본 협회 

가 앞장서서 기업체가 시각디자이너들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 

도록 온 힘을 쏟을 것입니다.

9. 협회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재원 조성

수립된 계획들을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재정확보를 위한 

재원 조성 특별위원회 를 설치하여 재원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 

어를 구상,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협회운영을 안정화, 내실화 

할수있도록할 계획입니다.

올해 추진할 이상과 같은 계획들은 각자 본 협회의 회원과 시각디자이 

너들 모두가 합심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달성되기 어렵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을 때 '이끼가 끼지 않는 구르는 돌 처럼 디자인 

계가 깨끗하고 반질반질한, 그리고 우아한 자태를 영원히 갖게 될 것입 

니다. 여 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ki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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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섬 유산업의즈I도약을 기 원하면서
한국텍스타일디자인협회

회장 정경연

、7一민소득 1만 불' 선진국가의 모임인 OECD 가입 등 우리 나라 
二 | 彳-의 경제는 초 인류국가 대열에 진입하는 듯 보였으나, 오랫동 

一 ] 안지속되어 온 구조적 모순과 병폐를타개하지 못하고, 21세 

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IMF시대를 맞이하는 비운을 겪었던 몇 달 간 

이었습니다. 98년 역시 낙관할 수 없는 현실 속에 무거운 출발을 시작했 

지句,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 낸 우리 국민들이기에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다는 범 국민적인 다짐 아래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실현시키기 위해 각 

계층에서 새로운 각오로 경제를 살리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텍스타일디자인 종사자들도 마찬가지로 유래없는 불황 속에서 어려운 

현실을 겪고 있지만 오히려 디자인의 혁명기를 맞이했다는 위기 속의 

호기脆' 의 의식으로 디자인 개발에 더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모 

든 산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가파른 발전만을 거듭해 온 섬유산업은 사 

상 유래없는 국면에 접하여 디자인 개발에 소홀했던 호황의 과거를 후회 

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돌이키며 후회만 하고 편법으로 위기를 넘겨 보 

려 하는 기업은 이제 더 이상 재기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고, 지금이라도 

그릇된 경영방식을 수정하여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전력 

을 재정비해야할것입니다.

저희 한국텍스타일 디자인협회는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들에 

대해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섬유업체와 국가 산업의 재건에 밑거름 

이 될 수 있는 개인 디자이너들의 자구 노력을 독려하는 사업들을 중점 

추진하는 한 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의 사업 방향을 다 

음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첫째, 미래를 위한 디자이너 육성과 발굴입니다.

이젠 해외 유명 전시에 소개된 디자인을 복제 • 모방하여 짧은 기간에 

노력없는 이득을 취해서 앞날을 기약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우리 디자이 

너의 손으로 디자인된 원단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해 

외에서의 경쟁력 역시 높이는 결과를 얻어야 합니다. 단지, 선진국의 디 

자인이란 이유로 수입 원단 운운하며 제품의 가격을 올려 받고, 수입 원 

단이라면 당연히 비싸다는 그릇된 선입견을 없애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서는 보다 거시적인 안목과 능력을 갖춘 디자이너들을 많이 배출해야 할 

것이며, 디자이너의 입지를 굳힐 수 있는 배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저희 

협회는 이를 위해 지난 95년부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국 경진대회 

를 개최하여 각 계층의 호응을 얻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한국섬유산업 

연합회와 공동으로 신인 디자이너를 발굴하는 경진대회를 매년 개최하 

고 있습니다. 일반부 경진대회 이외에 올해는 이 대회의 운영을 보다 생 

산적으로 발전시켜 섬유업체와 참가자들이 더욱 실효를 얻을 수 있도록 

대외적 인 전시 효과 보다는 실질적 인 결과를 위해 힘쓰겠습니 다.

두번째는 산 • 학 협동체제의 확대를 꾀하겠습니다.

본 협회는 지난 92년 창립 이후 매년 회원들의 정기전시회를 개최하 

고 있습니다. 금번 6회 정기 전시회는 단순한 디자인 발표에 그치는 행사 

가 아닌 학계에 있는 회원들의 디자인을 회원업체와 연결시켜 공동 발표 

하는 형식을 집중 권장하고 유도하여 보다 유기적인 산학협동체제를 구 

축하는 계기를 만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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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는 정보수집과 교환의 창구 역할에 힘쓰겠습니다.

이미 지난 해 착수한 텍스타일디자인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 구축사업 

은 （주）갑을, 연세대학교와협력하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지 

전시 행정을 위해 사업을 서둘러 졸속 제작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우를 범 

하지 않기 위하여 다소 시스템완성이 지연되더라도 보다 치밀하고 짜임 

새 있게 구축하여 실수요자들이 활용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 

다. 또한 정보지월간 발간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발전시켜 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협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텍스타일디자인 종사자들도 마찬가지로 유래없는 불황 속에서 어려운 현실을 겪고 있지만 오히려 디자인의 혁명기를 맞이했다는 '위기 

속의 호기好松 의 의식으로 디자인 개발에 더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텍스타일디자인 협회는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들에게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섬유업체와 국가 산업의 재건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개인 디자이너들의 자구 노력을 독려하는 

사업들을 중점 추진하는 한 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국가 주력 산업으로서, 안주했던 섬유산업의 재정비를 통해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위에 열거한사업 외에도 국내외 전문가초청 세미나 개최, 소그룹 전 

시 후원, 디자인 중개사업, 지부 활성화등 어려운 시기일수록오히려 역 

동적인 활동을 펴 침체된 섬유산업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재도약 

의 구심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국가 주력 산업으로서 , 안주했던 섬유산업의 재정비를 

통해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라 생각 

합니다. 한국텍스타일 디자인 협회는 여러분들의 재도약을 향한 열망을 

한 데 합쳐 섬유산업의 중흥에 기여할 수 있는 단합된 저력을 갖추는 데 

매진할것입니다. ki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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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카자디자인계의 구심체 역할

회장 김태종

한국패号 지디자인협회

■ ■■「구제 금융을 받는 경제위기 속에 우리 디자인계도 부담 

I |y| L 음 안고 출발힌- 한해입니다. w가 경쟁력 제卫외- 丿업들 

IIVII 의 구조조정을통한 회생전략에 디자인부문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이며, 단기간에 부가가치를 높여 주는 디자인

털 마케팅개념의 콘테스트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KPDA는 창립 20주년이 되는 93년에 이어 98년 H월에도 APD^ 

Package Design 교류전을 서울에서 개최하여 아시아 패키지 디자인계를 상호 

발전시키고, 국내 유관 단체들과 유대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

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IMF시대에 경제회생의 핵 

심과제 중 하나인 디자인을 중시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 특히 패키지 디 

자인을 통한 마케팅 강화야말로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부가 

가치 창출과 상품성을 높여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 

입니다.

이제 디자이너 모두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디자인이라는 구심점 아래 

공존, 공영하는 기틀을 만들어 야 합니다.

지난 78년 창립되어 금년으로 20주년이 되는 （사）한국패키지디자인 

협회는 불모지였던 패키지 디자인업계의 위상제고와 권익보호를 위해 

최 일선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오고 있는 순수 민간단체로서 , 금년도의 주 

요한사업으로 한국 팩스타 콘테스트전 과 전국 대학생 공모전 개최 

를 들 수 있습니다. 업체의 실무 디자이너와 학생을 대상으로 각 분야별 

우수작을 선정, 시상함으로써，국가 경쟁력 향상과 우수 디자인 개발 촉 

진 및 패키지 디자이너들의 자긍심을 고취한다는 의도로, 일반에게 패키 

지디자인의 중요성을 각인시키고자 출발한 '팩스타전 은 열악한 업계 

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올해 

로 콘테스트一가 7회, 대학생공모전은 5회째를 맞이하였고, 오는 10월 29 

일부터 개최될 예정입니다.

특히 작년부터 크리에이티브부문과 포장기술 분야도 시상함으로써 토 

다. 또한 2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디자이너들의 능력향상과 대중적 인 

식제고를 위해 PACKAGE DESIGN IN KOREA 98 연감제酒 을 상반 

기에 출간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국내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산학을 연계한 전공학생 

들을 위한 세미나 개최 등을 학회와의 연계를 통하여 추진할 예정입니 

다.

앞으로도 （사）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조직 

활성화를 통해 법인 및 개인 회원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패키지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과 국가적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디자인 정책을 유도하고 

다른 디자인 단체들과의 연계를 통해 위상을 높이는 데 힘쓰겠습니다. 

특히 패키지디자인이 토털 마케팅의수단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 

고 있음을 더욱 인식시키고, 디자인 전문회사의 활성화와 회원사, 회원 

들의 사기진작에 열의를 더해 업계 구심체로서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 

쳐갈 계획입니다.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도 디자인 관련 단체들과 유기적인 협조 속에 

서 서로의 역할을 존중해 주고 격려, 지원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의 돌 

파구를 디자인 활성화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ki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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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학문적발전과 
위상정립

회장 김명석

] 난 연말에 불어닥친 IMF 한파에 온 나라가 꽁꽁 얼어붙어 마 

음의 여유 없이 98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만, 디자인에 종 

사하시는 모든 분이 평안하시고 하시는 일에 좋은 성과 있으 

시기를 기원합니 다.

우리 나라에서 디자인 교육이 시작된 지도 반세기가 넘었고, 그간 국 

내 디자인 활동은 여러 선각자들의 노력으로 눈에 띄는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제 한국의 디자인은 국내 산업발전과 국제화 속에서 중요성 

이 재인식되기 시작하여, 곧오게 될 새로운 세기를 위한 국가 생존 전략 

으로 인식될 만큼 중요한사회적 위치를 차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디자인과제를 발견하 

고 연구하기 위해 학제 및 산학, 국제교류를 통해 디자인 문제를 종합적 

으로 파악하는 디자인사고와 방법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되었 

습니다.

따라서 한국디자인학회는 94년 5월, 디자인의 학문적 발전과 위상 정 

립을위하여 재발족된 이래 여러 회원들의 노력으로 학회의 기반이 다져 

지고 천여 명에 가까운 회원이 구성되어 명실상부한 학회로서의 위상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간 학회에서는 매년 2〜3권의 학술논문집을 발행하고, 봄 • 가을 

두 차례에 걸쳐 각 대학을 순회하며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해 가을에는 일본디자인학회와 공동으로 97 한일 디자인심포 

지엄을 열어 일본측에서 101편, 한국측에서 56편의 귀중한연구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이로써 한국과 일본의 학문적 교류의 장을 여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저는 그간 초석이 다져진 학회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지금까지의 

기틀을 기반으로 아래와 같은 사업에 역점을 둘 것이며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 디자인학회 활동의 다양화

디자인학회가 일년에 정기적으로 열리는 학술대회 활동 중심으로만 

이루어져왔던 것을 학술대회 이외에 다양한 활동을 함으로써 학회의 활 

성화에 힘쓰겠습니다. 학회의 정기간행물 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형성되 

는 중요 디자인 논제에 대해 특집을 발간하고, 학회의 알림이나 다양한 

활동에 대한 뉴스레터의 발간을 시도하겠습니다. 또한 타 디자인 관련단 

체한국디자인법인단체총연합회. 광고학회. 인간공학희. 감성과학회. 인지과학회 등와 적 극적 0] 교讦 己 통하여 

한국 디 자인 발전의 선도자로서 의 역 할을 다하도록 노력 하겠습니 다.

2 .디자인학회의 국제화

지난 가을에 처음 시도한 한•일 디자인 심포지엄의 귀중한 경험을 바 

탕으로 외국 디자인학회와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디자인학 연 

구의 세계적 조류에 뒤떨어지지 않는 한국디자인학회를 만들어 나가겠 

습니다. 이미 금년 가을에는 한국•일본•타이완 디자인학회 공동으로 98 

한•중• 일 디자인심포지 엄을 타이완에서 개최키로 합의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3 • 디자인학회 재정의 확보

지금까지 학회는 회원이 납부하는 연 회비와논문 투고비 등에 의존하 

여 운영, 여러 가지로충분치 못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출판물의 판매, 

기업회원의 영입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해 학회 재정을 확보하도록 힘쓰겠 

습니다.

4. 디자인학회의 가상 Work Space의 구축

점차 모든 작업이 전자 네트워크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본 디자인학 

회도 학회의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학회 알림방을 개설하여 회원들에 

대한 수시 공지사항, 정보의 교류, 토론의 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5•논문집의 계간 발행

지금까지 연 2회 발행해 오던 논문집을 논문 투고량의 증가에 부응하 

기 위하여 연 4회 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학회의 사단법인 추진

현재 본 학회는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및 한국디자인법 인단체총연합 

회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보다 공인된 단체로서의 위상을 갖기 위하여 

사단법인체로 만들겠습니다 .

끝으로 디자인학에 관심을 두신 모든 분이 각자의 학문에 정진하시어 

풍성한 연구결과로 얼어붙은 우리 사회를 따뜻이 녹일 수 있는 한 해가 •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며 많은 지도와도움말주시기 바랍니다. ki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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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정쇠을되새긔면서
한국디자인법인단체총연합회

회장 권명광

— ] 국디자인법인단체총연합회약칭: 디자인총연는 95년 4월 21일 창립 

"3* 卜하였습니다. 본회의 창립 목적은 단체 상호간에 정보를 교환 

하고 그 권익을 옹호하며, 디자인 분야를 위한 제반의견을 

상호교류, 종합하여 올바른 정책방향을 수립함으로써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총연의 회원단체는 주관부서가 설립 허가한 법인체이거나 등 

록된 학회로서 현재 한국산업 디자이너 협회13D,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 

회 VIDAK, 한국텍스타일 디자인협회 KTDA, 한국패키지디자인협 회紆附, 공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협회4DFA, 한국디자인학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총연의 조직과 운영은 회장과 3인의 부회장, 개단체의 

회장들이 맡고 있는 당연직이사와 업무이사 약간 명으로 구성된 운영위 

원회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총연은 창립된 지 이제 겨우 4년 정도로 연륜은 비록 짧지만 그 

동안 디자인진흥법개정과 디자인센터 건립 등의 국가 디자인 정책에 적 

극 참여하여 디자인계의 의사를 반영하고 이를 관철시켜 나가는데 일조 

했습니다.

디자인총연은 IMF 구제금융시대에 화두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들을 이미 창립 취지문에서 밝힌 바 있듯이 디자인 총연의 위상은 이러 

한 창립정신을 바탕으로 정 립해 나가면서 이에 부합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다시 한 번 되새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나라는 개방시대에 접하여 매우 어려운 도전들에 직면하고 있습 

니다. 알고 있는 바와같이 WTO에 의한 개방은 상품 뿐만 아니라, 전 분 

야에 걸쳐 피동적으로 밀려오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여 외적으 

로는 강력한 힘을 축적한 선진국들과 게임을 하여야 하는 한편, 내적으 

로는 우리의 힘을 약화시켜 온, 지난 시대에 청산하지 못한 문제들을 해 

소시켜야 하는 도전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디자인 분야 

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국가적 차원에서 디자인 분 

야의 도전에 대하여 전문분야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려 하는 것은 너무 

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소득 일만 불 시대를 눈앞에 두고 21세 

기를 맞이하려는사회 개혁의 진통이며, 새로운 시대의 의식입니다. 이 

의식은 이제까지 우리 사회가 노동 생산성과 개방적 다양성이 존중되는 

민간주도의 자율적 방법에 의한사회로 바뀌지 않고는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는 경제 외적인 문제가 있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근본 

적이며, 본질적인 문제들을 놓아둔 채 걸어올 수밖에 없었던 사회와는 

달리, 놓아두었던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더 이상 게임에 나아갈 수 

없음을 우리 모두가 동의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되는, 역사적이며 시 

대적인 정신으로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집권에서 분권화로, 행 

정관료 중심에서 민간 주도형으로, 행정편의의 일방통행적 사고에서 국 

민의 편의로, 획일주의에서 다양성의 존중으로, 폐쇄주의에서 개방주의 

로 이동됨을 의미하는 것이며, 전문가 중심의 사회로 옮겨가는 것을 예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 

당국은 아직도 디자인에 관한 국가정책이 미약함은 물론 정책의 수립과 

수행도 행정 관료중심 , 행정편의, 획일주의와 권위주의적 형태에서 벗어 

나고 있지 못해 심히 개탄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디 

자인 법인 단체들은 국가가 디자인 발전을 위하여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감당하여야 하는 시대에 와 있음을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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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중심개념입니다. 한국디자인법 인단체총연합회는 한국의 디자이너 

들이 세계화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소속 단체들 간에 긴밀한 정보 

교환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정권은 바뀌어도 국가는 영원한 것과 같이 디자인 분야도 그들과 관계 

없이 영원한 것이어야 합니

디자인 분야가 이루어야 할 최대의 관심은 '한국의 디자인 을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의 경우，로 

인정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국디자인 법인 단체 총연 합회는 한국의 디자이너들이 세계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소속 단체들 간에 긴밀한 정보교환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디자인에 관한 제반 문제들을 우 

리가감당해야 합니다. 게임의 법칙에 따른 경제 원리는 세계 경제의 원 

칙이며, 이러한 원칙의 기본원리는 모든국가에 대하여 동일한 규칙 이 

적용되고, 이 규칙을 준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칙 이 적용되어 강력한 

제재가 가해지는 게임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의 디자 

인도 고유하고, 독창적인 '한국의 디자인 이 아니고서는 반칙의 제재를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발상의 대전환을 이루어야 하 

며, 새로운 시각과 의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모방주의 

적 사고에서 창조적 사고로, 상대적 가치에서 절대적 가치로, 의존적 형 

태에서 주체적 형태로 자세를 고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 

자인 사회도 밖으로는 국가발전에 기여할 각종 정책개발은 물론 정보의 

전문화를 기하며, 산업발전과 디자인의 세계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안으 

로는 디자인 교육발전과 디자인학 연구를 위하여 전문성을 높여야 하며, 

제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디자인은 어떻게 걸어왔으며, 어디에 서 있고,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누가 답할 수 있으며, 이 답에 대하 

여 누가 책임질 수 있는가? 이는 두말 할 나위도 없이 우리가우리 자신 

에게 묻는 것이며 , 우리 스스로가 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우 

리가 보다 명석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인식의 좌표 

입니다. 그렇다면 21세기를 앞에 두고 서 있는 우리가 오늘 성취하여야 

할 궁극적 관심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디자인 분야가 이루어야 할 최대 

의 관심은 한국의 디자인 을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의 경우 로 

인정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디자인의 세계화이며, 이 세계화의 

파동력은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 세계 

다. 우리 분야가 짊어지고 있 

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전문 

적 역할을 외면할 수 없으며, 

그들이 외면한다면 우리는 그 

들 앞에 서서 당당히 요구하 

여야 하며, 그들이 요청하면 

응하여야 하되, 객관적 위치가 아닌 주체적 위치에서 정책과 문제를 지 

적하고 평가할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국가에 대하여 협 력하는 것임을 우리 

들은 인식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디자인 전문분야가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정치적 책임입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의식을 바탕으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여 

러 법인 단체들은 디자인사회 발전을 위하여 한국디자인법인단체총연 

합회의 결성을 추진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며 , 연합회의 결성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이든, 단체이든 21세기를 향한 한국 디자인 

의 정책과 그 방향에 대하여 무관심할 수 없는 현실에 처하여 있음을 새 

롭게 인식하고 이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국디자인법인단체총 

연합회에 대한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의 취지문에서 밝힌 창립정신은 앞으로 디자인총연이 지향하는 

정책과 사업의 기본철학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주지시키는 

바입니다.

지난 1월 22일, 98년 들어 처음 개최된 운영위원회에 참가한 개단체 

장들은 다시 한 번 총연의 역할을 강조하고, 6개 소속단체의 전회원이 공 

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산 

업디자인진흥원과 공동으로 어울림 선포식을 98년에 개최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우리 나라 디자인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디자이너들이 한 자리에 모여 

새로운 천년의 디자인 시대를 맞이하는데 있어서의 각오를 다짐하게 될 

어울림 선포식은 IMF시대의 디자인계가 새롭게 출발을 다짐하는 참 어 

울림의 의미를 지니는 행사로 의의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총연과 진흥원이 공조하는 정보네트워크 구축사업 , 문체부 

나 정보통신부와 관련된 디자인정책제시, 6개 단체의 결속력 강화를 위 

한 사업, 2000년 ICOGRADA, 2001년 ICSID 총회와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사업 등이 광범위하게 거론되었으나 이를 보 

다 구체적으로 연구하여 차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합의하였습 

니다.

디자인총연은 아직 그 연륜이 짧아 가시화된 뚜렷한 실적을 남기지는 

못하고 있지만시대적 필요에 의해 6개 단체가뜻을모아 탄생시킨 연합 

체이기 때문에 소속단체의 힘을 하나로 결집하여 우리 나라 디자인 발 

전에 견인차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ki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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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비즈니스 - 제품창조 경영하기

디자인 라운드의 동향과 개정의장법의 주요 내용

천공과 제본을 동시에 - 에스피시 2공 천공제본기

KIDP 지도상품



디자인 비즈니스

정리 김 정 희 KIDP춥판사업팀

। nn r 이제는지겹다고들한다. imf 탕이 

] IVI F 니, IMF청바지니, 심지어는 IMF 

11111，라는 이름을 가진 파마까지 등장했 

다고 하니 , IMF를 극복하자 는 호기에 찬 구호도 이제는 

한낱 값싼 상표로 전락한 듯하다.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구조조정 요구에 피할 데 없는 생활고가 현실이 되어버린 

지글, 선택의 여지가 없다.

21세기를 준비하고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도 필수적인 전략으로서의 '디자인과 기술에 대한 투 

자' 가 지금의 IMF를 기회로 더욱 박차를 가해 이루어져 

야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상품경쟁력과 수출경쟁 

력을 높이기 위한 실천적 방법올 제시함을 목적으로 이번 

호부터 기업 경영자를 위한 '디자인 비즈니스' 란을 마련 

하고 영국 상공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이 자료 '제품 

창조 경영하기 를 시작으로 국내에서는 아직 그 수준이 

미미한 디자인경영에 대한 연구크 소개한다.

제품장조 경 영하기

디자인:경쟁력의 열쇠

제조업체의 성패를 좌우하는 근본적인 것은 

무엇일까? 기업 활동의 어떤 요소가 비용을줄 

이고, 이윤율을 향상시키며, 시장점유율을 증 

대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떤 활동에 투자했을 

때 가장 큰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이 세 가 

지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디자인 에 있다. 

이 주장에 대한 분명한 증거로,〈도표 1〉은 디 

자인에 대한 투자가 제조업체에게 가장 큰 이 

익 회수율을 보장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Open대학과 UMIST는 1987년과 1990년 

사이에 전문 디자이너를 사용한 경험이 거의 

없는중소기업 2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디자 

인에 대한 투자비용과 이익을 조사했다.쥐 이 

프로젝트의 범위는 첨단 전자제품의 개발에서 

부터 공업부품의 개선, 포장디자인과 인간•환 

경공학적인 디자인 및 제품디자인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 결과, 거의 절반 이상의 프로젝트가 일 

년 이내에 총 투자비용을 회수했으며, 4/5 이 

상이 판매증대, 높은 이윤율, 낮아진 제조비용 

으로 인해 개발, 도구비용, 기계설치비, 제품 

출시비용을 포함한 총 비용을 평균 15개월만 

에 회수할수 있었다.

1 • 제품 성공의 비결

영국의 주요 경쟁자인 일본이나 유럽공동 

체의 기업들은 국제 경쟁력 향상에 있어서 디 

자인의 역할을 영국의 기업들보다 훨씬 더 잘 

인식하고 있다. 영국의 디자인 카운슬 Design 

Council이 일본 기업들의 디자인 활동에 대한 연 

구의 일환으로 영국의 고위 기업가로 구성된 

연구집단을 일본에 보냈을 때, 그들은 제조기 

업의 전체적 전략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디자 

인이 독립적인 이슈로 간주되고 있는 것을 보 

게 되었다. 대부분의 일본 기업들은 '제품은 

모든 제조기업에서 핵심적인 것이며, 디자인 

은 이들 제품의 성패를 가름하는 요소이다 라 

는 인식 아래 제품 개발과 디자인 활동이 기업 

경쟁력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하고 있 

었다.

이 외에도 정 책연구소The Policy Studies Institute7卜 

1989년, 영국과 서독 및 미국과 일본의 기계공 

업 , 전자, 자동차, 화학, 섬유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주7972년에서 1985년까지 영국의 

산업은 조사 대상의 다른 국가들보다 디자인과 

조사연구작업에 대한투자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국의 기업은 조사대상 5개 

분야 모두에서 다른경쟁국들보다낮은성장 

률을 보였다. 정책연구소는 이러한 결과가 미 

래 수요에 부응할 만한 제품 생산에 관심을 기 

울이고 투자하기 보다는 현 제조방법 생산성의 강조에

디자인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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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 분석은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한 투자가 가장 큰 이익 회수 

율을 보장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출처 : Berliner & Brimson. 1988)

투자 회수율

1 디자인 컨셉

〔宼無一

〔 제조전략

1 제작전활동

〔 제품화생산)

2

------------ 1.5

—0.66

0.25

만 몰두한 때문이 라는 결론을 내렸다.

위의 연구에서 잘 알수 있듯이 디자인은 생 

산성을 향상시키고, 제조비용을 절감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평균적으로 총 제조기 

간에서 제품 비용의 80%는 디자인 프로세스 

중 개념 정립00nceptSt隣의 마지막 단계에서 좌우 

된다.

경쟁력의 상당부분을좌우하는 디자인에 대 

한 투자는 제품의 감각적 측면만을 향상시 키 려 

는 목적에서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투자비 

용이 적게 들고 위험부담이 적다는 이점도 가 

지고 있다. 또 다른 경영자문회사인 맥킨지사 

는 제품화 과정에서의 제품출시 지연, 높은 제 

조비용, 과도한 개발비용의 세 가지 문제점들 

과 이윤과의 상관관계를 비교했다. 연구결과 

에 따르면 20%의 시장 성장률, 연 12%의 가 

격하락, 5년의 제품 수명을 고려할 때 50%를 

초과한 개발비용은 세금을 제한 이윤율을 불과 

3.5%만 감소시켰다. 그러나 제조비용에서 

9% 정도 과다 투자되면 이윤은 22% 정도 감 

소하고, 6개월의 제품화 지연은 33%의 이윤감 

소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것은 디자인 컨셉을 올바로 정립하는 것 

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제품 

을 계획과 목표 비용에 따라 제조하는 데 디자 

인이 핵심적인 역할을하기 때문이다.

2. 경쟁력에 기여

디자인은 다음과 같은 주요한 세 분야에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수 있다.

1 • 비용 : 디자인은 제조비용을 감소시키며, 사용 

자들의 제품 선택에 따른 제품수명비용을 최소 

화시킬수 있다.

2. 제품 수용성 : 디자인은 제품의 독특성, 신뢰성, 

외관, 사용상의 편리성, 환경친화성, 안전성 등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비가격적 

인 모든 요소에 영향을 미친다.

3. 서비스 : 디자인은 포장이나 제품진열에도 영향 

을 미쳐 , 제품이 제시간에 양호한 상태로 배달되 

는 것이라든지, 유지와 보수를 간편하게 하는 데 

에도도움을 준다.

제품 디자인 경영

디자인 카운슬Ssign Council은 기업의 제품창 

조프로젝트를지도한다년간의 경험을통해서 

다음의 두 가지 결론을 얻었다.

첫째 , 디자인은 항상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 

울 수 있고, 다른 기업활동과 마찬가지로 설명 

이 가능하며 , 조절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 

이다. 두번째, 초기 목표가 애매하고, 경영책임 

이 불명확할 때보다 디자인 프로젝트가 처음에 

서부터 끝까지 잘 경영되었을 때 성공할 가능 

성이 훨씬 크다는 것이다.

「최고경영자의책임

제품디자인의 경영상의 책임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역시 정답은 최고 경영자에서부 

터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1. 디자인은 제조회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기초가 

된다.

2. 회사의 제품전략은 기업목표의 기초를 형성하 

기 때문에 실패한 제품디자인은 다른 기업활동 

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기 

업을 기울게 한다.

3. 성공적인 디자인 경영은 기업의 다른 활동襲渺부 

터 구매, 회계에 이르기까지과 디자인 프로세스의 통합을 요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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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2. 디자인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위험부담이 적으나 잘 

못된 디자인은 수송을 지연시키고, 생산비를 상승시켜 상당한이 

윤감소를 초래하게 한다. (출처 :Mckinsey & Com.)

3• 수석간부의 역할2•제품창조과정의단계들도표 3. 제품의 일반적인 진화 단계

(출처: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1989)

한 제품의 디자인 프로젝트를 초기화하는 

동기유발에서부터 제품이 수명을 다하여 폐기 

처분될 때까지 거치게 되는 과정은〈도표 3〉에 

서 잘 볼 수 있다. 효과적인 디자인 경영은 디 

자인과 제품화 과정의 다른 단계들과의 연결고 

리를 잘 이해하는 데 달려있는 것이다. 디자인 

팀은 직접적으로는 창조 단계에 속해 있지만, 

디자인과 개발뿐 아니라 제조와 조립, 그리고 

디자인이 생산활동을 용이하게 하는지에 대한 

검사과정 등에 관련된 사람들과 밀접히 협력하 

여 작업하여야 한다. 디자인팀은 또한 제품을 

수송하거나 설치하는 사람들의 요구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디자인이 이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 

을줄수있기 때문이다.

제품이 공장을 떠난 이후의 작업에 관련된 

사람들, 즉 구매자나 조작자, 서비스 엔지니어 

들로부터의 반응도후속 제품의 디자인에 대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 

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환경적 요소가 기업의 이윤에 

점점 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디 

자이너들은 재활용이 쉽고 공해를 줄일 수 있 

는 제품 처리 방식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기업의 디자인 활동이 효과적으로 경영되는 

지를 확인하는 것에 있어서 수석간부의 역할은 

주로 목표를 세우는 것과 하루하루의 작업에 

대한 책임을 가진 경영자들이 그들의 역할을 

이해하고 그것을 달성하는 지를 살피는 것이 

다. 특히 디자인은 전통적인 기업의 부서 분리 

형보다는 협 력과 수평적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 

기 때문에 수직적 의사결정방식을 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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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경영 단계들

1•기업 목표

기업의 목표는 정확히 설정될 필요가 있으 

나, 산업계의 변화속도와 시간에 대응할수 있 

게 구성되어야 한다. 설정된 목표는 디자이너 

들에게 회사가 공략하고자 하는 시장과 제품 

을 명확히 지시할 뿐만아니라, 이윤과성장목 

표, 시간 계획도 설정해 주는 한편, 프로젝트 

가 진행되는 동안 후속 제품까지 고려할 수 있 

도록 충분히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워져 

야한다.

2 .제품 전략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3단계의 제품계획 

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는 장기 상 

품전략으로기업 목표를달성하기 위하여 제품 

전개의 일반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 

다. 그리고 나서 특정 신제품의 정체성을 결정 

하는 단기 제품 계획이 필요하고, 마지막 신제 

품의 개요는 이전의 두 단계들과 조화를 이루 

면서, 제품의 성공적인 개발과 출시를 위해 필 

요한 경영 가이드와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만 

한다.
도표 4. 조사단계와 제품화 단계 사이의 순차적인 연결은 전형적인 서구 사회의 조직 방법이다.（위） 

그러나 일본에서는 조사와 제품개발, 제작 프로세스 디자인의 과정이 병렬적으로 이루어진다.（아래）



3 . 재원Resources

제품 수명의 전 단계에 걸쳐서 필요한 재원 

이 적절한 시기에 유용하게 사용되는지를 확인 

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의 처음 단계에서부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디자인팀이 시대에 뒤 

떨어지지 않고 잘 경영될 때에만 디자인은 성 

공할 수가 있다. 때문에 적절한 재원이 직원의 

교육과 최신의 정보수집에 투입되어야 한다. 

또한 외부디자인 재원은 과도한 작업 량을 돕기 

위한 경제적인 목적에서 뿐만 아니라,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급하는 데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가 있다.

4•정보와 협력

시장점유율을 극대화시키고, 내부적인 어려 

움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신제품을 만들기 위해 

서는 회人卜 전체적으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 

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상급 경영은 개개인 

의 책임을 명확히하고 그것이 잘 이해될 수 있 

게 할 뿐만 아니라, 부서간의 질시와 의사소통 

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관료주의를 없애야 한다. 

될 수 있다. 그러나 개발의 시작에서부터 제품 

출시까지의 과정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이 

요즘의 추세이므로, 일단 구조가 조직된 이후 

에도 그 구조의 적절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도표4〉는서구의 전형적인 조 

직 방법과 일본을 비교한 것이다.

상급 경영은 또한 디자인을 재정이나 생산 

성과 같이 중요한 활동으로 인식하고 회사 전 

체적으로 디자인의 높은 기준을 세우는 등 디 

자인에 직접적인 관심을 보여주어야 한다.

6•모니터링과 평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디자인 경영도 수행 

목표erformance Target를 설정하고, 성과를 모니터 

링하며, 성공결과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개의 디자인 프로젝트에서 평가 관점Review 

P°Et은 개요단계Brief Stage에서부터 세워져야하 

며, 성과는 시간과 비용면에서 정기적으로 평 

가되 어 야 한다.

특히 상급 경영자는 영업이나 재정적 활동 

을 검토하는 것처럼 정기적으로 디자인 활동의 

모든 작업들을 검토해 봐야한다.kidp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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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직과 동기

디자인 활동은 회사의 크기와 그 회사가 경 

영하는 산업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르게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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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라운드의 동향과

개정의장법의 주요 내용

황종환 （주）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이사장

산업디자인과 브랜드상표의 중요성이 최근 들 

어 더욱 크게 강조되고 있다. 요즘 심각한 문제 

가 되고 있는 우리 상품의 가격경쟁력 약화를 

보완해 주는 강력한 수단으로 디자인과 브랜드 

가 떠오른 것은 기술평준화 시대에는 더 이상 

제품의 품질이나 기능만으로는 국제시장에서 

경쟁을할수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90년대 중반으로 

들어서면서부터 디자인 라운드 시대가 본격적 

으로 막을 올린 이래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역장 

벽이 생기기 시작했다. 우리 나라 기업의 경우 

자체 개발한 디자인은 20%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80%는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 이나 모방 

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선진국의 보호장벽이 

강화될수록 각종 분쟁은 물론 우리 상품의 해 

외수출에도 큰 타격이 올 것은 뻔하다. 지난 2 

월, 대한방직이 미국직물생산공급자협회와 코 

방톤사로부터 자사의 직물디자인을 도용했다 

는 혐의로 피소당했는가 하면, 로만손시계는 

중국의 바이어와 상표문제로 한바탕전쟁을 치 

렀다.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산업디자인의 중요성 

을 깨닫고 자국 디자인에 대한 포괄적이고도 

강력한 보호장치를 마련하였다. 유럽연합의 

공동의장청 설립, EU의 통일의장법 세계상표 

조약 등 서유럽을 중심으로 한 호주, 일본 등이 

산업디자인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강화하거나 개 

정하였다.

산업디자인 보호법의 변화추세와 EU의 

통일의장법

산업디자인 보호는 지금까지 특허권적 접근 

과 저작권적 접근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허권 

적 보호방식이란 발명특허권처럼 디자인을 의 

장권 등으로 등록시켜 출원자만이 이를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 독점권을 주는 제도로 가장 일 

반화된 것이다. 그러나 절차가 까다롭고 기간 

도 오래 걸려 디자인 보호제도로 적합하지 않 

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저작권적 보호방식은 

디자인을 지적재산권의 하나로 인정, 등록하 

지 않더 라도 타인의 모방을 금지하는 제도이나 

보호장치가 미흡한 편이다.

유럽연합이 개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디자 

인적 접근 방식 은 양자의 장점을 절충한 것으 

로 디자인의 다양한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제 

도로 보이고 있다. 이는 디자인 보호방식을 디 

자인의 사용이나 공표만으로도 권리를 인정해 

주되 보호기간을 단기로 하며 장기간 보호를 

원할 경우에는 의장등록을 통해 보호하자는 것 

이다. 불필요한 심사과정을 없애고 권리인정 

을 신속히 해주면서 필요에 따라 보호요건과 

보호장치를 강화한다는 이원적 접근 방식이 새 

로운보호제도의 핵심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첫째, 등록을 하지 않 

아도 디자인을 먼저 상품화하는사람에게 법적 

권리를 주는 미등록의 의장제도와 둘째, 타인 

의 디자인을 모방함으로써 권리를 침해했을 경 

우 사실이 입증되면 이를 금지시킬 수 있는 모 

방금지권의 부여 등이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러한 추세를 적극 반영 

하여 97년 8월 의장법에 관한 획기적인 개정작 

업이 있었다. 개정된 의장법은 98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의장법에 관한 개요

1. 의장심사저/도

실체적 등록요건을 포함하여 의장등록요건의 

전부를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행하는 의장등 

록제도를 의장심사등록제도라 한다 의장법 제拄 제4호 의 

장심사등록제도는 권리의 신뢰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고 부실권리예방을 통해 분쟁을 방지 

할 수 있는 반면, 권리화의 지연, 심사적체 장기화, 

막대한 행정인력과 경비의 소모라는 단점을 가지 

고 있다.

이에 반해 의장무심사등록제도는 권리설정은 

신속하나 부실권리를 양산하여 분쟁이 빈발하여 

산업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 장단점을 가지 

고 있다. 각국의 의장심사제는 그 나라의 산업 및 

입법정책에 따라 상이하다.

• 완전심사주의 - 한국구법, 미국 일본, 영국의 등 

록디자인 등

• 심사청구, 이의신청시 제한부 심사주의 -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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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 무심사주의 - 프라스 베네룩스, 독일, 영국의 

신디자인권등

• 의장의 국제기탁에 관한 헤이그 협정 - 1925년 

7 7 월 발효된 동 협약은 1934년 법에서는 무심 

사주의 국가만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나, 

1960년 법에서는 심사주의 국가도 가입대상으 

로 한다. 따라서 WIPO 국제사무국에 기탁 등 

록된 의장은 각 가맹국에 대하여 국내 기탁된 

것과 동등한 효력이 발생하나, 직권심사 또는 

이의 신청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국 

내법 등록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사,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WTO/ TRIPs - '각 회원국은 비용, 심사 혹은 

공고상의 요건들이 직물의장이 보호를 받을 기 

회를 부당하게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 

장한다”고 규정하여 직물의장에 대해서는 심사 

주의를 완화하도록 하고 W 우리 나라의 개 

정 으장법의 일부 무심사제도 도입은 이러한 

TRIPs 규정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개정된 의장법의 개요

⑴ 개정배경

개정된 의장법은 유행성이 강한 품목의 의장에 

대하여는 당해 의장등록출원이 출원방식에 적합 

한지와 출원된 의장이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지 등 형식적이고 기초적인 사항만을 

심사하여 의장등록하도록 하는 의장무심 사등록제 

도를 도입함으로써 이들 품목의 의장이 신속하게 

권리로써 설정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의장무심사 

등록 대상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전체적인 

의장심사처리기간을 단축되도록 하는 한편, 의장 

권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등 의장권의 보호를 강화 

하고 의장등록출원 절차를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산업디자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 주요 배 

경이다.

(2) 개정골자

가. 유행성이 강한 일부 품목의 의장에 대하여 의장 

무심사등록제도를도 입학

나. 종전에는 출원 전에 공개된 의장에 대하여는 학 

술단체, 전람회 등에서 공개된 경우에 한하여 6 

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개의 사유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작자의 권리확보 기회를 확대할 계획임.

다. 종전에는 1출원서로 1의장만을 등록 출원하도 

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의장등록출원인의 편의 

를 도모하고 출원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의 

장 무심사 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7출원서 

로 여러 개의 의장을 함께 등록 출원할 수 있도 

록하

라. 무심사등록된 의장권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등 

록 후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 

고 이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실권리의 

발생을 최소화 함과 동시에 의장권의 법적 안정 

성을 도모함

마. 의장권의 존속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 

하여 의장권의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국제적인 

수준에 부응하도록 하

버/. 의장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可 의장권 또 

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2 

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항

맺음말

디자인은 소비자의 직관과 감성에 직접적으 

로 적용되는 제품의 외관을 아름답게 해줄 뿐 

만 아니라 사용상의 편의성을 증진시켜줄 수 

있다는 점을 십분 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기술 

력을 가시 적으로 드러나게 해주는 특성을 가지 

고 있다. 기술력이 앞서게 되면 기술력과 생산 

성에 따른 제약이 적어지므로 디자인을 통한 

차별화가 더 용이하게 된다. 그러나 기술력이 

뒤질 경우에라도 그와 같은 열세를 만회시켜 

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미 선진국이 디자인과 브랜드에 대한 막 

대한 투자와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 

황이며 디자인의 모방 및 복제 금지, 유사 의장 

출연억제 등을 통한국제적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극 대처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부존자 

원이 없는 우리에게 제품의 부가가치를 제고시 

킬 수 있는 산업디자인 및 브랜드의 개발과 활 

용, 보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 

이 없다고본다.ki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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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성공사례 / 에스피시 2공 천공제본기

천공과 제본을 동시에

김범태 KIDP흥보팀

회사명 : 에스피시spc

대표:이순백

주소 : 서율시 서초구 양재동 275-6

삼호믈산 B/D B동 20()1 호

Tel : 02-589-1777 

디자인 : Ml디자인전문회사

— ] 공기 만들기 30년. 에스피시의 김종 
)^一| 명 대표는 천공기 날을 국산화시킨 

주역이다. 현재도 그 날을 생산하는 

업체는 에스피시 뿐이며, 전세계를 뒤져도 몇 

개 업체 밖에 없다. 더구나 일본업체들도 만들 

지 못하는 140mm 날을 생산하는 업체는 에스 

피시 뿐이다.

직원수는 18명. 10년 전 다니던 직장을그만 

두고 부친의 사업을 이어받아 천공기 생산에 

뛰어들어 5년 만에 천공기의 날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 그 때가바로 지난92년이다.

그로부터 4년후 에스피시는 공업용 천공기 

이외에 사무용 천공기를 생산 국내 제일의 천 

공기를 생산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매출은 기대에 못미치는 6억원 선에 머물렀다. 

무엇이 문제일까?

매추이 늘지 않은 이유

기계처럼 딱딱한 이미지의 사무용 천공기, 

그리고 사용하기 불편한 디자인, 브랜드 인지 

도의 약세. 바로 디자인의 열세였다.

자료를 수집하고 여 러 곳에 자문을 구하고, 

다른 나라의 천공기와도 비교해 봤다. 그러다 

김 전무는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천공기 

를 사용하는 것이 단지 구멍을 뚫기위해서가 

아니라 서류를 제본하기 위해 구멍을 뚫는 것 

이다. 그렇다면 천공과 제본을 하나의 몸체에 

서 수행해 문서제출 작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 

킨 제품은 어떨까?'

이후 MI디자인전문회사와 함께 제품개발 

에 나섰다. MI사의 문준기 사장은 기계공학을 

전공한 디자이너라 제품설계에서부터 디자인 

까지 일괄적으로 맡아, 현재의 천공기 역할에 

서 벗어난 새로운 아이템에 맞는 디자인개발에 

들어갔다.

에스피시 자체의 기술수준과 노하우가 매우 

높다고 판단한 MI디자인사는 천공 및 제본기 

능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전용 리벳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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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개발부자액

총투자비

투자세부사항

흥보비

가격

수익

4 억
금형비 : 2억 9천만원

자재구입 : 8천만원

디자인 : 7백만원

2천 3백만원

12만원

2개월 동안 2억원 판매

98년 수출 1 천만달러 30억원 예상

매출 및 개발성과

조달청에 약 4천대 납품예정5억원

국내 신도리코 상사에 월 1 천대 납품 예정

미국 및 유럽에 월 1백만달러 매출 예정

와 사용동작 요소를 극소화하여 효율성을 극대 

화시키며, 기존의 천공기능을 공용하여 생산성 

을 증대시킬 수 있는 디자인개발에 주력 했다.

여성도 부드럽고 쉽게 천공할 수 있도록 고 

급 실리콘 고무 소재의 그립과 긴 레버를 채택 

했고, 천공된 종이를 특수 고안된 리벳 펀치로 

눌러 시간당 100〜150권의 속도로 제본을 할 

수 있다.

2공의 간격은서류의 규격에 따라손쉽게 조 

절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으며, 서류의 좌우 

중심을 자동으로 맞춰주는 좌우 가이드, 천공 

시 서류의 움직임을 방지하는 종이 눌림장치 

등 각종 편의장치를 갖추고 있다.

또한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공법을 채택하 

고, 무게가 4.8kg으로 기존의 어떤 제품보다 

가볍고 견고한게 특징이다.

이렇게 기술과 디자인의 결합으로 탄생한 

것이 듀오-20'이다• 최대 20mm복사지 2。。메 분량두 

께의 서류에 구멍뚫기와 제본을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제품으로 듀오-2。이라 명명 했다.

듀오가 출시된 것은 97년 10월. 그 달에 열 

린 '서울국제문구전시회 에서 대상을 받고, 

KIDP 지도상품으로 조달청의 납품자격도 얻 

어 현재는 밀려드는 주문에 소화를 다 하지 못 

할 상황이다.

국내에 보급되어 있는 천공기가 전부 외국 

산으로서 성능과 가격면에서도 국내 현실에 맞 

지 않으며 부품조달마저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모든 것을 자체 생산하는 에스 

피시의 듀오는 수입대체와 수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에스피시는 중소기업체의 전문성을 십 

분활용하여 천공기와제본기 전문업체로서 세 

계 제일의 제품을 생산하는 일류기업이 되기 

위해 연구와 디자인개발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ki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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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P
지 r사 n X A T

（주）삼경씨스템

•

상품명: 서라운드 우퍼 스피커 시스템

대표자:손구현

Tel : 032-684-6631
Fax ： 032-684-6630
주소 : 경기도오정구 원동동 138-25
지도위원 : 정동성（인프러스 디자인）

KIDP 담당자 : 조성환

특징 : 10대를 대상으로 스피커의 이미지인 소리를 활 

동적인 느낌으로 디자인.

일룡전자

상품며 통신기기

대표자:이동욱

Tel: 02-475-4880〜4
Fax : 02-483-9713
주소 :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415-8삼원빌딩 509호 

지도위원 : 김병수（한올） 

시DP 담당자 : 조성환

특징 : 디스플레이 부분을 중앙에 위치시켜 사용콘트 

롤키의 좌우분할 및 적색램프의 좌우분리로 사용성을 

한층 높였고, 제품의 조립성, 양산성 등을 고려하여 디 

자인

압선기술

•

상품명:리모콘

대표자:이진욱

Tel : 02-549-1845
Fax ： 02-549-1846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22-20 서원빌딩 5층
지도위원 : 김용일 （IF 디자인）

KIDP 담당자 : 손동범

특징 : 기존 리모콘과 차별화 시킬 수 있도록 정량화하 

여 친밀감있게 디자인.

동양환기 （주）

•

상품명:환기구

대표자:박태업

Tel: 032-815-4700
Fax ： 032-815-5034
주소 :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435-2
지도위원 : 박우성（경기전문대）

KIDP 담당자 : 박동준

특징 : 다양한 크기에 효과적으로 부합될 수 있도록 디 

자인하여 금형비 및 부품관리의 단순성을 꾀함.

이성공업사•
상품명 : 공중전화기

대표자:박옥평

Tel: 032-521-5111^4
Fax : 032-514-5787
주소 :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373-5
지도위원 : 류창희（경기전문대）

KIDP 담당자 : 강필현

특징 : 내부 인테리어를 고려하였으며 곡선처리로 이 

미지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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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우상사•
상품명: 마로니 인형

대표자:김종임

Tel: 032-679-1660
Fax ： 032-516-8284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65-3
지도위원 : 김희선（홍익대）

KIDP 담당자 : 강필현

특징 : 2〜5세 여아의 이미지를 형상화.

대성산업사

•

상품명:완구

대표자:이석재

Tel: 051-292-1006
Fax : 051-206-6468
주소 : 부산시 사하구 신평 1 동 484
지도위원 : 정의철（경남대）

KIDP 담당자 : 손동범

특징 : 어린이의 신체에 적합하게 인간공학적으로 디

자인

동신화학주

•

상품명:승용완구

대표자:한상남

Tel ： 051-205-3333
Fax： 051-204-0111
주소 :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84-92
지도위원 : 이재원（울산대） 

시 DP 담당자 : 박동준 

특징 : Blow Mo니ding으로 제작하여 가볍고 튼튼하 

며 실내에서도사용가능.

조아상사

•

상품명 : 낚시도구

대표자:허용규

Tel: 02-854-7115
주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 12동 597-88
지도위원 : 김광식 （VIDAK）
KIDP 담당자 : 송하동

특징 : '이도스'라는 브랜드를 부각시키고 원가절감을 

고려하여 심플하게 디자인.

진성산업 （주）

•

상품명 : Track Roller
대표자:윤우석

Tel: 0339-72-7460
Fax ： 0339-72-0058
주소 : 경기도 오산시 원동 541-7
지도위원 : 정광용（유한전문대）

KIDP 담당자 : 허석

특징 : 중장비 부품으로써 품복별 구분이 용이하도록 

처리하여 심플하고 깨끗한 이미지로 디자인.

크릭스주

상품명:변기세정제

대표자:전인철

Tel: 032-437-6185
Fax : 032-437-6187
주소 :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139
지도위원 : 소병규（SWC）
KIDP 담당자 : 이은석

특징 : 변기세정제로 경쟁제품에 비하여 상품의 우수 

성을 부각시켜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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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커피

•

상품명:프랑카페

대표자:양광준

Tel: 02-449-6847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106-13
지도위원 : 하기옥（VIDAK）
KIDP 담당자 : 신병두

특징 : 3가지 종류의 커피를 일관성 있는 디자인으로 

표현하여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자극.

덕영전자

•

상품명:핸즈프리킷

대표자:공정표

Tel: 053-324-2723
Fax : 053-323-5331
주소 : 대구시 북구 관음동 1268-15
지도위원 : 김수영（상명대）

KIDP 담당자 : 이은석

특징 : 자동차용 핸즈프리 킷으로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제품이미지와 기업이미지를 부각시 

킴.

경흥산업 （주）

•

상품명 : 금속보수, 코팅제

대표자:신현관

Tel ： 0357-543-2223
Fax : 0357-543-2226
주소 : 경기도 포천군 가산면 가산리 360-1
지도위원 : 차용선（인덕전문대）

KIDP 담당자 : 이은석

특징 : 특수코팅제 포장디자인으로 통일된 색상으로 

차별화.

맑은나라 무해유지

•

상품명:세제비누

대표자:전창진

Tel: 0415-866-6172
Fax : 0415-866-6170
주소 : 충남 연기군 남면 고정리 485-1
지도위원 : 최판홍（P&P）
KIDP 담당자 : 안상락

특징 : 심플한 디자인과 제품별。적용으로 맑은나라 

의 이미지 제고.

범진주

•

상품명:종이물수건

대표자:배창준

Tel: 02-876-7652
Fax : 02-876-7653
주소 :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960-13
지도위원 : 지영란（정읍전문대）

KIDP 담당자 : 안상락

특징 : 종이물수건 포장디자인으로 청결하고 깨끗한 

이미지 강조.

삼일페이퍼캔

•

상품명 : 필통, 펜꽂이

대표자:주광종

Tel : 0335-35-8986
Fax : 0335-35-4045
주소 : 경기 용인군 용인읍 고림리 386-3
지도위원 : 소병규（SWC）
KIDP 담당자 : 이은석

특징 : 초•충•고생들을 위한 팬시제품으로 지관을 이 

용, 심플하고 독창적으로 디자인.

風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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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마산업

상품명: 화이트 면봉

대표자:유용준

Tel: 0417-566-8089
Fax : 0417-566-0255
주소 : 충남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381-2
지도위원 : 이기윤（대전전문대）

KIDP 담당자 : 송하동

특징 : 자연풍경을 단순화하여 자연친화적인 이미지를

부각시켜 디자인

우성주

•

상품명:참땅콩

대표자:안정규

Tel ： 0418-547-0221
Fax : 0418-547-0225
주소 : 충남 아산시 음봉면 소동리 21-13
지도위원 : 선정근（KPDA）
KIDP 담당자 : 이성수

특징 : 제품의 고급화를 위해 캔 디자인의 컬러와 레이 

아웃을 다른 제품과 차별화하여 대담하게 표현.

영농조합 법인 오부산채 조합

•

상품명 : 생취나물, 건취나물

대표자:최윤섭

Tel: 0596-72-4729
Fax : 0596-72-4729
주소 : 경남 산청군 오부면 오전리 1230-6
지도위원 : 장상진（연암공전）

시DP 담당자 : 이은석

특징 : 자연을 주제로 붓터치의 산등성이와 녹색을 주 

요 색상으로 하여 제품의 이미지를 부각.

질경이 우리옷（주）

•

상품명:생활우리옷

대표자:이기연

Tel: 02-744-5606
Fax : 02-762-3202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2가 195-8
지도위원 : 남희제（동덕여대）

KIDP 담당자 : 허석

특징 : 우리 전통한복을 개량한 제품의 특성을 살려 전 

통적이며 심플한 느낌으로 쇼핑백 및 패키지 디자인.

동그린주

•

상품명 : 투투 아이스크림

대표자:엄양구

Tel ： 0391-646-6670
Fax ： 0391-646-4388
주소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576-3
지도위원 : 이덕성（백제예전）

KIDP 담당자 : 이성수

특징 : 전원적인 이미지와 깨끗한 목장을 일러스트로 

표현.

동천종합식품（주）

•

상품명:골뱅이

대표자:한상인

Tel: 0446-78-3883
Fax : 0446-78-5602
주소 : 충북 음성군삼성면 학정리 212-4
지도위원 : 하병현（디자인필）

KIDP 담당자 : 이성수

특징 : 상품명과 제품의 이미지를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사실적인 비주얼을 레이아웃시킨 캔 디자인

디자인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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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한지 （주）

•

상품명:한지샘플북

대표자:김시곤

Tel : 0671-626-8400
Fax : 0671-626-2997
주소 : 전북 남원시 아영면 일대리 378-1
지도위원 : 정동식（프로애드）

KIDP 담당자 : 이성수

특징 : 한지의 이미지에 어울리는 전통적인 컬러를 적 

용하여 수출상품의 경쟁력을 높인 한지샘플북 디자인.

차모스화장품

•

상품명:화장품

대표자:윤찬모

Tel : 02-578-2788
Fax : 02-573-4918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92-19 송착빌딩 2층
지도위원 : 이명환（VIDAK）
KIDP 담당자 : 신병두

특징 : 깨끗한 이미지의 노랑과 주황을 조화시켜 깔끔 

한 느낌으로 디자인.

제다주

상품명 : 제주 젤리

대표자:방해순

Tel: 064-72-5772
Fax : 064-72-5770
주소 :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금능리 407-7
지도위원 : 이하영（뷰애드）

KIDP 담당자 : 이성수

특징 : 밀감을 젤리화한 제품으로 제주도산임을 강조 

하여 디자인.

극동전선공업 （주）

상품명:케이블

대표자:최병철

Tel: 0434-530-2000
Fax : 0434-530-2140
주소 : 충북 진천군 초평읍 용정리 370-95
지도위원 : 천모윤（경원대）

KIDP 담당자 : 허석

특징 : 심볼마크를 그래픽 처리하여 회사의 이미지와

KHC'를 강조

거북식품

•

상품명 : 금향주, 송설주

대표자:신광순

Tel : 0365-461-7828
Fax : 0365-462-1813
주소 :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북리 297
지도위원 : 현영호（한림전문대）

시DP 담당자 : 신병두

특징 : 구름문양의 전통적인 그래픽을 활용하여 한국 

적이미지를강조.

태신인쇄

•

상품명 : Post
대표자:서명현

Tel: 0343-59-0901
Fax : 0343-57-5612
주소 :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124
지도위원 : 이하영（뷰애드）

KIDP 담당자 : 최승연

특징 : 빨강, 파랑, 노랑의 3가지 색상을 사용 소포발 

송시 사용할 수 있는 박스의 기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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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테크（주）

상품명: 공기유속, 유량센서

대표자:박태원

Tel: 02-3662-6017
Fax : 02-3662-6019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647-26
지도위원 : 이원재（VIDAK）
KIDP 담당자 : 안상락

특징 :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만들어지는 제품에 대 

한 시각적 설명을 강조한 리플렛 디자인.

건지주）

상품명:축산기자재

대표자:곽춘옥

Tel ： 0653-842-0255
주소 : 전북 익산시 춘포면 신동리 346-1
지도위원 : 김병옥（원산업디자인）

KIDP 담당자 : 이성수

특징 : 축산기자재 카탈로그로 간결하면서도 전제품의 

홍보가 가능하도록 디자인 .

파우켐주

•

상품명:분체도료

대표자:김제구

Tel: 0345-498-5369
Fax ： 02-765-0494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성곡동 681-2 시화공단 6바
303
지도위원 : 임정군（VIDAK）
KIDP 담당자 : 최승연

특징 : 분체도료 '파우캠 의 홍보용 카탈로그로 제품 

의 우수성을 간결하게 표현.

희망식품

•

상품명:조미김

대표자:김영대

Tel: 032-522-5447
Fax ： 032-522-0667
주소 :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221-8
지도위원 : 이권식（리드컴）

KIDP 담당자 : 이성수

특징 : 건어물 제품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브랜드 이 

미지를 강조

액트원 엔지니어링（주）

•

상품명:자동화설비시스템

대표자:조진원

Tel: 02-575-1222
Fax ： 02-574-6959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1-2 금성빌딩 B층
지도위원 : 김경훈（서울산업대）

KIDP 담당자 : 허석

특징 : 고급화 • 차별화 전략으로 높은 신뢰감을 부여 

하여 기업의 인지도를 향상시킨 카탈로그 디자인.

서통

•

상품명:액세서리

대표자:오진환

Tel: 032-656-4011
Fax : 032-653-2301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883
지도위원 : 이원재（VIDAK）
KIDP 담당자 : 안상락

특징 : 젊은층을 대상으로 하는 액세서리 브랜드임을 

감안하여 소비자들에게 친근하게 어필할 수 있게 히 디 

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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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二 士 J " 김대중대통령

국가 디자인 발전전략

'국민의 정부 핵심정책은

바로 디자인의 고도화 입니다!

나라 전체가 절체절명의 어려움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경제회생을 위해 든든한 대통령' , 

준비된 대통령 으로 98년 2월 25일 취임한 

김대중 대통령.

새 정부 추진 100대 과제에서도 디자인 정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에 본지는 김대중 대통령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추진할 김 대통령의 국가디자인 발전 

전략을 소개한다.

KIDP ： 다시 한 번 대통령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대통령께서는 민주주의와 경제가 함께 발전하는 

새시대 건설을 표방하셨습니다.

민주주의와 경제의 발전이 결국은 삶의 질 향 

상을 목표로 한다면 디자인은 이러한 목표에 가 

장 걸맞는 정책적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진국의 경제구조는 기술과 품질의 평 

준화로 '어제는 가격이, 오늘은 품질이, 그리고 

내일은 디자인 이 상품경쟁력을 결정하는 디자 

인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상품들이 세계시장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고전을 면치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디자인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수출구조도 개도국과의 가격경쟁 

이 아닌 선진국과의 디자인경쟁으로 전환돼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수출을 

늘리고 무역수지개선을 위한 디자인의 정책화 계 

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대통령 : 새정부에서는 산업디자인이 상대적 

으로 짧은 시간과 적은 투자로 충분히 제품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고, 산업경쟁력을 키 

울 수 있는 분야임을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IMF시대에 수출을 통한 위 

기극복만이 유일한 대안임을 생각할 때 수출 

경쟁력에 가장큰 관건 중의 하나인 디자인의 

고도화는 '국민의 정부 의 핵심정책이라고 

할수있습니다.

새정부의 산업정책은 70년대의 마케팅력 

중심정책, 80년대의 기술력 중심정책 등 특 

정정책 중심으로 편향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새정부의 디자인 정책은 마케팅력•기 

술력 등 과거에 중시했던 정책들과 그 비중을 

같이하는 3위 일체 전략에 그 기본을 두고 있 

습니다. 즉, 산업디자인의 발전을 위한 범산 

업적 구조 확립,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개 

발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산업디자인의 주체는 기업•디자이너•정부 

이렇게 3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3자가 정 

체성을 가지고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때 국내 

디자인업체들이 효과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현재까지 산업적인 

요소는 급격하게 발전했으나 예술문화적인 

디자인은 그 발전가능성과 부가가치가 무한 

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제 산업디자인은 단 

순히 멋있는 제품을 만드는 단계를 넘어서야 

하기 때문에 엔지니어링과 마케팅까지 감안 

한 종합적인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의 방 

향을 잡아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연구개발 

단계 •권리취득 단계•사업화단계별로 기술 

•금융•유통 등의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특성을 살리는 문화디자인 

측면에서도 같은 비중으로 정책을 펼쳐나감 

으로써 산업의 문화화와 동시에 문화의 산업 

화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디자 

인 외교, 교류 및 국제적 홍보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 정책도 일반 산업정책 

과 마찬가지로 정보화, 지방화, 국제화를 이 

루어 냄으로써 종합정책화하고, 더불어 지적 

재산권의 철저한 보호를 통해 디자인을 고도 

로 지적가치화할 것입니다.

KIDP : 현재의 경제위기를 최단기간 내에 극복 

하기 위해서는 수출을 늘려야 한다는 명제 아래 

KIDP는 수출전략상품에 대한 디자인 개발지원 

을 통해서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 사이에서 디자인의 중요 

성에 대한 인식이 폭넓게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 

까지 디자인경영으로 정착화되 기에는 최고경영 

자의 인식부족과 효과적인 지원책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디자인을 통한 고부가가치의 실현은 결 

국 디자이너가 담당하게 됩니다.

디자인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디자인산업의 

주인공인 디자이너의 사기를 높이고 그들의 창작 

의욕을 높일 수 있는 제반여건이 중요하다고 봅 

니다. 이러한 여건은 디자인력과 창의력을 가진 

디자인 전문회사의 활발한 활동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디자인 개발투자비용을 늘리기 

위해 해당기업에 대한 세제혜택•금융지원 등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러한 정책적 지원 계획이 있 

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벤처기업 육성차 

원에서 디자인산업의 뿌리인 디자인 전문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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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및 육성 등 지원책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십 

시오

대통령: 무엇보다도 앞선 기술력의 선진국, 

값싼 노동력의 개발도상국과의 경쟁에서 우 

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해외투자를 촉진 

하고 글로벌 소싱을 추구하는 등 글로벌 네트 

워크를 추진할 것입니다. 새정부는 이를 위해 

관련법규의 정비와 금융상의 지원을 할 것입 

니다.

특히, 디자인 기업을 벤처기업화 하는 데 

보다 많은 지원을 할 것입니다. 디자인 관련 

SOHO 및 대학생 디자인 동아리 등의 활동 

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엔젤 캐피털개인이나 개인투자조합이 보유한 

주식의 매각이익 중 100분의 50에 대해 비과 

세하고, 개인이나 개인투자조합의 주식매각 

손실금과 회사파산 등으로 인한 결손금은 당 

해년도 종합소득과 통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신기술금융회사와 창업투자 

조합등 벤처캐피털의 디자인 기업에 대한투 

자가 배가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벤처기업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디자인 기 

업에 대해서는 산업기반자금상의 수혜폭을 

넓혀나감으로써 금융지원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디자인 기업계에도 기술담보제도와 기술 

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신중 

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술혁신의 사후단계 

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담보제도, 기술혁신의 

중간단계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보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면 새로운 금융지원의 

체계 내에서 디자인 기업들의 활동력도 더 커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재 기술신용보증기금 내에 5개부문으 

로 구성된 기술평가팀에 디자인부문을 증설 

하는 문제도 함께 고려해 볼 것입니다.

전문연구요원제도에 의한 병역특례전문 

연구기관 지정도 디자인 기업으로 확대 실시 

함으로써 우수 디자이너의 디자인산업 참여 

를 확대할 것입니다. 디자인 기업과 대학 및 

연구기관의 파생창업을 활성화시킬 것입니 

다. 이를 위해 사내 벤처지출을 일상적 영업 

비용과 별도 계정으로 처리함으로써 세제상 

기술개발 활동에 준하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또한, 벤처기업 관련 각종 기관들이 입주해 

있는 벤처타운과 창업보육시설에 디자인 기 

업들의 입주를 촉진하고, 교수•연구원•학생 

들로 구성된 기초자원과 교수•공무원•법률 

가•금융인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네트워크로 

묶고 설비지원과 판로까지 알선하여 벤처산 

업화 하겠습니다.

디자인 진단•개발•상품화•판매 등 디자인 

회사들의 경영을 지원함으로써 브랜드를 세

계적으로 키워나갈 것입니다. 무상사용이 가 

능한 고가장비 등을 갖춘 저렴한 집단시설, 

공동정보망 등을 설치하고, 중소기업들이 컴 

퓨터디자인 기기를 저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원체계를 갖추어 나갈 것입니다. 

각종 공모전 및 대회를 통한 선진디자이너의 

발굴, 유망 디자이너를 세계적 디자이너로육 

성하기 위해 세계 유명 컬렉션에의 참가를 지 

원하겠습니다. 디자인 전문기업과 일류 디자 

이너가 결합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고, 또 

한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기술을 

개발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동 

시에 경영자의 디자인 경영의식도 제고할 것 

입니다. 이밖에도 디자인 아이디어상품, 관 

련 자료, 도서, 디자인 용품 등의 유통을 지원 

하는 디자인 전문시장을 개설할 것입니다.

저작권법 •의장법 등에서 디자인 관련 조 

항을 정비하고, 강력한 보호제도를 시현하겠 

습니다. 디자인의 무단복제 및 모방을 불식하 

고, 창의적 디자인 개발을 이룰 것입니다. 

WTO체제의 출범으로 TRIPs 제25조를 이 

용하여 특허를 자국의 기술독점으로 이끌려

포커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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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

는 경향에 강력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특히 

EU의 산업디자인 보호지침이 앞으로 세계 

화될 것에 대비하여 보호조항 외에도 경쟁유 

지를 위 한 조항들을 마련하는 등의 준비를 해 

나갈것입니다.

도시 미관조성의 측면에서도 건축설계시 

부터 디자이너들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시민 

들이 미적 감수성을 일으킬 수 있도록 건물의 

예술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것입니 

다. 이렇듯 디자인 의식을 제고함으로써 조형 

디자인 기업을 벤처기업화 하는 데 보다 많은 지원을 할 것입니다• 디자인 관련 

SOHO 및 대학생 디자인 동아리 등의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 을 아기지 않을 것 

입니다. 이를 위해 엔젤 캐피 털개인이나개인르자조합이 보유한 주식의 매각이익 중 100 

분의 50에 대해 비과세하며, 개인이나 개인투자조합의 주식매각손실금과회 

사파산 등으로 인한 결손금은 당해년도 종합소득과 통산할 수 있도록 지원 할 

것입니다. 또한 신기 술금융회사와 창업투자조합 등의 벤처캐피털이 디자인 기 

업에 대한 투자가 배가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물 설치공간의 다양화, 설치방법의 개발, 건 

물의 용도와특성 및 주위환경에 따른조형물 

설치목적과 기능의 차별화를 이룰 것입니다. 

더불어 디자인 관련 산업이 환경을 고려한 

ISO 14000 인증획득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 

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KIDP : 현재 디자인관련 전공학생들은 매년 3만 

여 명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련학과가 예능계에 소속되 

어 미술•이론교육에 치우치고 있으며 졸업후 산 

업현장의 실무디자이너로 나서기 위해서는 2〜3 

년의 재교육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저희 KIDP는 디자인교육의 전형이 될 국 

제산업디자인대학원을 설립하여 전임 서유럽 교 

수를 초빙하고 해외 유명산업디자인대학에 연수 

파견, 그리고 기업체와의 산학협동 프로젝트 실 

시 등 국제적 안목과 실전감각을 갖춘 전문디자 

이너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타 디자인관련 학교교육도 이와 같이 실무 

능력 배양 등 명실상부하게 현장감각이 있는 디 

자이너 양성교육이 되도록 교육개선을 위한 지원 

계획은 없으신지요?

대통령 :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점은 디자인 

연구의 고도화입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디자 

이너를 지원하는 잠재적 인적자원은 풍부하 

지만 양성기관과 지원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고가상품을 생산했다 할지라도 창의적인연 

구작업이 없다면 고부가가치를 유지할 수 없 

을 것입니다. 특히, 디자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접학문인 색채학•심리학•인체공학 

등과의 학제간Jnterdesciplinary연구를 강화시킬 

것입니다.

각종 디자인 경진대회를 통해서 우수 인재 

를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하고 국제디자인산 

업의 활성화를유도할 것입니다. 이를위하여 

디자인관련 대학 및 전문대학, 학원 등 교육 

기관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현장 실적 중심으로 자격을 인정하는 디자 

이너 등록제도를 고려하고, 중견 패션인의 재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워크숍 형태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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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에서도디자인 정책의 중요성은 누누이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뉴디자인 정책'이 IMF체제 극복을 

위한가장적절하고 효과적인 수단이며 필요한대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림니다. 그러므로 수출전 

략상품에 대한 디자인 개발을 통해서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제 수지개선을 위한 핵심전략이 

되 도록 정 부차원 에 서 적 극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 다.

장 실습위주 교육시스템을 개발할 것입니다.

현 국제산업디자인대학원 이외에도 초 

•중•고등학교 및 대학과정을 설치하여 기초 

부터 튼튼한 디자인 전문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하겠습니다.

KIDP ： 대통령께서는 대선 공으捍시 공약사항제15대대통령 선 

거공약 21 세기로 가는 길，. 제4조 10항 5번으로 한국산업 디자인진 

흥원에 대한 연구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디자인의 

고도화를 통한 중소기업 제품개발을 고부가가치 

화 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시DP는 올해 디자인 연구기반을 조성하 

고 연차적으로 응용연구 및 신모델개발을 촉진하 

기 위하여 부설 '디자인개발연구소 설립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약과 관련하여 앞으로 어떻게 펼쳐 나가 

실지 실천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통령 : 디자인연구는 기초와 응용으로 나 

누어 기초연구의 경우에는 민간에 맡기고 응 

용 및 개발연구의 경우에는 한국산업디자인 

진흥원을 중심으로 연구기능을 전문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기초연구의 경우에는 창의성 

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민간에 맡기고, 정 

부는 한국산업 디자인진흥원을 통한 응용 및 

개발연구 지원기능에 충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교수및 정보확보, 기업연계교 

육, 시설 및 자료의 공동이용 등의 지원을 수 

행할 것입니다.

국가디자인 발전전략 추진기능의 강화는 

작은 정부, 민간 위주의 행정 효율화 등을 고 

려해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의 제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실천할 것입니다. 이에는 한국 

산업디자인진흥원이 마련한 자체 경영혁신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되는 지의 여부가 정 

부 지원의 가장큰관건이 될 것입니다.

디자인 수요를 창출하여 시장을 확대하는 

데에 있어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의 역할 

강화는 필수적입니다. 특히, 일반 디자인기 

업과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사이에 협력체 

제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수 

주하는 체제도 구죽해 나갈 것입니다.

진흥원을 중심으로 각종 디자인 관련 심포 

지엄, 연구발표, 성공사례 발표 등 정보교류 

기회를 확대하고, 업종별•주제별로 전시회를 

전문화하여 우수디자인 기업 및 개인에 대하 

여 포상을 함으로써 디자인 개발에 대한 의식 

을 제고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산•학•연 

연계기능을 활성화하고, 이를 기존의 테크노 

파크에서 벤처사업화하도록 지원할 것입니 

다. 이밖에도 산업별•전략품목별 국가 디자 

인 수준 평가모형을 개발하는 임무를 맡길 것 

입니다.

KIDP ： 이제는 정부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디자 

인 정책을 추진해야만 낙후된 우리 나라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를 살리고 불황을 타개하며 당장 시 

급한 우리 나라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 

도록 디자인을 주요 국가경제정책으로 채택하는 

뉴디자인 정책 을 선언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대통령 : 새정부에서도 디자인 정책의 중요 

성은 누누이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디자인 

정책을 주요 국가정책으로 채택하였음은 이 

미 말씀드린 내용을 보아서도 충분히 짐작하 

시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뉴디자인 정책 이 

IMF체제 극복을 위한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 

인 수단이며 필요한 대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수출전략상품 

에 대한 디자인 개발을 통해서 상품의 수출경 

쟁력을 향상시키고, 국제 수지개선을 위한 핵 

심전략이 되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 추진하 

도록하겠습니다. kidp

포커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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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자인과벤처

2. 디자인 분야의 벤처기업들

3. 디자인의거품을 빼자!

산업디자인지는 디자인 영역의 다양한 주제로의 접근과 컨셉 도출, 

그리고 보다 많은 디자이너의 관심과 참여를 위해 98년부터 각 호마다 

특집부문을 기획 •구성할 외부편집위원 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대유공업대학 박암종 교수가 특집의 기획 •구성을 

운영해 주셨습니다.



IMF 시대에 다 같이 생각한다 - 디자인 서바이벌

EI 자이 기" 由1帆 
L— L

目卜암종 대유공업대학 광고디자인과 교수

위기가 곹 기회인 벤처산업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을 정도로 차고 매 

서운 IMF 한파가 계속되고 있다. 디자인계도 

예외가 아니어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한글과 컴퓨터 , 팬택, 핸디소프트 등 잘 

나가던 1세대 컴퓨터 관련 벤처기업들이 무더 

기로 감원하고 있는 것은 물론 최대 광고대행 

사인 제일기획을 비롯해 LG애드, 대홍기획, 

오리콤 등이 수십 명에서 수백 명에 이르기까 

지 디자이너들을 감원하고 있다. 중소 디자인 

사무실도 예외는 아니다. 국가적인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벤처산업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는 목소리가 높다. 팍스 아메리카니出 Americana를 

새롭게 구가하고 있는 미국도 80년대 말 불황 

속에 벤처산업 吊자를 강화한 결과 오늘의 호 

황을 맞게 됐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불황에 예 

외가 아닌 디자인계도 벤처산업에 눈돌려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발한 아이디어와 창의 

력 하나만으로 생활해 왔던 디자이너들은 이러 

한 기회를 잘 살리면 위기를 곧 기회로 반전시 

킬 수 있다. 불황' , 해고 라는 뼈아픈상처를 

딛고 새살이 돋게 하는 벤처산업을 일궈낼 수 

가 있는 것이다.

97년 H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미국 경제가 

지금같이 호황을 누리는 이유를 한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미국은 네 가구 

중 한 가구꼴로 벤처사업 등 개인사업을 하고 

있거나타인의 벤처 비즈니스에 투자하는 벤처 

천국 • 잘 알다시피 미국은 70년대 오일쇼크 이 

후 경쟁력이 꺾이자 2류국가란소리까지 들었 

다. 그러나 80년대 후반들어 정부와 기업의 뼈 

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눈부신 재기에 나섰 

다. 여기에 윤활유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다름 

아닌 벤처기업이다.

우리 나라는 올해 안에만 백만 명 이상의 실 

직자가 생길 것이라는 통계 결과가 발표되었 

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벤처기업 육성은 

필연적인 국가 대人P陣로 대두되었다. 개인으 

로 보면 정부의 효율적인 지원이 있건 없건 간 

에, 아직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실직자들 

은 가만히 있지 않고 벤처기업 창안에 몰두할 

것이다. 그러나 아이디어만 있다고 해결될 문 

제는 아니다. 벤처기업의 내면을 잘 이해하고 

도전해야 한다.

피와 땀으로 일궈내야 하는 벤처기업

벤처기업은 말 그대로 모험심과 인내심 뿐 

만 아니라 창의성이 없으면 시작을 하지 酔卜 

야 한다. 성공한 벤처기업들을 보면 하나같이 

이러한 내용에 충실했던 기업들이다. 1988년 

창업한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에 있는 광통신 

분야 벤처기업인 '이테크E-TEK，는 창업자가 테 

레사 판씨 부부이다. 그들 부부는 이제 백만장 

자의 대열에 합류하였다. 그러나 기술개발이 

벽에 가로 막혀 밤잠을 이루지 못했던 좌절을 

비롯해 인건비와 연구실 임대료도 주지 못해 

쩔쩔매야 했던 아픈 과거도 있다 거기다 자금 

난으로 몇 차례나 변변찮은 장비까지 처분해야 

했던 절박한 기록으로 점철돼 있다. 이같이 거 

듭되는 고통이 오히려 강한 인내심과 도전정신 

을 일깨웠고, 결국은 살아남아 이곳 투자회사 

로 하여금 1백20만 달러를 선뜻 내놓게 만들 

정도로 강한 회사를 만들었다.

또한 '네티즌皿叱口，이라는 대 재미동포 

1.5세들이 창업한 소프트웨어 벤처기업은 97 

년 10월 우리 나라 한솔그룹으로부터 거금 1백 

만 달러를 유치했다. 그전까지 4명의 창업자들 

은 낮에는 운영경비를 벌기 위해 타 기업의 홈 

페이지를 디자인해 주면서 모두가 곤히 잠든 

밤에 자기들의 사업에 매달리는 생활을 계속해 

왔다. 시간과 돈을 아끼려고 차디차게 식은 피 

자 한 조각으로 저녁을 대신하다가 결국 체해 

응급실로 달려가기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한 

다. 또한 오랜 밤샘으로 1주일 이상 눈의 충혈 

이 풀리지 않아 시력을 잃게 되지나 않을까 걱 

정한 일도 비일비재했다고 한다. 그렇게 참고 

견디며 인내심을가지고구축한기술력을무기 

로 이들은 올해 세계 정보통신업체가 깜짝 놀 

랄 새로운 이메일 서버 프로그램을 내놓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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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하고 있다.

실리콘벨리 벤처기업 지망생들 중에는 투자 

자들의 무릎을 치게 만드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손쉽게 창업자금을 구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점은 벤처기업의 대부인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가■ 했던 것같이 대부 

분 허름한 다락방이나 차고 한켠에서 밤잠과 

휴일도 잊고 기술과 아이디어를 갈고 닦는다. 

최악의 상황을 견뎌내는과정 속에서 경쟁력을 

길러가는 것이다. 창업 초기 벤처기업에게 지 

금의 국내 경제사정은 정말 생존이 힘들 정도 

로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벤처기 업은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벤처Venture，라는 말이 붙는 것이다 벤 

처 기 업은 성공가능성 이 낮은 만큼 성공을 위 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자연히 경쟁 

력이 길러지는 것이 특징이기도 하다. 도전정 

신과 자신감을 가진 벤처기업가들에게는 오히 

려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 

을 수 있는 기업을 만들어내는 기회일 수 있는 

것이다.

창의성은 기본, 거기에 인내와 끈기로 무장

디자인 분야도 얼마든지 이러한 각오를 가 

지면 성공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IMF 한파로 

디즈니와 같은 외국 캐릭터들이 고전하는 가운 

데 97년에 15억 원의 매출을 올려 지난 96년보 

다 3백%의 성장률을 기록한 （주）매스'由가 좋 

은 예이다. 올해 목표액만도 25억 원으로 책정 

한 （주）매스는 대기업에 비교할 때 그다지 놀 

랄만한 실적은 결코 아니지만 국내 캐릭터 업 체 

들 가운데선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 업 

체의 성공비결은 다름 아닌 시장흐름 및 거래 

업체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한 후 그에 따른 전 

략적인 캐릭터 개발에 치중했다는 것이다. 거 

기에 남들이 거들떠 보지 않은중소기업, PC통 

신, 방송프로그램 등과 같은 미개척 캐릭터 시 

장을 집중 공략하는 과감한 마케팅 전략이 적 

중했기 때문이다.

지난95년 KBSTV의 '혼자서도잘 해요 

와 TV유치원 하나 둘 셋 프로그램을 비롯해 

연세대학교 캐릭터 외 8종을 개발한 데 이어, 

96년엔 서태지와 아이들 , 오뚜기식품의 '오 

뚜기 , 0B맥주 '사운드' 캐릭터 등 12종을 성 

공시켰다. 작년에 히트친 32종 캐릭터 가운데 

는 참존화장품의 청개구리 박사, PC통신 천 

리안의 '캐피', 청소년스타 'H.O.T, '젝스키 

스 와 쿨' 등이 우리에게 낯익은 대표적인 작 

품들이다.

（주）매스의 성공은 창의력이 바탕이 된 과 

감한 벤처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천리안을 고객으로 확보한 

것이다. 97년 초 치열해지는 PC통신업계가 앞 

으로 유력한 캐릭터 시장이 될 것으로 예측 • 

판단하여 천리안을 방문하였다. 이때 매스는 

캐릭터를 이용한 각종 이벤트를 비롯해 사은 

품, 전문매장 개설 등 숱한 아이디어들을 천리 

안에 제시했다. 사업 기획안을들고수십 번 찾 

아갔으나 천리안측의 반응은 의외로 냉담했 

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5개월에 걸친 끈 

질긴 재시도 끝에 캐릭터를 도입키로 결정케 

했다. （주）매스의 예는우리에게 벤처기업들이 

어떤 정신으로 도전해야하는지를 명쾌히 보여 

주고 있다.

누구도 생각 못한 '5초간의 공백 공략

소위 말하는 눈 깜짝할 새 를 놓치지 않고 

이에 도전하는 벤처기업도 있다. 97년 말 이혁 

재미국명 皿 Lee씨는 창의력 하나로 실리콘벨리에 

인터넷 광고마케팅 사업을주목적으로하는 스 

트리믹스Streamix，사를 차렸다 세 계 유수의 보스 

턴컨설팅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직장인이었던 

그는 아이디어가 떠오른 순간 주위의 만류를 

뿌리친 채 모험을 감행하였다. 그가 노리는 시 

장은 바로 '5초간의 공백 이었다. 푸시Pu』기술 

을 이용한 차세대 마케팅 수요 예측 광고 개발 

이다. 예를 들어 만년필 회사 광고의 경우 입학 

생 및 졸업생을 가진 가정의 PC인터넷 화면에 

만 집중적으로 띄워주는 것이다. 상품회사들 

은 자사 물건을 살 만한 연령, 지역, 계층의 소 

비자를 정확히 가려내 인터넷을 통해 광고해 

주기 때문에 높은 광고 효과를 얻을 뿐 아니라 

광고비용도 줄일 수 있는 기술이다.

현재 몇몇 광고제품의 개발을 실험 중인 스 

트리믹스는 이미 작년 말부터 본격적인 광고 

띄우기와 광고주 확보에 들어갔다. 현지 전문 

가들은 이들의 인터넷 광고기술에 관심을 갖는 

광고주가 많다고 말한다. 인터넷 이용자가 다 

운로드를 받을 때나 웹페이지를 다른 웹페이지 

로 넘길 때 생기는 평균 5초 정도 되는 짧은 대 

기시간에 화면 전체를 채우는 광고를 내보내는 

최첨단 방식이기 때문이다. 다른 웹페이지로 

넘어가면 광고는 자동으로 작은 창으로 줄어들 

게 만들었다. 광고나 정보를 자세히 보려면 이 

창을 클릭하면 되는 것이다. 광고 외에 평소 주 

문한 증권이나 스포츠 둥의 정보를 함께 볼 수 

있다. 이용자는 어차피 소비하는 5초간의 웹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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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전환 시간 중 광고나 정보를 보기 때문에 

거부감을 갖지 않는 것이 이 기술의 특징이다. 

바로 이같이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분야시간과공간 

에는 무한한 벤처기업의 원인들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

벤처정신은 오랜 경험에서도 나온다

벤처기업은 연령에 관계없이 일을 벌일 수 

있다. 고등학생이 사업체를 차려 사장으로 활 

동할 수도 있고 대학생이 재학 중 기업을 차릴 

수도 있다. 최근 이러한사례들이 빈번히 매스 

컴에 오르내리고 있다.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도전 가능한 것이 바로 벤처산업이다. 불황에 

서도 일부 벤처기업들은 꾸준히 신규인력을 뽑 

고 있는데 수호신 이라는 해킹 차단용 파이어 

월 소프트웨어로 유명한 사이버게이트 인터 

내셔 날6bergate International* 은 "고졸이 라도 C언어 

에 능통하면 얼마든지 채용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94년 인터넷 접속서비스isp업체로 

출발한 넥스텔Nextef 도 “창의 력있는 젊은이의 

지 원을 바란다'고 광고하고 있다.

그러나 벤처기업이란 것이 반드시 연령이 

낮고 패기만만한 사람으로부터 탄생되는 것만 

은 아니다. 기존의 틀을 깨면 그곳에서도 벤처 

의 정신을살려낼 수 있다• 즉 창의력도 경험으 

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최근 광고계에서 

돌풍을 일으킨 광고대행사 웰콤이 좋은 예가 

된다.

96년 레간자 발매에 맞춰 그 수주전은 광고 

액수에 걸맞게 광고계의 하나의 화젯거리였 

다. 당시 최종 3차 결선에 올라 온 （주）코래드 

와 （주）웰콤이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 앞에서 1 

백억 원짜리 광고 대행권을 놓고 한판 승부를 

벌였다. 앞으로 선보일 대우자동차의 중형승 

용차，레간자，광고 프리젠테이션에 다른 경쟁 

업체들은 이미 예선전에서 탈락했고 두 회사가 

이 날 맞붙게 된 것이다. 코래드는 그 동안 대 

우자동차와 대우전자의 굵직굵직한 광고를 독 

식해 왔으나 레간자 광고 수주전의 결과는 충 

격적으로 코래드의 패배로 끝났다.

〃컨셉이 다르다. 아이디어가 창조적이다〃는 

게 웰콤 프리젠테이션에 대한 김우중 회장의 

최종 심사평이었다고 한다. 당시 화제가 된 이 

수주전은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할만 하였다. 

왜냐하면 웰콤의 간부들인 박우덕 사장, 문애 

란 부사장, 김태형 부사장 3인방이 모두 코래 

드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이 3인방은 다름 아 

닌 지난 87년 코래드에서 나와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웰콤을 세웠던 사람들이었다. 틀에 박 

힌 기존의 조직사회의 경직성에 못이겨, 아이 

디어로 생활하는 그들은 자신의 욕구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한 공간을 원했던 것 

이다. 결국 서울 충무로에서 사무실 1개, 직원 

7명으로 출발한 웰콤은 연평균 60〜70%의 성 

장률을 기록하면서 , 현재는 하우스에 이전시를 

제외한 독립광고대행사로선 1〜2위를 다툴 정 

도로 성장했다.

그들이 제작한 에바스 화장품의 AM 10：00, 
세진컴퓨터랜드의 컴맹없는 나라 - 진돗개편, 

빙그레우유의 행복한 젓소편, 김삿갓의 소주 

위의 소주, 삼성전자 냉장고의 문단속 - 독립 

만세편을 비롯해 화제를 불러 일으킨 프로스펙 

스의 정신대편, 만년 하위를 면치 못했던 대우 

차를 최고의 판매대수로 추켜 올린 대우의 레 

간자 소리가 성능이다 편 등 모두 아이디어

IMF시대에 다 같이 생각한다-디자인 서바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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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반짝이는 벤처정신이 가미돼 좋은 평을 받 

았다.

어떤 분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나

'벤처 라는 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할수 있다.

첫째, 벤처에 포함된 의미는 위험, 모험, 

불안, '대담 등의 뜻과 함께 '창의력', 파 

괴, 부정, 혁신 등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즉, 벤처는 기존의 것을 파괴 • 부정 • 탈피하 

고자하는 창의적 사고의 바탕 위에 현재의 어 

려움과 위험을 무릅쓰고 미래의 성공을 위해 

투자한 기업이다.

둘째, 벤처기업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누가 하겠지 하면 

서 하지 않는 것, 또는 누구나 힘들고 고생돼서 

기피하는 것들 속에 숨겨져 있다.

셋째,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방안에는 두 가 

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완전히 새로운 업 

종을 만들어 내는 방법과 다른 하나는 발전 가 

능성이 있는 기존의 것에다 새로움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넷째, 벤처기업은남男•녀女 •노老•소少，과거過去 •현 

재聊•미래未來, 원遠•근등 시간特間•공간空間을 불 

문하고 어느 곳에서도 아이디어를 찾아내 창업 

할수있다.

이러한 세 가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디자인 

분야에서 창업할수 있는 벤처기업들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먼저 새로우면서도 아직 불모지에 가까운 

것으로는 디자인 관련 프로그램 개발 전문업체 

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홈페이지 제작 프로 

그램을 비롯해 편집디자인 프로그램, 그리고 

서체 개발 프로그램, 게임 프로그램 등과 같은 

것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들은 전부 외국 

업체가 제작한 프로그램들이 국내 시장을 석권 

하고 있는 것들이 다.

그리고 기존의 업종 중에서도 발전 가능성 

이 많아 도전해 볼 만한 업종으로서는 캐릭터 

제작 전문업체, 서체 개발 전문업체, 멀티미디 

어 제작 전문업체, CD롬 타이틀 디자인 전문 

업체, 특수 애니메이션 제작 전문업체, 포장디 

자인 제작 전문업체, 정치광고 제작 전문업체 

등이 있다.

좀 생소한 업종으로서는 상호 이름 및 제품 

브랜드 개발 전문업체, 디자인 한정용품 개발 

전문업체, 벽지 • 넥타이 등 패턴디자인 개발 

전문업체, 각종 다이어그램 제작 전문업체, 마 

스코트 제작 전문업체, 제품 설명도 제작 전문 

업체 등과 같이 보다 세분화된 전문분야의 업 

종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이다.

밴처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최근 통계를 보면 프론티어Ler 정신을 건 

국이념으로 한 미국은 그에 걸맞게 해마다 90 

만 개의 회사가 신설되고 80만 개의 업체가 문 

을 닫는다고 한다. 이는 기업의 창업과 대출이 

그만큼 자유롭다는 것이며 벤처기업은 경제가 

동맥경화에 걸리지 않도록 항상 신선한 피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미 

국은어느나라보다도 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 

하는 금융시스템도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효율 

성있게 발전해 왔다. 그 결과 96년 미국에서 이 

뤄진 벤처 투자 건수는 1천 5백여 건에 이른다. 

이는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 50% 이상 많은 수 

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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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향은 97년에도 계속돼 3분기에만 

미전역에서 35만 7천 달러가 투자됐다. 이처 

럼 벤처산업이 활성화된 것은 정부조직의 축 

소와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부문의 경쟁을 촉 

진한 결과다. 결국 정부주도의 구조 조정에 따 

른 노동시장의 유연성, 창업절차의 간소화, 낮 

은 세율 등이 벤처기업 육성의 토양이 됐고 벤 

처기업이 이 안에서 성장해 경제를 살찌우는 

선순환館鹹 이 오늘의 미국 경제를 이끌었다 

고볼수 있다.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때 이 

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도 하루 빨리 

이웃 나라 대만과 같이 누구나 창업을 자유로 

이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야 하며 그에 

따른 세제지원과 저렴한 금리의 금융지원이 뒤 

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벤처캐피털Ve"ure Capital 

과 같은 공공 및 민간인의 투자금을 모아 정부 

가 일정 혜택을 주고 공인된 전문가가 이를 관 

리하는 공공벤처의 설립이 적극추진돼야 한다 

는 주장도 많다.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국내 최대 규모의 초 

대형 전자유통단지 '테크노마트fchnomart，가 98년 

4월 초에 개장한다. 정보통신부는 금년 초 이 

테크노마트를 소프트웨어 진흥구역으로 처음 

지정했다. 앞으로 테크노마트에 입주하는 업 

체들은 공동입주에 따른 입주자금을 지원 받고 

취득세나 등록세 등의 세금을 감면받는 등 각 

종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 조치는 벤 

처기업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하다. 이 

외에도 최근사업계획이 확정된 전국 6개 지역 

테크노파크의 입주기업 선정을 서둘러 벤처기 

업의 활동공간을 속히 확보해야 할 것으로 지 

적되고 있다.

차제에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내에도 이러 

한 디자인 관련 벤처기업 창업지원센터를 설치 

해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변호사, 

변리사, 컨설팅 전문가를 위촉해 창업 절차 안 

내, 진출 업종에 대한 컨설팅, 창업 자금 대출 

문제를 상담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 

는 그런 기구를 설치하면 좋을 것이다. 더 나아 

가 그 동안 수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통해 전 

세계에 구축된 네트워크를통해 국내 벤처기업 

의 해외진출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찾아보면 

많은 지원업무가 있을 수 있다. 실직자가 엄청 

나게 늘어난 디자인계를 위해, 이는 한국산업 

디자인진흥원 본연의 업무에도 정확히 부합되 

는 일이기 때문에 주저할 이유가 없다. kidp 

이번 호의 특집을 기획구성한 박암종朴岩鐘 교수는 1956 
년 충남 대전 출생으로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학 

과와 동 대학원 시각디자인과를 졸업하였다. 세계평화교 

수협의회 미술부장과 그곳에서 발간되는 월간 '광장'의 

미술장을 역임하였으며 , 도서출판 일념과 주류의 아트 

디렉터를 겸임하였다. 이후 디자인 기획사무실 '도원디자 

인프로덕션'을 설립, 운영하였고 월간 '디자인'지의 객원 

편집장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대유공업대학 광고디자인 

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 이 

사, 출판문화학회 이사, 한국애서가클럽 이사, 월간 '디자 

인' 명예편집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월간 '디자인'지에 93년부터 94년까지 '한국디자인 

의 원형'을 1 년간 연재하였으며, 95년 8월호부터 96년 2 
월호까지 '한국디자인 100년사'를 연재하여 개화기 이후 

부터의 디자인사를 국내 최초로 정리하여 주목을 받았다. 

현재도 '박암종의 디자인 역사찾기'라는 컬럼을 통해 국 

내 디자인계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원로들의 대담 

을 연재하고 있다.

저서 및 논문으로는 기네스북에 등재된 국내 최소형 

책자인 금세기 위대한 30인의 디자이너'와 '정확하고 효 

율적인 인쇄관리' 등의 저서가 있으며, '잡지편집디자인 

에 있어서 아트디렉션에 관한 연구', '고서의 계선체계와 

그리드 시스템에 관한 연구', "한국의 전통적 비례체계인 

금강비례에 관한 연구', '한국 현대 목판화의 가능성', '한 

국 잡지편집디자인 100년의 변화', '국내 장정의 변천과 
특성개화기7965년도，,，광복전 한일간 디자인 관련 분야의 교 

류에 관한 연구，외에 여러 편의 논문이 있다.

IMF시대에 다 같이 생각한다-디자인 서바이벌 industrial design/march•april/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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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아트샵

• 이미지드롬

• 인포로직

• 마노디자인 & 컨설팅

우리에겐 아직 정보통신분야나 기술에만 국한된 인상을 지울 수 

없지만 사실 아이디어 하나로 승부할 수 있는 디자인 분야에 우리는 

무한한 벤처기업의 잠재력을 키울 수 있다.

지금、불황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독자적인 노하우를 자랑하고 

있는그들。）을 만나보았다. 벤처기업의 성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가까이에 함께하는 디자인이기 때문이다.

김향희 （KIDP 출판사업팀 기자,）



옛날에 집이 되고 싶은 양철이 있었다. 매일 집 

으로 태어나는 꿈을 꾸다가 1997년. 그 집이 되고 

싶어하던 양철은 결국 예쁜 양철집이 되었다.

Li산백화점 맞은편의 한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 

가다 보면 온통 양철로 뒤덮인 멜랑꼴리(?) 

한 집이 있다. 간혹 카페로 오인하고 들어올 정도라 

는 이곳은 CF 애니메이션과 특수영상을 제작하는 

곳. 우와, 양철집의 대장 김문생 감독이 내미는 명 

함까지도 양철이다.

코카콜라, 환타, 꿈틀이, 아이셔, 울트라 녹스, 

롯데 미니샌드, 숯불 갈비맛 햄 치토스 등 현재까 

지 각종 애니메이션 TV CF들을 제작했다.

연출팀, 아트디렉터, 촬영, 관리팀 등 총 8명으 

로 이루어진 이 곳. 김문생 감독은 애니매이션이나 

특수촬영의 매니아들이 모여 표현의 형식을 더욱 

전문화한 곳이라고 소개한다. 현재 국내의 수 많은 

광고 프로덕션과의 차별성이 바로 이것인데 다양한 

캐릭터들과 컴퓨터 영상기법을 활용한 3차원 애니 

메이션, 그리고 특수영상 제작에 관한한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이 분야 국내 광고 물량의 50%이상을 

제작하고 있다.

따라서 양철집은 그간 쌓아온 노하우와 퀄리티 

에도 자신감이 있어 벌써부터 해외 마켓만 담당하 

온통 양철로 뒤덮혀 있는 양철집

서울 강남구 청담동 40니 3
Tel. 02-516-3303

Fax. 02-516-1014

는 칩플래너를 통해 작품 비디오테이프를 발송하거 

나 홈페이지의 메일을 통한 해외 클라이언트와의 

접촉으로 해외 시장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IMF라는 어려워진 상황이 오히려 단순히 해외 

제작만을 우선시하던 국내 기업들의 의식변화와 나 

아가 환차손에 의한 국내 애니메이션의 해외 수출 

이라는 돌파구 모색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또한 현재 짧은 제작기간에 따른 문제점과 

아무리 높은 수준의 퀄리티라도 단지 국내에서 제 

작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무 

조건 해외 업체에 의뢰하면 좋다는 기업주들의 생 

각들이 변화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담배꽁초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무궁한 이야기 

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세히 관찰하면 그 사람의 성 

격이나 습관도 알 수 있죠. 사물 하나하나, 사소한 일 

하나에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날 수 있는 셈이죠 ”

애니메이션 속에 묻어나는 무궁무진한 상상력. 

13년 경력의 김감독이 보여주는 재미있는 아이디 

어의 세계가 결코 무심코 만들어지지 않은 것임을, 

바로 생활 속의 관심이 독특한 아이디어와 그들만 

의 노하우를 만들게 한 것임을 잘 알겠다.

앞으로 클레이 등의 복합재료를 이용하거나 폐 

품 활용 재료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양철집만의 차 

별화를 더욱더 구축할 계획이다. ki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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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서남철 실장, 홍동원 실장, 유재갑 실장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6-40
Tel. 02-562-4141
Fax. 02-562-5495

저문분야? 그런 것은 없다. 디자인전문회사 디 

£2자인중심은 시각디자인, 산업디자인, 미디어, 

이벤트, 광고, 니 Lab연구소, 경영지원실 7개팀 40 

명으로 이루어졌다. 광고, 영상, 시각, 제품 기업 CI, 

BI, 각종CF, 홍보이벤트, 미디어 플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이라면 모두 OK.

아는 사람들은 다 알만한 각 분야의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이 뭉쳐 컨셉을 세우는 단계에서부터 기업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활동의 모든 과정을 일관 

되게 진행할 수 있음을 무기로 지난해 3월 설립되 

었다. 각 분야별로 프로젝트 의뢰가 오면? 물론 담 

당 실장이 대표 역할을 수행.

홍동원 실장 : 시각디자인 실장. 조선일보 정보섹션 

굿모닝디지털 아트디렉터

디자인중심은 디자인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제 

공한다. 기업이나 제품에 행해지는 모든 이미지 작 

업에는 통일성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적 

으로는 분야별로 각기 다른 전문회사에서 작업이 

진행된다. 따라서 클라이언트들로부터 항상 한 분 

야가 마음에 들면 다른 분야는 불만스러운 경우가 

많아 컨셉의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디자인중심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 해 

결방법으로 각 분야의 전문화된 팀들이 연합으로 

구성되어 서로의 컨셉에 도움을 주고받고 있다.

각각의 디자인 업무들은 서로 겹치는 부분이 많 

다. 이것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질 것이다. 디자 

인중심은 각 분야별로 다른 서로의 노하우를 경험 

할 수 있고 기존의 틀에서 탈피하여 분명한 컨셉 돌 

출을 위해 몰두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다. 물론 클라이언트들에게도 반응이 좋을 뿐 아니 

라 디자인중심만의 차별성에 큰 몫을 하고 있다. 이 

런 형태의 디자인 회사가 없었기 때문에 창립 전에 

도 10개월간 철저하게 시장조사와 시스템의 가능 

성을타진했다• 한 마디로 디자인중심 = 행복한 시 

스템', 항상즐거움이다.

유재갑 실장 : 산업디자인실장. LG전자 유럽현지 

법인 디자인디렉터 역임

출발 시점부터 삼보컴퓨터 , 새한그룹 등 국내 대 

기업들과 대규모 커뮤니케이션 관련 비즈니스를 시 

작했으며 SBS 서울방송, 나래이동통신과는 컨설 

팅 서비스를 비롯하여 제품 디자인 개발에 이르는 

Tumkey 프로세스로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다. 디자인중심의 이러한 시스템의 효과는 

특히 삼보컴퓨터의 제품디자인에서부터 광고 런칭 

에 이르기까지 모든 디자인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 

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아, 각종 시각물의 경우에 

도 실명제를 도입, 꼭 DESIGN BY 디자인중심 

을 상용화하고 있다.

서남철 실장: UI Lab 연구소장. LG냉장고, 동글이 

청소기 , LG컴퓨터 등의 제품디자인 진행

국가 차원의 벤처기업 육성에 따라 앞으로 한국 

산업 디자인진흥원과 연계하여 벤처기업을 타겟으 

로 한 지도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한편 그들은 단지 기업들의 디자인 개발만이 아 

니라 디자인중심 이라는 얼굴로 자체 브랜드 사업 

도 추진 중이다. 자체 브랜드 사업의 첫번째 제품으 

로 시계를 출시한 것 . 앞으로 세계 시장과의 접목을 

통해 최고의 브랜드 개발 또한 가장 역점을 두고 있 

는분야라고 한다.

한 번 관계를 맺은 기업과는 평생의 파트너로 디 

자인의 진실을 알리는 선교사적 입장에서의 역할을 

추구하고 싶다는 디자인 중심은 그래서 매일매일이 

꿀꿀한(?) IMF시대에 더욱 적극적인 아이템 개발 

을 계획하고 있다・ kidp

자체 브랜드 사업의 첫번째 제품 디자인중심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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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CI 전문회사

로고 뱅크
서울 강남구 삼성동 35 - 25 한주빌딩 3층
Tel. 02-549-5048
Fax. 02-549-5090

에스포디자인연구소가 벤처사업으로 97년 설 

■二1 립한 로고뱅크는 VC|VSntUre。이叩孙 Identity 개 

념의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전문。회사이다.

일종의 브랜드 개념으로 기존 대기업의 CI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던 엑스포디자인연구소가 고 

가 브랜드라면 로고뱅크는 바로 중저가 브랜드 전 

문회사인 셈.

소규모 벤처기업의 창업시 개발 아이템, 투입되 

는 인력과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더욱 세분화된 마 

케팅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로고뱅크의 설립 

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프로젝트의 가격 문제를 

해소하여 노하우와 네임밸류 측면에서 독자적인 

인지도를 제고하고 있다.

디자인에 대한 마케팅은 간접적 세일즈이다. 니 

즈가 있는 곳을 항상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엑스포 

디자인의 가족들은, 시장 확산을 위해 설득을 통한 

교육을 병행해 나가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없 

이 널려있는 아이템들을 개발하고 있다.

4명으로 구성된 로고뱅크는 인력과 장소, 공간 

에 따른 경영자원의 효율화를 기한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많다고 정석원 소장은 강조한다.

새로운 시장은 간접적으로 보이지만 접근방법 

은 디자인 회사 고유의 마케팅 전략이 기존 마케팅 

과의 차별화를 통해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시장을 볼 줄 아는 안목과 혜안이 필요하다는 정 

석원 소장. 이제는 유행어가 되어버린 IMF라는 단 

어가 디자인 전문회사에도 또다른 변화모색을 재 

촉하고 있다며 최근 디자인 전문회사의 역할은 과 

연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한다.

기분좋은 회사, 연구하는 회사, 꿈이 있는 회사 

라는 이곳의 사명처럼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로고 

뱅크의 프로젝트들이 특히나 힘겨운 중소기업들의 

이 미지 제고에 일익을 담당하기를 기 대한다. k idp

鹼 BANK

8
CI&MARKETING

로고뱅크의 가족들.

로고뱅크는 엑스포디자인연구소의 사내 벤처 개념으로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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云］ 근 몇 년 사이, 우리 가정의 거실에서도 마티 
亠I 스나 고호, 모네, 마네 등의 작품을 쉽게 볼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이 그림들은 원화가 아니라 

원화를 프린트한 아트상품들. 이처럼 예술작가들 

의 그림이나 작품들을 상품화한 아트상품들은 그 

림에서 열쇠고리, 넥타이, 접시, 컵, 메모지 등 그 

종류 또한 다양하지만 아쉽게도 국내에서 시판되 

고 있는 상품들은 거의 모두가 외국에서 제작된 수 

입품들이다.

그러나 수입품 위주의 시장 속에서 국내 작7k들 

위주의 샵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다. 가나화랑이 

운영하는 가나아트샵이 바로 그곳.

“생활 속의 미술의 향기 , 가나아트샵이 함께 합 

니다” 란 컨셉 아래 판화카드, 달력, 포스터, 작가들 

의 그림이 들어간 컵이나 식기류, 시계같은 아트상 

품들이 현재 150여 종 판매되고 있다.

96년 12월 가나아트사업부가 신설되면서 현 

재 인사동, 청담동, 부천, 동방플라자, 분당 삼성 

플라자 등 5개의 샵을 운영하고 있다. 그 지역적 

특성이나 소비자층에 따라 구비 아이템이나 인테 

리어 등에도 신경을 쓴다. 작년 상반기까지는 수 

입품이 50%를 차지했지만 차츰 국내 작가들의 

다양한 상품 개발로 올해에는 수입품 물량을 줄여 

나갈 계획이라는 아트사업부의 허원 과장은 현재 

2명의 디자이너가 철저한 시장조사와 자체 품평 

을 통해 아이템을 선정한다고. 또한 가나화랑 전 

속작가 20명을 비롯하여 아이디어는 좋지만 판로 

가 없는 작가들의 작품을 위탁형태로 판매하기도 

한다. 물론 100% 작가들의 작품이기 때문에 다 

양한 품목에 비해 소량 생산하여 한정 판매하고 있 

다. 가격대도 열쇠고리나 책갈피의 경우 1,000원 

부터 판매되고 있고, 특히 작년 11 월부터 시판하 

기 시작한 판화의 경우 고인들의 작품은 5,000 

원, 생존작가들은 8,000원에서 23,000원의 가 

격대지만 하루 1 백만원 내외의 매출을 보이고 있 

어 시장 전망을 더욱 밝게 하고 있다.

으레히 갤러리나 화랑이라면 작품을 전시하는 공 

간이라는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그 작품들을 새롭게 

실생활에 가까이 할 수 있는 상품으로 개발하여 화 

랑측에는 매출증대로 , 소비자에게는 유명 작가들의 

그림이나 작품들을 생활속에 가까이 할 수 있는 누 

이 좋고 매부 좋은 효과를 올리고 있는 셈. 앞으로 

민화, 전통문양을 이용한 상품 개발로 국내뿐 아니 

라 해외로 시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kidp

독자적인 아트상품 개발 __________________

가다아트샵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94-4 하나로 빌딩 1003호 

Tel. 02-734-8620/22 
Fax. 02-723-2193

가나아트샵 입구

가나아트샵 내부

작가판화상품/이대원 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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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그래픽 소프트웨어 전문회사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7-11 유니온 센터 511 호
Tel. 02-508-1233
Fax. 02-508-1232 이 미지 드롬

이미지드롬에서 개발한 각종 그래픽 소프트웨어들

C ［미지드롬. 94년 설립. 철저한 실력위주의 동 
이 I문 8명으로구성.

유니테 선경그룹, 한국이동통신, 일본 동경예 

대, 삼성전자, 특히 지난 해 제작된 NIX & 

STORM 웹서비스 기획 제작에 이르기까지 홈페 

이지 제작에 관한 한 최고로 인정받고 있는 곳.

하지만 이미지드롬은 단순히 월드 웹 사이트만 

을 제작, 지원하는 디자인회사로 평가받는 것을 거 

부한다. 그래픽 환경 인터페이스 개발, 웹디자인 

월 ［二 와이 匚 웹 서 버 토털 솔루셔World Wide Web Server 

丁。히 S이ution 제고 진보된 개념의 그래픽 응용 프루口 

램 개발, 디지털 스톡 포토그래피叽任히Stock Potography 
및 웹 소스Web Source 제작, 각종 어플리케이션 그래 

피컬 유저 인터페이스 개발, CD롬 타이틀 개발, 정 

보초고속도로에 대비한 새로운 오퍼레이팅 시스템 

및 기타 서비스에 관한 프루 투 타입 개발' 등이 그 

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분야이다.

인터넷과 멀티미디어 관련 서비스, 그래픽 소프 

트웨어 개발, 인터페이스 제작을 중심으로 그 사업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는것.

특히 자체 저작권을 보유할 수 있는 이미지 합성 

프로그램에서 사용자들이 원하는 효과를 간편하고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각종 디지털 백그라운드, 

3D 오브젝트 등의 소프트웨어 개발에 요즘 한창 

신이 나 있다.

이미지드롬에서 현재 출시했거나 개발하고 있 

는소프트웨어들은 모두 5종류.

Imazine The Tools, Imazine The Photos 

Series, Imazine The Web Series의 제품들이 

바로 97년 8월, 보스톤에서 개최된 세계적 규모의 

맥월드 엑人푸Macworld Exp。에 참가하여 딜러들의 관 

심을 받은, 이미지드롬의 신바람나는 전적들이라 

고 홍상진 대표는 말한다. 98년에도 맥월드 엑스포 

샌프란시스코 98에 참가하여 Imazine The 

Photos Woodies, Digital Backgrounds 2를 발 

표할 예정인데 앞으로도 지속적인 디자인 이미지 

툴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해 미국내 시장을 적 

극적으로 공략할 생각이다. 지난해 가을에는 미국 

에 현지법인인 이미지드롬 샌프란시스코를 설립하 

기도했다.

개발된 소프트웨어들이 아직은 기존 3D에 이미 

지만 입력한 초보단계이지만 앞으로 모델링데이터 

까지 완성하여 외부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물 

론 개발환경이 만만치만은 않다고. 백그라운드 개 

발에도 무려 5〜6개월이 걸리고 개발비용이 많이 

드는 것. 하지만 장기적으로 전망을 두고 있는 분야 

는 역시 이미지합성 소프트웨어의 개발이라고 홍 

상진 대표는 자신있게 강조한다. ki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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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판분야 소프트웨어 전문회사

인포로직

이창학사장

서울 강남구 논현 1 동 53-4 효진빌딩 2층
Tel. 02-516-6030
Fax. 02-518-5285

人 ［리콘벨리. 그 어감에서 느껴지는 무한한 가 

E능성의 세계만큼, 수많은 정보의 물결이 그 

곳에 있다고들 한다. 지난 5월 국내 최초로 실리콘 

벨리 산호세에 소재한 국제창업보육기관인 

LBfntemati0nal Bussiness Incubator에 이주하여 도립시■무실 

을 운영하고 있는 인포로직은 사실 전자출판용 서 

체 디자인전문회사인 윤디자인연구소의 윤미 디어 

사업부에서 독립한 전자출판분야 소프트웨어 전문 

회사. 83년부터 소프트웨어 개발에 몸 담아온 이창 

학 사장과 6명의 팀원들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로 디 

자인된 한글서체만 1,000여 가지이다. 또한 일반 

적인 그래픽 및 폰트 데이터베이스 개발과 다이아 

몬드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컴퓨터관련 소프트웨 

어를 개발하고 있다.

특히 세계 최초의 트루타입Me Type 서체의 불법 

복제 방지기술과 압축기술을 적용시킨 TteTrue Tvpe 
Enhanced 포맷을 개발하고 상품화를 진행하고 있으 

며 다양한 서체 포맷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그래 

이스케일 문자표현기술인 GrayType음영문자을 개발 

해 Tte 서체에 적용해서 함께 공급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이나 CD 등을 통하여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고 사용자가 데모 제품으로 사용해 보도록 

한 다음 구입을 원할 경우 전자우편 등으로 그 제품 

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으면 즉시 정품으로 동작되 

도록 제작된 InteHok을 개발했다. Interlok은 기존 

의 불법복제방지 프로그램들이 가지고 있던 많은 

문제점들과 한계를 해결한 프로그램으로 소프트웨 

어 불법복제를 방지하고자 하는 개발자들에게 최 

상의 제품이라고 강조한다.

“아무리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하더라도 

이를 사용자들에게 쉽게 배포하고 판매할 수 없거 

나 불법복제가 쉽게 이루어진다면 소프트웨어 개 

발자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정품 사용자들에게 

까지 피해가 가고 소프트웨어 개발환경을 악화시 

키기 때문” 이라는 것이 이창학 사장의 지론

복사방지용 디스켓은 어떠한 디스켓 복사용 유 

틸리티나 디스켓 복사장비에서도 복사되지 않으며 

키 디스켓 해킹용으로 몰래 사용되는 KDTev Dlsk 
Term,na,or 등과 같은 해킹 유틸리티에서도 안전하도 

록 고안되었다. 이 기술은 어도비 일러스트레이션 

을 비롯한 여러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업체에서도 

채택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트루타입 서체 제품 

인 '윤소호' 등에 적용되어 공급되고 있다고.

그러나 인포로직의 클라이언트들은 대부분 프 

로그램 개발업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시장 상황이 

만만치만은 않다. 실리콘벨리처럼 아이디어만 있 

으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업체 

용역의 경우 가격조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 

따라서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규모에서 탈피, 

Information & Technology for the Life with 

Computer & Media' 를 모토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 확보와 기술집약적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 

주로 미국과 일본 등 세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 

했다. 인포로직에서 투자한 미국 다이아몬드소프 

트사와 함께 개발한 제품을 애플 매킨토시 컴퓨터 

에 탑재하여 전세계 시장에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 

결하였고 세계적 수준의 기술개발과 제품개발로 

해외시장 개척에 주력하고 있다.

개개인의 경험과 아이디어, 그리고 무엇보다 사 

람이 자산이라고 강조하는 이창학 사장에게 불황은 

더 이상 인포로직의 고민거리가 될 수 없다. ki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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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디 자인 전문 회 사

마노디자인 & 컨설팅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1동 586-8번지 마노스튜디오

Tel. 0344-904-5100
Fax. 0344-903-0153

■design

■Modeiung

■engineering

유숭만 사장 ■ consulting

7；기도 고양시 장항 1동 586-8! 90년 7월 자 

O동차디자인과 모델제작 등 우리 나라에 자동 

차 디자인전문회사라는 새로운 분야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 온 마노디자인 & 컨설팅이 지난 11 월 

새단장한 일산 스튜디오이다.

운송기기의 제작 특성상 장비와 제작물들이 넓 

은 면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500여 평 규모의 디 

자인스튜디오 1 동과 2동의 모델실로 이루어졌다.

물론 작년 한해 국내 자동차 업계가 힘들었던 만 

큼 올해 역시 시장상황이 자동차 회사들의 R&D 
비용의 삭감 등으로 인해 상당히 위축된 것은 사실 

이지만 마노는 그간의 노하우로 결코 절망적이지 

만은 않다. 2인승 전기자동차 CITTA의 개발과 컨 

셉카 제작, 서울모터쇼 독자 참여에 의한 유행선 

도, 일련의 작업들에 의한 기술력과 디자인력 과시 

등 그 역할은 다양하다. 대우자동차의 트럭디자인, 

티코튜닝카 모델링을 비롯, 기아 크레도스 RV 컨 

셉카 디자인 및 모델링 제작 등 마노에서 이루어지 

는 일련의 작업들은 컨셉카 디자인에서부터 다양 

한 운송기기 디자인, 내부 인테리어와 색상 컨설 

팅, 각종기술전시물의 제작등이다.

95년 체코 AVIA사의 중형트럭 프로젝트는 해 

외에서 마노의 역량을 십분 발휘한 좋은 케이스 

이다.

마노는 또한 디자인분야 이외에 모델사업부, 엔 

지니어링 사업부, 자동차 부품을 포함한 마케팅 사 

업부 등 다양한 사업부를 운영하여 상호보완적인 

경영을 유지, 발전시켜 왔다. 특히 디자인 매출의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사업부 운영을 

통하여 일정한 수준의 경영활동을 지원받고 있는 

셈이다.

자동차디자인전문회사는 디자이너, 모델러, 엔 

지니어 등 인적 구성 자체가 7国 어렵다고 한다. 

오랜 기간에 걸친 개발기간, 투자비용 등 일반 디자 

인 프로젝트와는 달리 더욱더 전문성을 요하는 특 

성 때문에 그 최소인원이 30여 명에 이를 정도. 마 

노의 구성원 역시 디자이너, 모델러, 엔지니어를 

합쳐 50명에 달한다.

유럽, 미국 등의 자동차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탈디자인, 베르또네, 피닌파리나 등의 디 

자인 전문회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마 

노 설립 이후 우리 나라도 그나마 디자인전문회사 

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씩 높아지긴 했지만 아직 

도 디자인 퀄리티에 상관없이 기업경영자들의 무 

조건적인 해외 선호도 때문에 가장 큰 어려움을 느 

끼고 있다며 아쉬워하지만 전체 국내용역 프로젝 

트 물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막강파워를 과시 

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 제조회사 모두가 고객이 

기 때문에 진행 프로젝트의 철저한 보안유지는 마 

노가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다.

한편 유숭만 사장은 90년대 이후 정착하기 시작 

한 국내의 디자인 전문회사들을 보면서 디자인 실 

력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회사로서 존재하기 

위한 숫자개념, 경영개념이 약하다고 아쉬워 한다. 

인사, 노무, 회계, 복리 등의 경영능력 또한 필수적 

이며 그것이 힘들다면 경영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도 귀뜀.

이런 면에서 유사장은 대학에서 산업공학을 전

크레도스 왜건 디자인

공, 경영과 공업회계를 접할 수 있었고 이탈리아 

에서 요트와 자동차디자인을 전공하고 이탈디자 

인에서 인턴으로 실무를 익히며 다양한 프로세스 

와 노하우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한다.

올 한해 뉴질랜드에서 의뢰받은 파워보트관련 

프로젝트를 비롯, 새로운 개념의 전기자동차프로 

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동차디자인의 해외 수 

출도 더욱 활성화할 계획. 현재 국내 자동차 시장 

수요도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들이 경 

쟁력을 갖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양한 모델개발 

을 통한 수출에 주력해야 한다고도 강조한다.

운송기기 디자인이라는 한 우물 파기에 어느덧 9 
년째로 접어드는 마노. 어느 누구도 선뜻 손대지 못 

했던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자동차디자인전문회사 

의 대명사 '마노디자인 & 컨설팅 의 미래를 꿈꾸 

고 있匚卜. kidp

IMFA|q|oil 다각한다-디자인 서바이벌 industrial design/march•apri1/1998



IMF 시대에 다같이 생각한다■디자인 서바이벌

EI 자이 OI

겨 no HH비자

순응병진順應竝進하는 

자세로 새 출발을

이제 새 시대는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디자인계 역시 지금까지의 단점을 

고려하고 개혁을 위한 뼈아픈 노력을 행하여 

불합리한 관행이나 과대평가되고 있는 

인식의 거품을 과감하게 벗어던져야 할 

것이다.

순응병진（順應竝進）하는 자세로 새 출발을 

정도성 （국민대학교 공업 디자인과 교수）

로열티 없는 최고의 브랜드로

박세웅（LG패션 마케팅부 VMD1 팀 차장）

시각 커뮤니케이션에 낀 디자인의 거품 

박순보（홍익대학교 조형대학 교수）

최소의 꾸밈을 통한 조화

송지성（（주）한샘 디자인연구소 과장）

디자인의 본질은 호황, 불황을 따지지 않는다 

변추석 （LG애드 CR2팀 담당국장）

미래지향적인 포장디자인의 제작 방향

김교영 （아트팩 프로덕션 대표）

정 도성 국민대학교 공업디자인과 교수

I■■「관리시대는 이제 우리 사회와 

I lyl !■ 생활 t석『석에 갖가기 파급 

llvll 과영향을끼치기 시작했다.

TV나 신문의 뉴스를 보면 하나같이 경제 난국 

의 실태를 알리는 어두운 메시지,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한 분석과 해석, 

책임 전가와 자기비판과 같은 어두운 메시지 뿐 

이었다. 그러나 조금씩 시간이 흐르고 우리 자 

신을돌아보게 되면서 금모으기, 달러모으기 등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국민 전체의 노력에 대한 

밝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 이는 분명 불행 

과 고난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는 우리 국 

민의 강인한 저력을 보여 주는 단편일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번 기회를통해 우리 사회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불합리와 부정의 씨앗들을 말끔 

히 씻어 보려는 의견이나사회 구석구석에 부풀 

어 있는 거품을 빼고 부실과 허풍, 억지가 팽배 

한 사회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고자하는 적극적인 의견도 있다.

여하튼 우리는 최근 몇 년 동안 스스로를 아 

시아의 네마리 용龍 가운데 하나라고 여기며 상 

당히 우쭐하고 거드름을 피워왔던 것만은 부정 

할 수 없는 사실이다. 많은 부유층들의 과시용 

해외여행이나외제 브랜드에 대한광신적인 집 

착, 우수한 품질임에도 국산품이라는 이유만 

으로 괄시하는 졸부적 추태를 자행해 왔던 것 

이다. 이러한 분위기에서는 우리의 디자인계 

가 정상적인 상품 개발 활동을 수행할 수 없었 

다고 변명만 한다면 우리들 자신도 국제 신인 

도를 추락시 킨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새 시 대는 새로운 변화를 요 

구하고 있다. 디자인계 역시 지금까지의 단점 

을 고려하고 개혁을 위한 뼈아픈 노력을 행하 

여 불합리 한 관행이 나 과대평가되 고 있는 인식 

의 거품을 과감하게벗어 던져야 할 것이다.

첫째, 디자인의 과정을 새 시대 경제체계에 

맞추어 새로운 인식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그 

것을 위해 우선 우리 경제 실체에 맞는 적절한 

디자인 프로세스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지 

금까지의 디자인 프로젝트 운영에 거품요소가 

존재해 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프로 

젝트마다 실시되는 중복적인 시장조사, 디자 

인의 본질과는 관련없는 과다한 프리젠테이션 

기법의 도입 등 디자인의 효율을 낮추고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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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증가시키는 요소들이 현행 디자인프로세스 

에는 상당히 많이 산재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디자인의 국제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큰 요인 

중의 하나이다.

둘째,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디자이너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는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디자인 

과 산업 , 그리고 소비시 장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 

고 있다. 산업을 이해 못하고 소비자를 인식 못 

한다면 세계 시장을 주름 잡을 수 있는 한국상품 

을 탄생시키는 원동력으로서의 우리 디자인은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TV, 영화등에 나오 

는 멋있으면서 거만한 허구의 디자이너를 보고 

디자인 활동을 한다면 우리 나라에서는 진정 산 

업 속에서 숨쉬는 저력있는 디자이너는 영영 탄 

생하지 못할 것이다. 디자인은 그 어느 분야에 

비교 못할 만큼 진지하고 힘든 작업이며 동시에 

보람 또한큰 직업인 것이다. 예술가와 혼동하고 

있는 우리의 인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모방에 대한 규정이나 모랄인식이 올바 

르게 정립되어야 한다. 50년대에서 60년대에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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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쳐 일본의 디자인계가 해외 상품을 무분별하 

게 도용한 결과 세계 시장에서 일본상품은 배척 

당하게 되었다. 그후 1964년 동경 올림픽 개최 

를 기하여 일본 디자인계에서는 모방에 대한 신 

랄한 비판과 각성이 일어났고, 이를 계기로 일 

본 디자인계에서는 '일본적인 것에 관심을 갖 

고 자기 스스로를 찾으려 애를 썼다. 디자인은 

크리에이티비티를 존중하는 활동이다. 어떠한 

디자인이나 발상에 대해 연구하고 응용할 수는 

있으나 그것 자체를 도용하는 것은 부도덕한 일 

인 것이다. 모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디자이 

너 스스로가 정립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포 

르셰 디자인의 가방은 단순한 검정색 가방이지 

만 다른 상품과 비교했을 때 무엇인가 다른 느 

낌을 주곤 한다. 그것은 통상적인 가방 디자인 

의 과정을 통해 디자인한 것이 아니라 포르셰 

자동차의 성형기술을 기초로 디자인하여 새로 

운 느낌을 주기 위한 발상 전환을 하였기에 가 

능했던 것이다. 자신의 발상방법만을 고집하지 

말고 다양한 방법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모든 지구촌 가족에 게 감동을 줄 수 있 

는 상품의 창출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소 

비자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가격, 스타일, 

기능 등 상품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고루 평 

가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만족 

을 줄 수 있도록 디자이너는 폭넓은 지식을 습 

득해야 할 것이다. 세계는 다원화, 정보화, 개 

방화 되어가고 있으며 소비자는 이전에 비해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한 요구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디자이너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정보를 수 

집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디자인 개혁은 제도적 개혁과 

정신적 개혁을 통한 방법론적 개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과거의 낡은 모델을 과감히 떨쳐버 

리고 세계화시대에 순응병진順應竝進하여 새로운 

디자인 패러다임을 창출, 능동적으로 대처해 

야 한다. 인간은 하늘에서 가져온 판도라P3勒玲 

의 상자를 열어 온갖 죄악이 지상에 넘치게 하 

였고 그로 인해 우리의 처지가 얼마나 어둡고 

참담한 것인가도 알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이 

어둠에서 희망이란 단어를 찾아 머리를 맞대고 

힘과 지혜를 모아 난국을 이겨내야 한다. 우리 

의 디자인계 역시 IMF시대를 도약의 호기로 

역이용해야 할 것이다.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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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r 한파에 따른금융위기와국내 

I |y| 卜 경기 악화「丄 시장경세가 종체 

11VII 적 혼란국면으로 빠져들고 있 

다. 예외없이 패션업 계도 소비자 위축과 자금 

경색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패션기업들이 잇단 

부도사태와 도산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상 

황에서 패션시장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되어 경 

쟁사끼리 각자의 경영과 상품기획의 노하우를 

서로 접목시켜 제휴하거나 유통망 축소, 생산 

물량감축, 브랜드 정리, 가격조정 등 이제까지 

업 계에서 볼 수 없었던 강도 높은 변화가 본격 

화되고 있다.

외형성장의 문제와 한계

우리는 그 동안 70년대 의류산업의 기성복 

화와 80년대 말 패션산업의 급격한 활성화와 

함께 90년대로 접어들어 내수시장의 규모가 

엄청나게 확대되었고, 최근 4〜5년 사이 패션 

시장은 가히 폭발적 수요와 공급 채널 속에서 

급작스런 외형성장을 누려왔다. 더욱이 해외 

여행 자유화와 수입 개방의 여파로 소비문화 

패턴의 변화와 해외 유명 브랜드의 범람은 우 

리 자신을 어느 틈엔가 서구 지향적 라이프 스 

타일로 변모시켰고 가격이나 디자인에 상관없 

이 외제 브랜드만을 찾는 소위 '외제병 은 치 

유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초•중•고생들이 사용하는 문구류에서부터 

신발, 그리고 젊은층의 대표적 트랜드의 하나 

인 배낭식 가방皿ck pack과 액세서리까지도 수입 

브랜드의 위세는 너무나도 당당해 보인다. 특 

히 업체마다 패션 브랜드 사업이 가지는 매력 

으로 인해, 우후죽순처럼 시도되어 온 무분별 

한국내 런칭Launching은경쟁력에서 앞서는수입 

브랜드의 시장 잠식을 부추기 게 하였으며 국내 

브랜드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설자리가 점 

점 舂卜지는 상황으로 반전되고 말았다.

결국 우리의 시장구조가 내적 성숙이나 여 

과없이 외형으로만 치닫는 현상으로 전。!되 

고, 소비자들이 유행의 주체가 아닌 오직 &국 

의 브랜드와 유행만을 쫓아가는 시대적 상황 

에서는 진정한 국내 패션 산업의 정착과 발전 

은 기대하기 어 려운 수준일 수 밖에 없다. 또한 

병폐적 사회구조에 의한 기업의 과다한 광고 

비 지출은 제품 가격의 거품을 부채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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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로 우리 나라 광고 모델료는 유럽 이나 미 

국, 일본에 비해 약 2배 이상 비싸며 전체 광고 

제작비나 국민 소득 수준에 비하면 그 차이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선진국처 럼 모델 

료가 합리적 산정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델 자신이 주먹구구식으로 부르는 

게 값인 국내 현실에서는 광고비의 과다 지출 

은 피할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는 광고주들 

의 빅모델에 의존하는 광고 전략으로 인해 과 

당 경쟁을 벌인 결과이기도 하지만 모델 에이 

전시 등에서 가격을 너무 부풀려 놓은 데서도 

기인한다.

패션 산업의 위상

패션 산업은 이미 한 나라의 문화 첨병 역할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자리 매김 

한 지 오래며, 선진국들은 상품력 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 막강한 광고마케팅 전략등을무 

기로 하여 세계의 마켓을 넓혀가고 있다. 오늘 

날은 대중 매체의 자극적인 발달, 지구촌화로 

인한 문화적 개방의 가속화와 함께 국가간, 민 

족간문화의 벽이 허물어지고 별 꺼리낌없이도 

외국의 것을 수용하게 되었으며 멋에 대한 감 

각, 합리적인 사고의 틀과 높은 소비 수준이 갖 

추어진 단계에 와 있다.

이러한 사회, 문화적 경향으로 볼 때 패션 

산업은 기존의 의류 산업에 고객의 욕구에 일 

치하는 패션을 가미함으로써 엄청난 부가가치 

를 창출하는 '매력 산업 이며 대외적으로 볼 

때는 세계 시장의 동향, 스타일과 유행의 흐 

름, 소비자의 빠른 욕구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 

첨단의 정보를 요하는 '정보 산업 임과 동시 

에 하나의 문화적 흐름을 만들어가는 '문화 모 

태 산업 이다.

이미 패션 분야에서 텍스트가 되어 버린 

베네통 의 광범위하고도 차별적인 판매 전 

략과 인종과 문화의 벽을 뛰어 넘는 독특한 광 

고 컨셉, 무엇보다 새로움을 추구하는 젊은층 

의 철저한의식 구조 분석을 통하여 이루어 낸 

베네통만의 고유한 개성과 감각, 독창적 컬러 

와 디자인,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 구조와 통 

일된 매장이미지 전략 등은 오늘날 우리의 상 

황에서 새삼 다시 새겨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 

이다.

다시 준비하는 자세로

21세기는 국가마다 정보 네트워크의 질적, 

양적 확산과 함께 인류 미래적이고, 문화적 첨 

단 산업 분야가 곧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현재 정부는 IMF체제를 하루 속히 벗 

어나기 위해 경제의 거품을 제거하는 구조조정 

을 시작하고 있다. 기업은 투자 부문을 축소하 

고, 가계는 과소비를 줄이고 있으며 지나치게 

높은 사회 •경제적 비용을 축소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일부 언론 및 경제 전문가들은 

기업의 비용 절감이라는 가시적 효과가 성장 

잠재력까지 갉아먹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우 

려의 목소리도 있다. 성장 인자^子는 보호, 육 

성 함으로써 비용도 줄이고 매출 증대도 꾀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향후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으로서 패션 산업 

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제 

조•유통•판매의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구조개 

선의 바탕하에 가격과 외적 성장만이 아닌 실 

질적 전문가 및 디자이너의 내적 성숙과 감각 

의 노하우가 선진화되어야 한다. 또한 마켓의 

철저한 조사 분석을 통해 자기만의 캐릭터를 

고수할수 있는 프로의식과기업정신이 필요하 

다. 기업은 세계적 시각을 지니고 있으며 창조 

적 아이디어와 능력을 갖춘 디자이너 및 전문 

가 집단의 양^을 위한 교육과 지속적 투자가 

선행되어야한다.

그리고 패션 산업에 대한 정부의 현실적 지 

원 정책과 아울러 섬유, 의류 산업의 경영난 

등에 대한 방관 차원에서 탈피, 패션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일깨우고 보호 육성을 위한 정 

책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모두가 다시 

일어서는 자세로 모든 핵심 역 량을 강화하여 

우리가 만든 브랜드의 로열티Royalty를 높이고 

세계의 빈 마켓을 향해 한 걸음씩 공략해 나아 

간다면 세계적인 '베네통 이나 '조지오 아르 

마니 도 그리 높지만은 않은 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ki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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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커뮤니케이션 에 낀디자인의 거품

디 자이 Ol

거 口。바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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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보 홍익대학교 조형대학 교수

“力 러로 하실 겁니까?” “아뇨, 흑백 

으로 해야겠습니다.” “8단으로
U 할까요?” “아니,그냥 5단으로 해 

서 깔끔하게 몇 줄 만으로 정리합시다.” 

어느 중소기업의 클라이언트와 AE 간에 판매 

촉진을 위한 신문광고를 두고 오가는 대화이 

다. 지금 같은 불황기에 광고없이도 그저 잘 팔 

리기만 했으면 하는 심정을 엿볼 수 있다.

어떤 측면으로 보면 이 기회에 아예 우리들 

의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고쳤으면 하는 심 

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 

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과 같은 산업사회에 

서 광고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 일이며, 어떠 

한 형식이든 제품에 패키지를 하지 않을 수도 

없다. 그리고 제품 자체가 무형일 수는 더더구 

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제품이라는 것은 어 

쨌거나 인간의 감각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형태를 지녀야 할 뿐더러 시 •공간적으로 하나 

의 단위로서 구분되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 

러한 모순된 상황 속에서 오직 시각커뮤니케 

이션 디자인 분야에만 국한된 문제가 있을 수 

없겠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는 그래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짚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 

된다.

시각디자인 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문제

진정한 의미의 디자인 이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 정착하기 시작한 것은 70년대 후반이 

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약 20여 년의 역사를 지 

니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멋있는 형태 또는 아름다운 색채 등의 지극 

히 피상적인 의미만이 보편적으로 이해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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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실정이다• 더욱이 '시각디자인 하면대부분 

꾸미기 라는 의미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것이다.

현대적 의미에서의 우리 나라 '시각디자인 

분야가 발전속도 면에서 저조하고, 타 선진문 

화권을 능가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나, 막대 

한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는 원인도 바로 여기 

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원래 디자인이라는 것은 

인간이 의도하는 특정의 목적을 미적인 측면에 

서 뿐만 아니라 기능적 측면, 그리고 환경적 측 

면을 모두 고려 하여 가장 합리 적 으로 달성 하기 

위한 '계획 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 

에서 우리의 시각디자인 현실을 검토해 볼 때, 

우리는 그 용어의 지극히 편협된 의미만을 중 

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저 꾸미고, 치장하고, 단순히 새롭 

다는 의미에서 좀 특별한 구도나 색채, 특별한 

질감이나 캐릭터들을 개발하여 우리의 시각적 

환경을 혼란에 빠뜨렸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자원을 낭비하는데 동참해 온 것이라고 생각된 

다. 굳이 예를 든다면 한 권의 책을 만들기 위 

해 넓은 판형에 필요도 없는 공간을 너무 많이 

설정했다든지 , 철저한 시장조사와 소비자심리 

를 파악하지 않은 채 전단이나 광고를 제작하 

여 판매실적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않는 우를 

너무도 많이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각적 소비자라는 인간개체의 태도양식을 

두루 파악하지 못하고, 더욱이 그에게 다가가 

고 그를 움직일 수 있는 계획 이 제대로 수립 

되지 못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이것 

은 수십 년 전 폭스바겐 딱정벌레차 광고로 유 

명한 도일 덴 번바크D。# Dane Bernbach 광고 에 이 

전시의 베루바크 B Berubach 가 '창의적 인간에 

관하여 언급했던 내용이기도 하지만오늘날 우 

리가 알고 있는 디자인 개념이 하루빨리 정리 

되어야 할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검토해 봐야 할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문제

하루에도 몇 장씩 일간지에 껴서 들어오는 

전단들, 어디서들 알아냈는 지 한달이면 20여 

통의 DM들, 전단들, 그리고 대문, 난간, 기둥, 

벽 등에 부착되어 있는 수많은 광고 스티커들. 

이러한 류의 인쇄물을 일일이 눈여겨 볼 만한 

시간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 과연 얼마나 될 

까? 이것들은 결국 일반쓰레기로 전락되어 하 

루에도 수십톤(?)의 양이 폐기되어 우리의 생 

태계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다. 소위 무계획 

적인 시각디자인물들이 자신의 적절한 수요자- 

에게 도달하지도 못한 채 막대한 자원과 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있을 뿐이다.

이 러 한 문제는 어떤 정보의 가수요자를 정 확 

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라고 볼 수 있다. 90년대에 들어서서 벼룩시 

장 과 같은 무가지들이 등장하여 정보의 가수 

요자들에게 적절한 욕구를 채워주고 있는데, 

이와 같이 정보소비 자들의 소비성 향을 분류한 

적당한 채널이 형성될 경우 현재 발생되고 있 

는 손실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우후죽순처럼 난무하 

고 있는 무가지류나 구단위의 지역정보지들 역 

시 대부분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그 타겟 

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빗겨가는 정보Divergent 

Informations，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 역시 동종류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디자인의 거품을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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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는 안방채널의 TV CM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현재의 TV광고는 프로그램에 

따라 광고주를 선정하기 때문에 매 프로그램의 

앞뒤에 동일한 광고가 중복되기도 하고 어떤 

외화 프로그램의 협찬광고는 때에 따라 3번씩 

제공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프로그 

램이 끝남과 동시에 다른 채널을 선택하는 시 

청자가 있는가 하면, 22시 이후에 종료되는 프 

로그램의 경우 아예 TV를 꺼버리는 시청자도 

많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도 산업사회 시 

청자들의 소비성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유럽식의 블럭川武광고 형태는 원 

하는 소비자가 선택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 

리가 가지고 있는 낭비 차원의 문제가 비교적 

적은 편이다.

서울은 이미 일천 이백만의 도시이다. 이 

도시의 다른 한쪽 끝에서 어떤 형식의 바겐세 

일이 일어나는 지는 도무지 알 수 없을 뿐더 러 

바로 옆동네의 행사도 지나치기가 예삿일이 

다. 그저 백화점 세일, 유명제조업체 세일 등 

많은 일간지의 비싼 광고비 지출을 통해서나 

굵직굵직한 정보를 얻어내고 있는 실정일 뿐 

이다. 왜, 우리들 소비자가 이미 오래 전부터 

원하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채널이 형성되 

지 못하는가? 여기서 채널이라는 의미는 아직 

도 소수라고 볼 수 있는 PC단말기를 이용하는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매행위를 할 수 

있는 다수의 일반을 위한 채널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빠른 시기 안에 이러한채널이 형성될 

경우 지금까지의 자원과 에너지, 그리고 재정 

낭비는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디자이너가 극복해하 할창의성层제

I
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우리 나라의 유아 

교육,초등교육의장에서 '영재교육 이라는 용 

어가사라지고 창의성교육 에 열을 올리고 있 

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 창의성이라는 것 

은 인간이 존재한 이래 지금까지 요구되어 왔 

고, 또 그를 바탕으로 우리의 산업이, 문화가 

발달해 온 것이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이와 같 

은 일상적 창의성이 요구되고 있는 까닭은 무 

엇인가? 오늘의 산업사회가 처해있는 모든 환 

경이 마치 태초의 환경처럼 모두가혼돈상태와 

같아서가 아닐까? 어쨌거나 이렇게 창의성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에서도, 가장 창의적이어 

야 할 우리의 시각 커뮤니케이션분야는 아직도 

구태의연한 매너리즘에 젖어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앞서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 바로 그 창의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우 

리는 디자인, 문화, 환경문제 등에서 후진국의 

신세를 면하지 못하는 것이다.

얼마전 인기 개그맨 출신의 모 내의內衣사업 

경 영주가 등장한 티 저丁，25泣광고가 선보였을 때 

세인은 물론 광고계 종사자들도 재미 있게 보았 

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유형의 원형。皿闻은 광 

고계의 신화적 인물이라 할 수 있으며 그 누구 

보다 창의력을중요시 하였던 데이비드오길비 

DavidOgiWy의 티 저 캠페인 포스터 였다 지난 &) 

년대 초 3회에 걸쳐 소개됐던 포스터 광고가 

그것이다. 그 문안은 첫번째 포스터 “9월 2일 

나는 위의 것을 벗겠습니다', 두번째 포스터 “9 

월 4일 나는 아래 것을 벗겠습니다' , 세번째 포 

스터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포스터 부착자'라 

고 되어 있었다. 꼭 이와 같은 내용이 아니더라 

도 소비자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광고가 

있다면 그 광고는 성공적이며 그 파급효과가 

극대화 될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을 것이다. 더욱 

이 이러한 유형이 주간지 형식에 게재된다면 

그 판매부수 역시 증가되어일석이조또는이윤창출 부차 

적 효과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비단 티저광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시 

각커뮤니케이션 디자인분야에 창의적 컨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번바크와 

마찬가지로 오길비 역시 권위주의를 배제하고 

창의력의 근간이 되는 팀 워크체제를 선호했다 

고한다.

우리의 시각디자인 에이전시厶且皿丫들도 이러 

한 팀 워크체제를 구축한 것은 이미 오래전부 

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이목을 

끌 수 있는 명작이 별달리 없다는 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사각의 회의탁자가 원형으로 변하고, 여럿이 

모여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을 해보고는 있지 

만, 어 딘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짐 작된다. 예를 

들어 팀장의 의도는 이미 굳혀진 채 쓸데없는 

브레인스토밍만 시킨다든지, 또는 팀 워크를 

빌미로 하여 팀장의 권위는 물론, 팀장으로서 

당연히 제시해야 할 중요한 방향설정 문제까지 

동료들에게 떠넘기고 있지는 않는지.

창의성만이 현재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다. 그리고 어떠한 해결방안도 때에 따라 파 

생되는 또 다른 문제를 100% 해결할 수는 없 

는 것이다. 창의성을 통하여 오늘의 시각커뮤 

니케이션 디자인 분야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 

자 하는 것은 단지 그 심각한 문제의 크기를 조 

금이라도 줄여보고자 하는 데 그 근본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인간의 본성은 지난 io억 

년간 하나도 변치않았고, 앞으로 10억년이 지 

나더라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단지 피상적인 

것들만 지금까지 변해왔을 뿐이다'라고 번바 

크가 말한 것처럼, 인간의 창의력이 없이는 그 

대로 머물러 있을 우리들 모두의 문제들, 이들 

을 개선하고 바꾸어 나가는데 시각디자인 커 

뮤니 케 이 션분야가 커 다란 몫을 해야할 것으로 

여겨진다. kidp

IMF시대에 다 같이 생각한다-디자인 서바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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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의 꾸밈을 통한 조화

디 자이 OI 
b —

저 프은 HHh자 

5?

송;지 성 （주）한샘 디자인연구소 과장

인테리어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우리는 IMF 구제금융 이전부터 과소비를 

줄이자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다. 

그러나 정작 거주공간과 인테리어에 대한 과소 

비는 우리 모두 간과하고 있다. 주거공간이 커 

지면 그에 따라 가구도 커지고 TV•냉장고 등 

가전제품도 커진다. 기업은 대기업을 지향해 

외형만 키우다 보니 알맹이가 없고 개인은 과 

시욕에 사로잡혀 집이나 자동차•가구•가전제 

품들도 대형만 선호하게 되어 화려하고 장식적 

인 인테리어를 고집하게 된다.

누가 이런 생각을 갖도록 만들었는가? 아직 

도 인테리어를 주거면적을 늘리는 과시용으로 

생각한다든지, 또는 하인이 있을 때의 귀족생 

활에서나 어울리는 화려하고 장식적인 겉치장 

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즉 벽면, 천정 등의 장 

식적인 형태를드로잉하는 것이 인테리어 설계 

라고 생각하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인테 

리어는 현대생활에서 관리 •유지가 불가능한 

겉치장이 아니라 꾸밈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조화코디네이션를 이루는가를 의미한다 . 인테리어 

는 약 10만 가지가 넘는 다양한 아이템의 형태, 

컬러 등 편집 우선순위를 통해 자기주관을 발 

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편집의 중요 

성이란지금까지처럼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간추리고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 

한다.

조화로 귀결되는 인테리어

자신에게 꼭 맞춘듯 편하고 안락하며 개성 

을 십분 발휘하여 미적인 감각도 발휘할 수 있 

는 집을 갖기 위해선 우선 신중함이 요구된다. 

요모조모 따져보고 합리 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혜가 더욱 필요한 것이다. 가격이나 질 좋은 

자재, 가구 구입에서는 이러한 신중한 선택과 

각종 정보로 어느 정도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하지만 웬만한 인테리어 감각이 

나 지식을 갖추고 있지 못한 일반소비자의 경 

우 인테리어 설계나 조화의 문제에 있어서는 

신중함조차 무용지물이 될 때가 비일비재하 

다. 이때 전문가의 도움이나 조언이 필요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할 때, 소 

비자들은 벽지 하나를 고를 때도 몇 권이나 되 

는 샘플책을 이리 저리 보아가며 고르고 골라 

결정한다. 마음에 드는 의자때문에 강남 가구 

거리부터 아현동 일대까지 둘러보러 다니기도 

하며 , 집을 나서기 전 우리 나라 책자는 물론, 

외국 인테리어 잡지를 여러권 뒤져보고 그속에 

서 찾은 맘에 드는 가구와 비슷한 것을 찾기 위 

해 잡지를 오려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도 한 

다. 그렇게 애써가며 신중하게 끝낸 인테리어 

공사지만 결과는 언제나 불만족스러운 것이 사 

실이다. 막대한 지출이 들어간 공사라 재공사 

를 하기가 쉽지 않고 아쉬움을 가지고 체념해 

버리게 된다.

인테리어가 끝난 후에 소비자가 느끼는 불 

만요인은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다. 품질이 떨 

어지는데 교체해 주지 않는다. 추가 예산이 든 

다. 납기가 엉망이匸F 로 요약되는데, 실제 인 

테리어의 경우 복합적이고 조화가 중요시되는 

작업으로, 성패의 문제는 인테리어의 핵심인 

조화 즉 '코디네이션 으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보다 더 합리적인 가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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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퀄리티를 높혀야 한다. 공간 전체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 

을 얻는 방법이 가장 좋겠지만, 전문디자이너 

에게 의뢰하게 되면 또한 상당한 액수의 비용 

을 지불하게 되어 소비자들은 망설이게 되며 

결국에는 혼자 힘으로 그 복잡하고 힘든 공사 

를 감행하게 되는 것이다. 아니면 보수업체 수 

준의 영세 인테리어업자들을 통하기도 한다.

거품을 제거하는 최선의 방법

인테리어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많은 인테 

리어업체들이 생겨나지만 아직은 소비자요구 

나 가격면에서 만족을 주는 수준은 아니다. 오 

히려 영세한 업체일수록품질에 비한다면 가격 

면에서 그리 득이 되지 않는다. 하지 만 최근들 

어 나름대로 대규모 인테리어업체와 가맹점 형 

태로 자신들의 전문성과 정보를 키워나가는 업 

체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 가격과 품질에서 

애프터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이 러한 업 체 

를 이용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며 , 또한 패키 

지 형태로 가구를 판매하는 쇼룸을 이용해 실 

제 완성된 모습을 참고하는 것도 인테리어공사 

시 실패하지 않는 길일 수 있다. 설계의 경우 

가구를구입하면서 인테리어 업체의 상담을 받 

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편, 인테리어 업계에 

서는 자재의 고급화보다는 우선 탄탄한 설계능 

력과 전문적인 감각을키워 소비자들의 구미를 

맞춰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테리어는 

절대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 

니라 설계, 즉 디자인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 

이다. 그러므로 탄탄한 디자인 능력은 값싼 재 

료로도 얼마든지 효율적이고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소비자 

는 좀더 싼 가격으로 좋은 인테리어를 공급받 

게되는 것이다.

또한 인력 수급의 문제로 인해 현재 진행되 

고 있는 일당제도 인테리어의 고비용을초래하 

는주범으로 인테리어업계 내의 전문적인 인력 

수급 네트워크를 만들어 인력사용자, 공급자 

모두에게 유리하도록 시간제로 개선해나가야 

한다. 또 재료를 구입하는데 왔다갔다 하는 것 

이 불편하여 통상 5〜10% 이상 더 구입하는 

자재낭비 및 시공상에서 타일은 1주일 이상의 

절대적 양성기간이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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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하는 등의 기술적 관리의 부실로 인한 낭비 

요소는 당장 없어져야 할 사항들이다.이런 데 

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불만 등은 각 업체가 전 

문성을 갖추기 위해 자구노력을 한다면 얼마든 

지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며, 결국 이것은 

소비자 이익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 

서는 소비자의 안목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소 

비자스스로의 개성에 맞는 컬렉션, 즉 '고르는 

방법 을 제시하여 소비자와 인테리어 업자와 

의 불신을 제거해야만 한다. 인테리어는 있는 

것을 자기 개성에 맞도록 골라서 편집하는 행 

위이기 때문이다.

인테리어의 목표는 삶의 질 향상

현대생활에서 관리 • 유지가 불가능한 화려 

하고 사치스러운 과시용 장식으로, 단순히 벽 

체를 세우고 천정 , 조명공사를 하는 것으로 오 

해되는 인테리어 . 그 거품을 줄인다는 것은 10 

만 가지가 넘는 다양한 아이템의 편집 우선순 

위를 통해 꾸밈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조화고디 

네이셔를 이루어 편집하는가에 달려있다. 반드시 

비싼 옷을 입어야 개성이 표현되지는 않듯이 

조화를 통해 아름다운 공간을 연출하여 그 개 

성을 표현해야 한다. 인테리어는 자기 주관을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좋은 예로 침실인테리어의 경우 반드시 디 

자인설계이 필요한데 그것은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다음 날의 재충전을 위해 최종 

적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사회에 참여할 수 있 

는 곳으로 개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디자인을 통해 삶을 풍족하게 하는 것은 돈 

하고는 관계없이 조화코디네이션 능력에 따라 자신 

의 개성을 표출하는 것을 통해 가능하다. 결국 

좋은 환경은 좋은 생활 패턴을 제공한다. 인테 

리어 디자인은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로부 

터 시작되며 좋은 음악과 옷을 고르는 것 이상 

의 노력이 필요하다. 자기의 삶을 보다 아름답 

게 하고자 하는 노력 자체가 바로 인테리어 디 

자인이기 때문이다. ki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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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비용 최대의 효과

60년대 이후,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기록해 

온 우리 경제는 최근 IMF한파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고 복잡한 위 기감에 빠져들고 있 

다. 정부가 연이어 위기 타개책을 발표하고 재 

계도 위기 극복을 위한 대대적인 긴축, 감량경 

영과 구조 조정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 경제는 

한치 앞을 내다볼수 없을 정도로 불투명한 것 

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경제 활동의 위축은 곧바로, 80년 

대 이후 매년 20%씩 지속적인 고도성장 밖에 

모르던 우리 산업에도 그 영향을 미 쳐 , 당장 전 

파 광고의 물량과 주요 일간지들의 광고면 수 

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광고 산업의 위축은 

어쩔 수 없이, 광고디자인 분야로 옮겨지고 원 

활한 광고디자인 전개를 제한하는 속박으로 이 

어진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광고디자인에 관 

련된 사람들 역시 그 해결책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흔히 광고 크리에이터들은 항상 크리에 

이티브를 최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최상 

의 크리에이티브야 말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타겟 오디 언스Target Audience에 게 메시 지 

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분야의 크리에이터들은 언제나 최선의 전달효 

과를 가져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 

각하기 때문에 불황기의 광고 환경 변화에 있 

어서도 기본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당면한 경 

제불황은 단순히 불황의 차원을 넘어 공황으로 

까지 치달을 지도 모를 경제위기의 시대라고 

보고 있는 대부분의 클라이언트들이 프로젝트 

의 수와 규모는 물론, 제작 예산을 대폭 축소시 

키기 때문에, 원활한 광고디자인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도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 

고 있다. 이러한 빈곤한 제작환경에서 광고 디 

자이너는더욱더 절실히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 

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요 

구받게 된다.

불황속에 나타나는 행태들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자 광고 제작비를 절 

감하기 위해 예전에 방영했던 CM을 재방영하 

거나, 기존 광고 필름에서 일부분을 따오거나, 

약간 수정해서 다시 내놓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비교적 오래되어 소비자들에게 친 

숙한 브랜드나, 과거에 반응이 좋았고 제품이 

나 컨셉변화가 필요없는 것일 때, 이런 재활용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 나라 광고 

계는 지칠 줄 모르는 고성장과 고도화된 경쟁 

심리에 힘입어 수억 원대의 모델료를 지불하고 

수천만 원대의 무분별한 해외 로케와 해외 편 

집 , 수천만 원대 특수 촬영과 세트 제작, 그리 

고 컴퓨터 그래픽 등 광고 제작에 있어서 지나 

친 거품이 일었던 것도사실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마치 수억 원대의 모델이 

나 현란한 컴퓨터 그래픽 등의 신 표현기술 없 

이는 효과적인 광고물을 제작할 수 없을 것 같 

은 잘못된 의식을 낳았다. 이러한 현상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유행을 이루었고, 그 유행은 경 

쟁사간, 제품간, 서비스간에 전략적 차별화없 

이 하나의 표현 경향'nd으로까지 형성되었다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광고디자인이란 광 

고하고자 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구매동기를 메 

시지화하여 소비자를 설득시키는 것이 최종 목 

적이지, 결코 유명 모델이나 특이하고 새로운 

테크닉 그 자체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광고는 왜 하는가? 단기적인 입 

장에서는 상품 매출의 증대이고 장기적인 입장 

에서 보면 브랜드 에쿼티幽皿：광고주가여러 해 동안 같은 테마 

의 광고를 계속 냄으로써 확립된 이미지나 좋은 기업이미지 형성 

이다. 그러나 광고 제작에 몰두하다 보면, 새로 

움과 차별화, 그리고 통통 튀는 광고 크리에이 

티브 그 자체에 매료되어 광고 목적을 잊어버 

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실 호황기에는 새로운 표현 전략이나 뉴 

테크놀러지 등의 실험정신을 통해 광고디자인 

의 표현 방법을 발전시키고 향상시켜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불황기에는 그러한 시도가 

용납될 만한 여유를 찾기 어려우며 , 그것은 또 

한 불필요한 힘의 낭비를 가져오는 경우가 될 

수 있다.

호황기에는 다소 고조된 마음에서 감성적이 

고 충동적인 소비자의 구매 심리가 작용하여 

약간 들뜬 광고들도 수용될 수 있는 여유가 있 

지만, 불황기에 접어들면 증명되지 않은 새로 

움보다 기정화된 친숙함으로 회귀하는 성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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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지며, 실리를 따지는 이성적 구매 심리가 

작용한다.

결국 승부는 크리이에티브가 결정

바야흐로, 세계의 광고 크리에이티브의 경 

향을 보면, 더욱 단순 • 명쾌해지고 있으며 거 

기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메시지를 비유와 생략 

으로 간결하게 함축하는 미니멀 경향이 두드 

러지고 있다.

최근 깐느와 클리오 등 세계 광고제에서 수 

상한 작품들을 분석해 보면, 수억 원대의 모델 

을 이용한 광고나 현란한 컴퓨터 그래픽으로 

포장된 광고들은 단 한 편도 없다. 오직 셀링 

포인트Selling Point를 인간 정서 에 호소하는 깊이 

있는 위트나 유머, 그리고 휴머니티로 무장된 

강력한 아이디어 작품만 존재하고 있다.

광고디자인에서의 생명은 주어진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강력한 아이디어의 표현이지 유 

명 모델이나 화려한 영상, 혹은 변화무쌍한 기 

술이 아니다. 결국 광고제작에 있어 불황을 타 

개하기 위한 해결책은 강조해야 할 메시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차별화된 신선한 크리에 

이티브를 통해,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광고 

목표에 접근하는 지혜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 

다. 즉, 명확한 창의적 컨셉과 함께 제작비를 

절감할 수 있는 스타일과 테크닉 , 매체집 행의 

시너지 효과를 기 대할 수 있는 포멧의 콘티 , 재 

활용이 가능한 구성 등의 방법으로 비용을 절 

감하고 전달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넘치는 테 

크닉과 화려하고 휘황찬란한 색상으로 인쇄된 

값비싼 인쇄물로 빈약한 아이디어나 부족한 솜 

씨를 감출 수는 있지만, 소비자의 공감을 얻을 

수는 없다. 또한 강력한 아이디어없이 , 단순히 

유명 모델이나 특이하고 야릇한 테크닉과 화려 

한 영상으로 소비자의 눈길을 빼앗을 수는 있 

지만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다.

제한된 비용으로 훌륭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광고물에는 강력하고 좋은 아이디어와 잘 훈련 

된 디자이너의 재능이 필수적이다. 좋은 컨셉 

과 강력한 아이디어는 가장 경제적인 디자인 

요소이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이것은 비 

단 불황기에만 강조되 어 야 할 사항이 . 아니 라 

항상 광고디자인에 임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필수 불가결한 핵심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IMF한파는 광고디자인 

분야에 있어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그동안 일부나마 잘못 형성된 광고디 

자인관을 되돌아보게 하고, 디자인의 거품을 

제거하는 시기로, 나아-가 디자인의 본질에 접 

근하여 한국 광고디자인을 질적으로 한 단계 

올려 놓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ki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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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래 지향적인 포장 디자인의 제작 방향

고 1 2 C1 C 】

기不。니기:I X}

Sj

김 교영 아트팩 프로덕션 대표

-^―■7 제통화기금MF시대를 맞이하여 어 

、一 I/-려운 경제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노

타 J 력의 일환으로각기업 현장에서 포 

장디자인 분야에 만연되어 있는 과다 포장 부 

분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히 요구 

되고 있다.

본고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수시로 반복 구 

매되는 편의품Convenience Goods중 일부를 대상으 

로 살펴보았는데, 편의품은 고객관여도가 높 

은 내구재에 비해 그 포장 용기와 방법이 상대 

적으로 복잡, 다양하고 사용후 재활용 측면에 

서도 그 활용도가 낮은 반면 의 •식 •주의 연속 

선 상에서 모든 연령층의 왕성한 소비가 이루 

어지고 있다.

또한 우리 나라는 산업사회가 점진적으로 

성숙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감성소비가증가추 

세이므로 각 기업체 일각에서 그 동안 나름대 

로의 고가정책, 현시적 품위 등을 중시하는 관 

점에서 다소 과다한 포장과, 환경보다는 눈 앞 

의 판매라는 현실 속에서 포장디자인 제작이 행 

해진 것이 작금의 사실이다.

다행히 최근 대기업을 비롯하여 많은 중소 

기업들도 이러한거품현상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고 포장디자인의 과다한 부분을 축소하거 

나, 환경과의 친화성이 강한 소재를 채택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 

하여, 지금 우리가 체감하는 어려움을 극복하 

고 보다 미 래지향적인 포장디자인 제작방향을 

조망해 보고자한다.

중복, 과대 포장사례

국내 H음료사의 '갈아만든사과' , '큰집대 

추 등은 PET 용기를 사용한 쥬스제품으로 점 

두에서의 진열효과에 집착하여 본 라벨 이외 

의 별도의 라벨을 하단에 부착하여 유통되고 

있다 사진 1

이 방식은 경쟁사 제품과의 시각적 차별성 

이라는 관점에서는 다소의 긍정적 평가가 있을 

수 있으나 라벨의 재질이 PVC 필름인 점을 고 

려한다면 자원 재활용상의 문제, 같은 브랜드 

의 중복표현, 제조원가의 부담, 제조 공정의 추 

가등 여러 부수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일부 유가공업체의 경우 소형 요구르트의 

용기에 직접 인쇄하거나고가의 요구르트는용 

기와 라벨을 동일 소재로 채택하여 위와 같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있으나, 아직은 그 실 

적이 미미한실정이다. 국내 청량음료 중 캔을 

용기로 하는 대부분의 캔쥬스나 전통음료 상품 

은 캔 자체의 개별포장, 12〜15캔의 중포장, 

카톤형태의 외포장 등 3단계로 포장되어 유통 

되고 있다. 그러나 캔 음료 중 캔커피 제품류를 

쥬스류 제품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이의 레쓰 

비 , C사의 네스카페, H사의 투데이스 등 대부 

분이 중간의 2차 포장컌용을 생략하고 전체 

를 2단계로 축소하여 유통되고 있어 다른 캔음 

료 보다는 포장단계가 적은 장점이 있어 위와 

비교된다.

이점은 대부분의 캔 음료의 중포장이 선물 

세트라는 목적과 점두진열효과, 일시에 다량 

구매를 촉발하는 기대효과를 경쟁적으로 의식 

한 듯 하나 실제 점두에서는 포장을 풀고 

Show Case에 캔이 진열될 때 중포장은 즉시 

사장되어 많은물적 손실이 있다.

그러므로 위에 예시한 캔커피류 포장과 같 

이 2단계로 유통 가능한 상품은 적극적인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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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의 축소에 대해 메이커들의 개선 의지가 필수 

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과대 포장디자인된 사 

례 중 극히 일부이지만 추석, 설날 등 민속 명 

절과 최근에는 국적불명의 발렌타인데이에도 

많은 소비성 상품들이 선물세트로 제작되어 판 

매되고 있다.

이러한 시절적 특성상 선물세트들은 대부분 

의 상품들이 본질적 인 내용상품보다는 필요 이 

상으로 2차 포장인 상자지함나, 지나치게 화려하 

게 치장된 초콜릿케이스 등을 크게 제작하는 

경향이 보편화되어 있다. 그 중 한 예로 참치 

선물세트는 하드한 상자 자체에 손으로 운반할 

수 있는 손잡이를 연결하면 처리될 부분을 화 

학 섬유로 제작된 가방까지 외포장을 추가하여 

불필요한 포장비용이 소비자 부담으로 발생되 

고 있으며 크기를 중요시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지나치게 자극하여 포장상자의 규격부터 

Dead Space를 많이 갖고 제작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결국 창고, 운송 비용의 낭비로 연 

결되며 폐기물의 다량발생의 한 요인이며 곧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주는 포장디자인의 구체 

적 거품사례라지적할수 있다.

사진 1

사진 2

개선 측면의 사례

그린라운드 국제협상 이후 국내 산업 계에서 

도 환경과의 친화성, 재활용 등에 대한 관심 고 

조와 그에 상응하는 각 기업체의 노력이 나타 

나고 있는데, 특히 화장품업계는 아름다움에 

대한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해 과대한 용기와 

포장으로 많은 지적이 있었으나 최근 이를 개 

선하기 위하여 사치스런 고가의 도자기용기 대 

신 재활용이 가능한 저가의 플라스틱 용기를 

채택하여 원가를 절감하고 휴대용 콤팩트를 리 

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여 포장 

에 대한 소비자 비용, 산업폐기물의 사회적 비 

용을 줄여가고 있다.

또한 가정에서 주로 소비되는 주방세제, 욕 

실용품에도 이러한 경향은 두드러져 리필제품 

의 활발한 발매가 이루어지고 있어 고무적이나 

단지 최초에 사용한 용기를 폐기할 때 그 부피 

를 줄여서 폐기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는 극히 

미미한현실이다〈그림 1〉은그에 대한하나의 

제안으로 합성수지 용기 중 샴푸 용기에 대한 

일본의 （株）資生堂 생산기술부의 연구방안으 

로 뚜껑과 용기를 같은 재질로 채택하여 두께 

를 얇게 처리 하고, 사용후 폐기할 때 감량화 

하기 쉽도록 접철하는 안으로써 재활용의 효율 

성, 폐기물의 부피를 줄이려는 노력이 돋보이 

는 방안이므로 이러한 연구와 상용화가 국내에 

서도촉진되어야 할것이다.

〈사진 2〉의 M사 장류 제품은 포장디자인의 

기획과정부터 자사가 농업회사법인 '전통식품 

업체 라는 이미지를 일관성있게 소비자들에게 

주지시키기 위해 모든 용기와 그 소재를 재활용 

이 가능한 용기와 재생용지, 라벨의 표면 라미 

네이팅 등을 배제하여 제작된 포장이다. 이 상 

품들은 이러한 구체적 노력이 결실을 맺어 '97 

우리 농수산 상품 대축제 에서 포장재 부문에 

금상을 수상하는 등 포장의 환경 친화성 이 돋보 

인 포장디자인이라 할수 있는 좋은사례이다.

또한。제과의 '산도 라는 지명도가 높은 브 

랜드의 과자 멀티포장에도 재활용 용지의 사용 

으로 화려한 장식 일변도의 과자 포장디자인에 

혁신적 시도를 하여 소비자와 포장디자인 전문 

가들로부터 큰호응을 얻고 있다. 이외에도 유 

통전문회사 （주）S사의 경우는 치솔의 머리부 

분만을 교체하여 사용하는 리필개념을 도입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새로운 사례도 있다.

맺음말

포장이라 한다면 내용물의 보호, 보존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오늘날 제품이 팔리 

는 무기 로 취 급되 고 있는 포장디 자인은 소비 자 

의 편의성 뿐만 아니라 공급자의 판매 의지와 

경 쟁사간 과당 경 쟁의 현실에 따라 환경문제가 

대두되었고 거품경제가 팽배해진 오늘날 이에 

대한 심각한 개선 방안이 절실한 것이다. 포장, 

광고, 제품 이외의 디자인 분야도 이와 동일한 

명제를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포장디자인 분야에서는 위에서 살펴보 

았듯이 상품을 치장하는 듯한 오버 패키지0V仪 

Pa帆e는그 근본부터 폐기물이라는 관점에서 소재 

를 선별하는 노력과 디자인 커뮤니케이션의 절 

제된 표현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마인 

드가 포장의 하드한 부분을 기획하는 디자이너 

와 기업주체, 소비자 간에 환경 및 물류 등 사회 

적 비용의 절감 효과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 

복하자는공감대가형성되기를기대한다. kidp

IMF시대에 다 같이 생각한다-디자인 서바이벌 industrial design/march»april/1998



제6회 대우전자 국제 대학생 디자인 캠프

】T 황, 실업, 구조조정, 금융위기，

IMF, 급속한 추락 …• 연일 들리

는 소식은 우리를 불안하고 초조 

하게 만든다. 과연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방 

법은 무엇일까? 어느 분야에 투자를 해야 

I 할까?

이러한 때에 대우전자에서는 디자인관련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디자인캠프를 

개최하여 다음 세대의 디자인 실무자가 될

새로운가능성을위한

방향 찾기

오승희 KIDP 출판사업팀기자

학생들에게 색다른 경험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다른 기업체에서 산학협동으로 실시 

하고 있는 여러 공모전이나 회원제도와는 

구별되는 합숙형태의 캠프를 90년도부터 개 

최해 오고 있는 것이다. 97년도부터는 참가 

학생의 범위도 해외로까지 확대하여 '국제 

대학생 디자인 캠프 로 실시하고 있다.

98년 1월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간의 

일정으로 저］6회 대우전자 국제 대학생 디 

자인 캠프이하 2캠프 가 경기도 가평 한록리조 

트에서 개최되었다. 워낙 불황이어서 이번 

ID 캠프를 개최하기까지 과연 행사를 개최 

할 수 있을까하는 학생들이나 교수들의 우 

려와 함께 우여곡절도 많았다고 한다.

작년 여름, 각 학교에서 학생들을 추천 받 

고, 추천 받은 학생들의 아이디어 스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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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하여 최종적으로 국내 27개 학교와 해 

외 3개국의 참가학생 56명을 결정하였다고 

한다.

“벌써 6회째를 맞이하게 된 ID 캠프는 산 

업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여러 학교 

의 학생들과 만나 서로의 생각이나 의견을 

교환하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여 주고, 또한 

대우전자 측에도 기업의 이미지나 디자인력 

을 홍보할 수 있는 행사로 학생들이나 대우 

전자 모두에게 좋은 기회이다. 어려운 시기 

이지만 학생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꼭 지 

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ID 캠프는 미래 

의 디자이너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고 대우전자의 디자인담 

•대상

•기간

•장소

•주제

•최종 프리젠테이션 및 심사

98년 1월 14일수

67

gME 户 Helper
R 이机口A.D 다T

21CENTURY PERSONAL COMMUNICATION PRODUCT
TH&raOOUCTSUMl I CM "EC

당 김상용 이사는 이번 행사에 대한 의의를 

밝혔다. 이번 캠프에는 미국의 오하이오 주 

립대, 프랑스 국립장식미술대, 일본 쓰쿠바 

대에서도 학생들이 참가하여 더욱 자리를 

빛내 주었다고 한다.

•행사명 대우전자 국제 대학생 디자인 캠프 

98 DAEWOO Int I Ind니strial 

Desgin Camp

국내외 제품디자인 전공 3학년생

98.1.9금〜1.15목

경기도 가평 한록리조트

A. Next - 2000년에 출시할 대우전 

자 탱크주의 신상품 및 신제품의 아 

이디어와 조형 연구

B. Space - 21세기 나, 우리의 생 

활공간7정 학교•사희에서 구성원과의 교 

감을 위한 신상품 및 신제품 디자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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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대우전자 국제 대학생 디자인 캠프

'21 세기 나, 우리의 생활공간에서 구성원 

과의 교감을 위한 디자인 연구 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ID 캠프에서는 서울뿐 아니라 

제주도에 있는 학생들까지 전국의 산업디자 

인학과 학생들이 만나 의견을 교류하고, 서 

로의 경험을 확대시킬 수 있는 한마당이었 

다. 참여한국내외 30개 학교 56명의 학생들 

은 캠프기간 동안 A, B, C, D의 4개 팀으로 

나뉘어 선의의 경쟁을펼쳤다.

각 팀은 이 캠프가 개최되기전 한두 번 정 

도 사전 미팅을 통해 팀원들간에 어느 정도 

친숙해 질 수 있었으며, 캠프 기간 동안 개인 

별로 각자의 작품을 진행하고 동시에 각 팀 

에서 선별한 작품의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작업을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산업디자인학 

과 교수와 전문가들의 세미나, 토론, 간담회 

등 매일 매일 꽉 짜여진 스케줄대로 일과를 

진행하는 한편, 최종 프리젠테이션을 위해 

같은 팀의 동료들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작 

업을 했다.

6박 7일간의 일정 중 가장 중요한 최종 프 

리젠테이션은 A, B, C, D의 4개 팀으로 나 

뉘어 진행되었으며 A・B팀은 Next', C-D 

팀은 'Space' 라는 주제로 작업한 것들을 발 

표하였다. 각 팀은 비디오를 편집하여 활용 

하기도 하고, 컴퓨터 애니메이션으로 처리하 

여 표현하는 등 학생다운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와 함께 번뜩이는 재치를 보여 주었 

다. 각 팀의 작품 설명 후 이루어진 질의 •응 

답시간에는 심사위원과 학생들간에 예리한 

질문과 거기에 상응하는 답변들이 오갔다.

국민대 이순종 교수 등 5명의 심사위원들 

은 프리젠테이션 심사평을 통해 넉넉치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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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읜연구선" 出心宾&邯

은 작업시간에도 불구하고 공감을 주는 작 

품이 많았다고 밝히고, 학생들의 창의력, 표 

현력 및 조형능력 등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최종적인 결과물과 렌더링 등은 뛰어나나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끄집어내서 

파악하는 관찰력이 미흡하고 처음부터 마지 

막까지 일관된 컨셉 전개를 가능케 하는 주 

관과 경험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많 

은 학생들의 작품이 정보통신과 관련된 분 

야에 집중돼 획일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 

다. 그러나 학생들을 보면서 미래의 디자인 

계가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기 

대와 함께 국내외 학생들간의 국제적인 디 

자인 교류를 촉진하고 창의력을 펼칠 수 있 

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준 대우전자 

측에 감사드린다는 말도 전했다.

한편 이번 ID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 중 우 

수한 학생들에게는 유럽, 일본 등 해외디자 

인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투표 

로우정상, 인기상, 모범상등도 선정되었다.

바쁜 일정들로 촘촘히 짜여진 캠프 기간

동안 학생들은 각자의 학교에서만 배워왔던 

방식과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여러 학교의 

학생들과 만나 의견을 교환하면서 이제까지 

생각해왔던 것을 마음껏 펼쳐 보이고, 또 토 

론을 통해 모순을 수정해 가면서 여러 가능 

성들을 자연스럽게 접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표현 

하는 방법들을 보면서 학생들은 가능성에 

대한 확신과 함께 해야할 일이 아직 많이 남 

아있음을 느꼈을 것이며, 이는 새로운 발전 

을 위한 방향을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생 

각과 함께 이 학생들 중에 멀지않은 장래에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탄생되지 않을까 기대 

해 본다. kidp

리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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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대우전자 국제 대학생 디자인 캠프학생인터뷰/대상 수상 학생

원태 연경기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4학년

평소 ID 캠프에 참가해 온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양한 경험과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생각되었고, 또한 ID 캠프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한 번 참가해 보지 않겠냐는 

제의에, 기쁜 마음으로 참가를 결정하게 되었다. 예선심사에서 통과할 

수 있을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좋은 성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열심히 준비했다.

조금은 빠듯하게 진행된 ID 캠프의 일정이었지만, 전국 각지에서 

모인 여러 학생들과의 만남에서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교감을 나눌 수 

있었다. 도착한 날 저녁부터 계속해서 진행된 개인 작업에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조원들간에 우애를 다질 수 있었던 시간은 소 

중한 기억으로 남는다. 하지만 마지막 프리젠테이션 때 같이 열심히 

준비한 학생 모두가 발표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다.

우리 조의 경우 전국 12개 학교 학생들이 모였는데 각 대학별로 특 

징이 있어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았다고 생각된다. 자신 

의 작품들을 좀 더 보완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다. 이제 디자이너 

는 시대의 문화를 선도해 나아가는 사람으로 다양한 지식과 능력이 요 

구되어진다. 그래서 이번 캠프에서도 작품뿐만 아니라 인성, 프리젠테 

이션 능력, 스케치 등 여러 각도에서의 평가가 캠프가 진행되는 일주 

일 동안 이루어졌다. 이 점이 바로 대우 ID 캠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이 아닐까 생각된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조원들과서로도와가며 마지막 

까지 열심히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 기쁘다. 며칠 안 되는 밤이었지 

만 새벽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준비한 조원들과 헤어져야 한다니 

매우아쉬웠다.

이번 캠프에서 느끼고 배웠던 것들은 앞으로 진행될 나의 작품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나의 부족한 부분을 든든히 채워 줄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다.

해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해 주시는 대우전자에 

깊이 감사드리며 특히 행사기간 내내 수고하신 대우전자 디자인 연구 

소 김상용 이사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 ki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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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豊 위한 가상현실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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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그림을 가르치고 있는데 어렸을 때에 비해 

아이들의 사고 방식이 많이 달라진 것 같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관찰해 보니 조금은 심각히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었다. 우리 나라의 획일 

적인 교육과 부모들의 높은 교육열에 많은 시간을 학 

교나 학원에 빼앗기다보니 , 자연히 친구와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혼자 고립되면서 다분히 개인 

중심적이고, 수동적으로 되어지는 등의 문제점들이 

앞으로 더욱 심화되고 큰 문제로 제기될 것 같았다 • 

21세기에 보편화 될 가상현실기술과 학습기기를 접 

목시켜서 아이들의 올바른 인성함양과 건전한 지식습 

득, 놀이 등을 할 수 있는 어린이용 제품으로 열린 학 

습과 올바른 인성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하였다.

jindustrial design/march»april/1998 새로운 가능성을 위한 방향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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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tt Cline Ohio State Univ.

미국의 오하이오주립대 제품디자인전공학생 12명 중에서 선발되어 이번 ID 캠프에 참가하게 

된 Scott Cline은 학과목 중에서 제품디자인 분야를 제일 좋아한다고.

각 나라마다 나름대로 제품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 특징이 있는데, 독일의 디자인은 구조Structure

를 중요시하고 논리적인 반면, 미국은 많은 프로세스를 중시하여 하 

나를 디자인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연구조사, 실험 등이 따른다고 

한다. 이에 비해 한국의 학생들은 스타일링에 관심이 많고 또 거기 

에 너무 치중하는 것 같다며, 많은 표현 형태나 스타일링은 있으나 

정작 그 속에 무슨 의미가 들어 있는지 궁금하다는 뼈있는 질문을 

했匚卜. 즉 미래의 삶에 관한 제안은 없고 그러한 것 같다 라는 막연 

한 표현만이 작품에 나타나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이匚卜. 이와함께 미 

래의 삶에서는 제품이 더 많은 상징적 의미를 담아내야 하고, 디자 

인을 함에 있어서도 모든 부분이 하나 이상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 

지도록 해야 한다며 자신의 디자인 철학을 밝히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어떠한 형태F。"를 표현할 때, 그 뒤에 숨어있는 구체 

적인 의미는 아니더라도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도록 배웠고 또한 그 

것을 표현하도록 노력한다고 한다.

이번 캠프에 참가한 작품은 'Upper 氏helOnRestauram Technology 

Project，로 레스토랑 내의 정보통신기기 디자인에 관한 작품이다. 이 

작품을 진행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공항 방문 등 여 

러 가지 조사를 병행해서 작품의 컨셉을 발전시켰다고 한다. 공항 

에서 비행기를 이용하는 회사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많은 회 

사원들이 악천후의 기상상태에 의해 비행기가 연착되어 공항에서 

보내는 시간이 한두 시간에서 많으면 열 시간에 이르게 되는 경우 

가 많은데, 그럴때 정보통신기기가 필요한 것이다. 전화, 팩스는 물 

론이고 인터넷 이용 E-mail 주고받기 등등 여러 기능을 갖춘 기기 

로 형태적인 면은 비행기의 조종석의 모양을 응용하고, 딱딱하기 

쉬운 기기를 한국적인 라운드형의 디자인으로 처리하여 표현하였 

다고한다.

일주일 동안 학생들과 함께 지내면서 벌써 7가지 정도의 한국말 

도배웠는데 안녕하세요' , 감사합니다 정도는 기본이고,장난기 

많은 학생들이 알려준 사투리도 몇 가지 배웠다고 한다.

독일이나 한국의 디자인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배 

우고 싶다고 밝히는 Scott은, 앞으로 졸업 후에는 독일에 가서 6개 

월 정도 독일의 디자인회사에서 독일의 디자인에 대해 배운 후 다 

시 미국으로 가서 디자인을 계속할 것이라고. ki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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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함의 깊이를 디자인으로 - 스마트디자인사

세계 디자이너의 관문 소호

가구의 기능주의 및 축소화 강세 - 쾰른 국제가구전시회

폴란드 디자인의 뿌리와 역사, 현재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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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디자인사

단순함의 깊이를 디자인으로
1979년, 현재 대표이사인 David

Stow이씨가 Syracuse University, New

York의 동창들과 함께 의기투합하여 David

Stow에 Associates라는 이름으로 창립,

84년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된

스마트디자인사. 98년 현재 디자이너,

최 윤호 ECCO Inc. 디자이너, KIDP 뉴욕 통신원
엔지니어, 디자인 리서치 전문가 등 32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2월, 뉴욕에

위치한 스마트디자인사를 방문, 마케팅 매니저

137, Varickst, ny, NY 10013, U.S.A.
Tel. 1-212-807-8150
Fax. 1-212-243-8514
E-mail: abby@smartnyc.com

Ms. Abby Rosenfeld와의 인터뷰를 통해

스마트디자인사의 디자인 세계를 만나보았다.

스마트디자인의 회사 철학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의 디자인 철학은 '스마트디자인은 수 

요Demand를 만든다 는 것입니다 스마트디자인 

이란 이름만이 아닙니다. 스마트한 디자인은 

Physically 侬”血恒山‘오｝ EmotionaUyPsychonomically 

를 동시에 소비자에게 전달합니다. 기능적인 

면에 더하여 사용하기 재미 있는 제품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철학이 우리의 디자인 

프로세스를 주도합니다.

서로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진 디자이너들과 

경험을 나누면서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결과를 

얻습니다. 다양한 경험과 백그라운드가 개발 

과정에서 중요성이 확인되는 모든 프로세스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디자인의 주요 서비스는?

스마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제품전략과 

기획, 산업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인터페이스 

디자인, 디자인 리서치, 엔지니어링, 그리고다 

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해외 산업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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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디자인에서는 엔지니어링올 포함한 

종합적인 Tumkey Process도 제공합니까?

물론 종합적인 Turnkey Process도 제공합 

니다. 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엔지니어들과 디 

자인 프로세스와 디자인 혁신에 초점을 두어 

디자인하고 그 후 방향이 설정되면 구체적인 

문제들을 풀어 나가고 있습니 다.

스마트 디자인에서 특별히 전문적으로 디자인하는 

제품 분야가 있습니까?

특별한 전문 분야는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볼륨감있는 Consumer Product입니다. 우리 

는 다양함이 인생에 즐거움을 준다고 생각합 

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분야를 전문 

으로 하는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산 

업을 경험하면서 소중한통찰력sigh을 얻습니 

다. 예를 들어 칫솔을 통해 더 좋은 핸드폰을 

디자인 할 수 있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 

니다.

Alps 게임콘트*러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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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전략 서비스는 ? 전화기 디자인

우리는 마케팅전략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 

니다. 클라이언트가 전략을 주면 그것을 제품 

전략으로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시장을 찾아 

주지는 않지만 시장이 확정되면 그 시장에 어 

떠한 제품이 필요한 지를 알려줍니다.

평균 개발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제품마다 다르지만 리서치가 다양하•게 행해 

져야 하고, 또 많은 혁신이 필요한 제품이라면 

9개월에서 1년 반까지도 걸리지만, 어느 정도 

성숙되어 있는 제품의 경우 4〜6개월 정도로 

봅니다. 그 시간 안에 컨셉이 완성된 3D 파일 

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는?

어떤 클라이언트와는 로열티 관계에 있습니 

匸七 OXO Intemational이라는 회사와의 관계 

가 그런 예입니다. 로열티 관계의 장점은 같이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나 

온 결과들이 우리의 강점이지만 항상 조심스럽 

게 접근합니다. 관계하고 있는 양쪽 모두에서 

강한 믿음과 능력이 요구됩니다. 성공적인 결 

과가 나오기 까지 많은 노력 이 필요합니 다.

연간 매출 중에 컨설팅과 로열티의 M중은 어느 

정도됩니까?

약20% 정도가로열티에서 옵니다.

직접 생산하는 제품이 있습니까?

직접 생산하는 제품은 없습니다. 현재로서 

는 우리의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디자인하는 일 

에 집중합니다.

스마트디자인 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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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전자 TV 디자인

미국의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로열티 관계에 

있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경 

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더 흔한 산업들이 있습니다. 볼륨감 있는 

Consumer Product에서는 그다지 흔하지 않 

습니다.

디자인 Fee가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까?

그렇습니다. 같은 규모의 회사에 비교했을 

때, 비용 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뉴욕에 위치하고 있는데 장점은?

뉴욕에는 풍부한 인력이 있습니다. 크리에 

이티브한 사람들, 디자이너 이외에도 모든 것 

이 너무나 풍부합니다. 우리가 다양한 프로젝 

트를 진행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우리가 혁신 

적이고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줍니다.

한국 클라이언트와 일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한국 디자이너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있습니다. 대우전자와 함께 TV 프로젝트를 

진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 좋은 경험이었습니 

다. 한국 클라이언트는 강한 생산력과 디자인 

에 대한 좋은 감각을 소유하고 있는 능력이 있 

습니다. 이러한 클라이언트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앞으로 한국 프로젝트가 더 늘어나기 

를 기대합니다. 현재 일본, 독일, 페루 중국등

우리는 미국,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독 

일, 영국, 일본, 그리고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온 디자이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미 

국 시장뿐 아니라 많은 다른 국제시장을 이해 

하고, 민감한 부분까지 깊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줍니다. 또한 최첨단 3D CAD 

파일 시스템을 통해 어느 외국업체와도 대화

과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쉽고, 큰 노력이 없어도 가능해졌 

습니다. 앞으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습 

니다. ki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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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디자이너의 관문

소호

이 -讣 므! 동아일보 뉴욕특파원

] 국은 지금 디자인에 있어서도 세계 

[二I I 의 중심이 되고 있다. 과거 프랑스

I 와 이탈리아가 누렸던 디자인 메카 

의 영광이 미국 땅으로 옮겨진 듯한 느낌이다. 

80년대 말사회주의의 몰락과 함께 정치, 경제, 

문화에서 미국이 패권적 위치를차지하게 되면 

서 세계 디자인의 중심 또한 자연스럽 게 이곳 

으로 이전하게 된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뉴욕 맨해튼의 소호지역은 가장 각광받는 디자 

인 산실이 되었다

뉴욕의 새로운 명물

소호라는 말은 South of Houston, 즉 맨해 

튼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하우스톤이곳에서는 발음을 휴스 

턴이라고 하지 않는다 스트리트의 남쪽을 일컫는다. 이 

지역은 당초 미국의 산업이 꽃피던 지난 19세 

기 말 맨해튼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던 기업들 

이 재고품을 쌓아 놓은 창고단지였다. 뉴욕 경 

제 번영의 상징이던 소호는, 그러나 지난 30년 

대 대공황을 겪으면서 한 순간에 폐허로 변했 

다. 텅 빈 창고들만 유령처럼 즐비하던 소호는 

그 후 건물 임대료가 싸다는 이점 때문에 60년 

대 말부터 배고픈 화가들이 몰려들면서 그들의 

작품을 발표하는 문화의 장소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젊고 유능한 작가들의 작품을 구경하 

러 오는 세계 각지의 관광객들을 수용하기 위 

해 유명한 레스토랑과 바들이 탄생한 것도 이 

때쯤부터 이다

이처럼 소호가뉴욕의 새로운 명물로 자리잡 

은 지 30년쯤 지나자 땅값이 천장부지로 치솟고 

건물임대료도 화가들이 감당하기 벅찬 수준으 

로 뛰어 올랐다. 소호의 이름 값을 눈 여겨 보아 

온 세계 유명디자이너들은 이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둘씩 이곳으로몰려들었다. 당연히 재력이 

약한 화가들은소호를떠날수 밖에 없게 된 것 

이다. 소호가 오늘날 디자인의 메카가 된 배경 

은 대충 이러하다. 비록 많은 화가들이 이곳을 

떠났지만 당초 신인화가들의 발랄한 실험적 작 

품을 탄생시켜 온 그 정신은 오늘날까지 소호에 

고스란히 남아 도전적이고 개성이 강한 디자이 

너들의 창의적 욕구를 채워주고 있다.

세계 디자이너의 한마당

특히 의상과가구디자인에 있어 소호는세계 

정상급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작품들을 한껏 과 

시하는 한마당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런 

추세는 시간이 가면서 더욱 두드러져 작년 한 

해만 해도 소호지역에 문을 연 패션디자이너들 

의 상점이 2백 개를 넘는다. 유럽을 비롯, 세계 

적으로 내로라하는 디자이너들이 뒤질세라 소 

호에 매장을 개설하고 있어 이곳은 이제 외국 

디자이너들의 미국 진출 관문이 되는 느낌이 

다. 작년 9월에는 일본의 자존심이라는 대중의 

상디자이너 '타야마 아츠로 가 이곳에 대형 매 

장을 개설했고, 이어 오스트리아의 패션디자이 

너 헬무트랑이라는사람도스토어를건립중 

이다. 10월 들어 이탈리아 의류회사인 코스츔 

내셔널이 진출했을 때는 개점 광고를 내지도 

않았는데 고객이 몰려들어 첫 날 매장에 있던 

모든 상품이 동이 나는 기록을 세웠다. 이 사실 

은 다음 날 뉴욕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대서특 

필되기도 했다. 캐나다의 럭비 노스 아메리카 

가 캐주얼 스타일의 재킷과 스포츠 백 종류를 

파는 매장을 이곳에 문 열었을 때도 비슷한 상 

황이 벌어져 뉴요커들을놀라게 했다.

이런 현상 때문에 이름께나 있다는 세계 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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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디자이너들 간에는 성공하려면 소호에 가 

야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한다. 파리의 샹 

제리제에서 가장 손님이 많다는 의상점에서도 

유명디자이너의 작품이 거래되는 것은 평균 

40분에 한 벌 꼴이라는데 소호에서는 웬만한 

상점이 평균 2분에 한 명씩 고객과 거래를 하 

고 있다니 놀라울 뿐이다. 소호에 진출한 한국 

인 디자이너들도 상당수 있다. 대표적인 인물 

일 '쥬사라리 라는 이름의 여성디자이너. 그는 

작년 8월 소호 내 그린스트리트에 한식 기와지 

붕을 본 딴 장식으로 내부를 치장하고 한국 전 

통적 개념의 디자인을 가미한 새로운 스타일의 

의상을 선보이 고 있다.

소비자의 개성과 다양성 만족

소호가 소비자들을 자극하는 이유는 무엇일 

까? 이 지역이 소비자들의 호기심을끌만한 여 

러 가지 요인들을 두루 갖추고 있는 주변 여건 

때문이다. 아직도 남아있는 전위예술 작품판 

매장에서부터 진기한 군용품 가게, 어른이 좋 

아하는 장난감 스토어, 그리고 독특한 예술적 

분위기를 연출해 놓은 레스토랑에 이르기까지 

소호에는 진기한 것들이 많다. 22종류의 아이 

스크림을 파는 집에서부터 포토 아티스트들을 

위한 카메라 엔티크, 그리고 유명 아티스트들 

의 등용문 역할을 해 온 오 케이 해리스 갤러리 

에 이르기까지 소호는 다양한 취미를 가진 서 

로 다른 사람들을 모두 만족시켜 주는 곳이기 

도 하다. 그래서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은 소호 

에 한 번 발을 들여놓으면 시간가는 줄 모르고 

이 거리, 저 거리를 기웃거리게 된다. 유명 브 

랜드를 찾아 그 넓은 맨해튼을 헤매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서 약간은 들뜬 기분에 사람 물결 

을 따라 매장들을 순례하면서 구매욕을 불사르 

는 것이다. 다행히도 대중적 디자이너들의 작 

품을 선보이는 곳도 많아 지갑이 얇은 사람들 

에 게도 소호는 부담없는 지 역 이 다.

뉴욕타임스는 소호가 이제 세계 디자이너 

들을 환영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진열장 

이 되었다고 소개하고 비록 문 앞에 금전등록 

기가 놓여 있는 것은 다른 점포들과 같지만 창 

조적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그 주인이라는 점 

에서 소호는 분명히 다른 면을 갖고 있다고 분 

석했다. ki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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쾰른 국제가구전시회

가구의 기능주의 및 축소화 강세

Indecasa S. A. 사의 Bancada Trial Aluminio'

윤종영 KIDP 독일통신원

[[ 년 1월, 독일의 쾰른에서 개최되는 
口 H국제가구전시회는 세계에서 가장 

■ I 중요하고 규모가 큰 가구 전시회라 

할수 있다. 이 전시회는 가구 생산의 주요국인 

유럽의 모든 국가와 미주 지역의 가구업체까지 

총 망라하여 참가하는 전시회로 그 해에 생산 

되어 판매될 가구들을 미리 세계 각국의 가구 

상인이나 디자이너, 또는 소비자들에게 첫선 

을 보이게 된다. 주된 전시아이템으로는 아파 

트용 가구, 철재 가구, 유아용 가구, 청소년용 

가구, 축소형 가구, 부엌 가구, 쿠션 가구, 침실 

가구, 거실 가구, 시스템 가구 등으로, 역시 쾰 

른에서 매년 10월에 개최되는 'ORGATEC' 

에서 전시되는 사무용 가구를 제외한 거의 모 

든아이템이 전시된다.

7일간의 전시일정으로 진행된 98년에는 전 

시자측의 인원을 제외한 총 148,503명이 참관 

하였으며, 그 중 98%가 가구직에 종사하는 전 

문가들이었다. 우리 나라도 주로 가구업 종사 

자들을 중심으로 참관자가 매년 증가하였으나 

작년의 경제 불황 여파로 올해에는 참관자가 

극소수에 불과했으며 우리 나라의 업체는 한 

곳도 없어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가구의 오랜 역사를 지닌 유럽 국가들은 옛 

부터 가구문화가 매우 발달하였으며 그릇문화 

와 더불어 가구는 그 가문의 전통과 기풍을 나 

타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때문에 

지금도 많은 유럽인들은 가구에 대한 애착이 

가구의 기능주의 및 축소화강세-쾰른국제가구전시회

대단히 강하며 이에 대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 

다. 또한 유럽 소비자들은 가구에 대한 기호 역 

시 매우 다양하고 개성이 강하여 전통 클래식 

과 아방가르드,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등의 

시대별로 폭넓고 다양한 층이 형성되어 있다.

한편 이번 전시회의 특징은 최근의 새로운 

추세라 할 수 있는 가구의 기능주의 가 더욱 

뚜렷이 나타난 점이다. 이는 이전의 외형주의 

만을 추구하던 '시각적으로 아름다운가구'라 

는 제한적 개념에서 탈피하여 특수소재나 기 

구, 또는 조명등을 조합하고 응용하여 사용자 

에게 최대한의 편리함을 배려하려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났다. 또한 기하학적 조형의 원리 

를 도입하여 가구의 사용목적을 다변화하고 

좁은 공간에서의 사용을 위한 '가구의 축소 

화 경향 또한 더욱 강조되었으며 다양한 특수 

소재와 질감의 사용으로 목재가구가 갖는 표 

현의 한계성을 해결하려는 노력 또한 두드러 

진 특징이었다.

이제 가구는 그저 옷을 보관하거나 잠을 자 

기위한 단순한사물의 역할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생활의 활동영역이나 주위 환경에 

가장 주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 역할 또한 

복잡 다변한 현대를 사는 인간에게 즐거움과 

편안한 안식을 주는 유기체적 역할까지를 감당 

해야만 하는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 

이다. kidp

78
industrial design/march•apri1/1998



해외 산업디자인 industrial design/march・apri고/工998



폴란드 디자인의 뿌리와 

역사, 현재와 미래

보이 치 엔크 비 비 에 할스키 (Wojciech Wybieralski) 

폴란드 산업 디자이너협회 (SPFP) 회장

、工 란드의 디자인은 다른사회•경제활 

동과 마찬가지로 역사적 배경과 밀 

S. 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폴란드는 유럽대륙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10세기에 걸쳐 주요한 인구 이동, 급격한경제• 

사회적인 변화들, 그리고 중세 이래로 유럽에 

서 일어났던 전쟁들을 겪어왔다.

폴란드는 역사적으로 기독교 문화의 보루 

나 동구와서구의 교량 둥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유럽의 다른 국가들처럼 폴란드도 역사 

적으로 많은 운명의 변화를 겪은 까닭에 그 성 

격을 매우 '다양한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문화적으로는 서유럽지중해 문명에 속해있고, 기 

독교문화에 바탕을 두고 있다.

폴란드의 문화는 유럽 문화유산의 일부분으 

로 유럽문화의 요소를 물려받았고, 거기에 독 

특한 폴란드적 요소를 첨가하였다. 특히 체코, 

독일, 유대, 이탈리아, 프랑스, 리투아니아 등 

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복합적인 폴란드 문화가 

탄생하였다.

폴란드의 물질문화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INA 커피세트, 1952-53
디자인: Lubomir Tomaszewski

주요한 요소에 바탕을 두■고 있다.

첫째, 서유럽 중에서도 특히 독일, 이탈리 

아, 프랑스, 한자동맹이 일반적으로 도시 문화 

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폴란드의 귀족 문화영주 

저택. 기사문화는 특히 폴란드와 이슬람세계믈질적 농경문화 

의 역사적인 만남의 영향으로 17세기 소위 사 

르마샨Sarmatian스타일로 발전하였다 셋째, 폴 

란드 농민 민속 전통으로 19세기 후반, 그러한 

전통들의 일부는 중간계급, 지식인 계층, 노동 

자 문화로 이전되었고, 현재의 새로운사회 •경 

제•정치적 상황에서 이는 중간계급训자성향의 그 

룹들에 바탕을 둔 서유럽 상황과 유사한 사회 

구조로 발전되 었다.

따라서 폴란드의 디자인은 일상생활의 사물 

들과건축을포함하여 일반적으로중세부터 현 

재까지의 전문공예와 민속 아트유형의 공예, 

18세기에서 19세기까지의 제조업, 19세기 중 

반 이후의 산업혁명과 19세기 후반 몇 년 동안 

의 특성 인 타트라Ta' 산맥 에 사는 고지 인髙地人 

들의 민속공예 전통에 기초한 저코퍼네22丽皿 

스타일이라고 불리는 폴란드 예술의 요소 등의 

유형들로 구성되어 있다.

1910년 폴란드 응용예술협회가 설립되었 

고, 1912년 후반에 크러코프Krakow 워크숍에서 

예술가, 공예가들, 그리고 가구, 날염과 목재, 

텍스타일, 세라믹, 금속 작품, 북바인딩 , 다양 

한 종류의 포스터 프린트 등을 만드는 아마추 

어들과의 협력작업이 시작되었다. 협회는 또 

한 전시회, 홍보강좌 등을 마련하고 정기간행 

물을 발행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과 1918년의 폴란드 독립 

이후 폴란드 경제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 

고, 그에 따라 응용미술도 진보를 이루었다. 

기능주의 철학과 아르데코의 경향들은 폭넓 

게 수용되고 사용되었으며 , 1925년 파리에서 

열린 아르데코 전시회에서 10개의 상을 수상 

함으로써 주목받게 되었다. 그 당시 폴란드 

의 제조업체들은 다양한 제품들을 디자인하 

였고, 가전제품, 조명기기, 라디오, 각종 가 

정용품, 자동차, 기차, 그리고 군수품까지 생 

산하였다.

예술가들과 공예가들의 협 력단체인 LAD는 

1926년 설립되었다. LAD는 폴란드의 디자인 

중에서도 가구, 텍스타일, 그리고 세라믹 분야 

발전에 중요한 초석이 되었다. LAD의 디자이 

너들은 불필요한 장식을 피하는 유럽의 근대주 

의적이고 고유한 전통의 영향을 받았다.

또 다른 디자인 그룹인 PREASENTS7} 

1926년에 창설되었다. LAD와는 반대로 

PREASENTS는 민속적이거나 향토적인 표 

현을 지양하고, 바우하우스 스타일과 사고방 

식을 따랐다.

양대 세계대전 사이의 20년은 아트 스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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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대학에서의 디자인 교육이 더욱 발전하는 

데 기초가 되는 시기였으나, 1939년 독일 나찌 

와 소련에 의한 침공으로 이제까지 진행된 진 

보의 흐름들은 중단되었고, 5년의 점령기 동안 

폴란드는 극심한 인구와 물질•경제적인 손실 

뿐만 아니라 문화유산의 막대한 손실까지 입게 

되었다. 1945년 전쟁이 끝난 후에도 독립되지 

못하였다.

소련의 속국인 폴란드 인민공화국PRL이 들 

어섰고, 1989년에야 진정한 독립이 이루어지 

고, 폴란드 공화국切이 복구되었다. 폴란드 인 

민공화국이 통치하던 45년 동안에도 폴란드 

문화의 본래적인 요소들은 지속적으로 발전하 

였고, 서구와의 전통적인 유대가 미약하나마 

유지되었다.

스탈린주의자들의 점령기간⑼*1953동안 예 

술 및 건축은 검열과 열악한조직, 효율성의 부 

재, 사회주의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재정 

적 어려움 등에 의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상대 

적으로 자유롭게 발전되고 있었고, 순수하고 

전문적인 수준에서의 디자인과 산업디자인의 

분야는 일정한 진보와 성취들을 이루어냈다.

특히 1950년대에 여섯 개의 폴란드 고등교 

육기관에 의해 제공된 전문지식과 경험들은폴 

란드의 산업 적 필요에 부응할 만큼 충분한 교 

육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솔탄"zy Sohan교수의 

워크숍, 크러코브Krak。* 예술아카데미의 파블 

로브스키Andrzej Pawlowski 교수나 바르샤바의 토 

머 셰브스키民＜力 Tomaszewski 와 브호블레브스키 

Andrzej Wroblewski 교수의 성과물들은 디자인 조사 

방법론에 있어 원조가 되었고, 그 수준 또한 매 

우 높았다. 그들은 국제적인 디자인으로의 접

의자, 1956
디자인 : Maria Chomentowska

휠체어, 1989
디자인: Elzbieta Goral, Wojciech Olczak, Cezary Nawrot

근이 심하게 제약되어 있는 이웃의 코메콘 

。加网 국가 디 자인 기관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 

켰다.

개인적인 오피스와 해외의 고등교육 기관에 

서의 폴란드 디자이너들에 대한 수요需要는 폴 

란드 기관들의 높은 교육수준을 증명하고 있 

다. 하지만 유능한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감 

에 따라, 독일과 스위스, 미국, 캐나다와 핀란 

드가본 이익은폴란드에 게는 실夫이 되었다.

PRL이 집권하던 45년 동안 폴란드는 국가 

유지에 필요한 거의 모든 산업을 소유했고, 수 

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폴란드 제품 

들은 외국시장에서 대부분 경쟁력을 갖지 못했 

다. 이에 디자이너들에 대한 많은 훈련과 전문 

화에 노력을 기울였다.

디자이너들은 기업과 공장들을 소유한 큰 

주班艇에서 기업의 디자이너로 일하거나, 디자 

이너끼리 협력을 이루어 어떤 주의 재정적인 

지원 아래 프리랜서로 일하기도 했다. 이로써 

디자인 분야에서 자유기 업과 경 영 문화의 많은 

요소들이 현재의 새로운 시장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보존되었다. 그 당시 국가는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40년 후를 바라보며 디자인 진 

흥을 위해 지원했다.

제품디자인 표준관리관청 Office for Controlling

Production Design Standard , 1950년에 설립된 산업디자

인기관JWP, 그리고 국가 디자인 조사 연구 기관 

이 생겨났다.

동구권 최초이자 유일한 전문 산업디자인 

기관인 SPF丁心-산업디자이너 협회는 1968년에 세워 

졌다. SPFP의 활동 덕분에, 폴란드 디자이너 

들은 세계 경제와 산업분야로 진출할 수 있었 

고, ICSID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적 디자인과 

밀접한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 었다.

정부기관들은 그들의 R&D 센터와 건축사 

무실을 디자이너들을 위해 개방하기 시작하였 

다. 점차적으로 제품디자인을 책임지는 디자 

인 단체들과제품군들의 협력작업이 주요한산 

업분야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디 

자인 단체들은 전자산업 , 가정용 제품, 기 계도 

구와 건축 기 계류, 섬유와 조명 등 다양한 분야 

로 그 활동영 역을 넓혀갔다.

해외 산업디자인। industrial design/march•apri1/1998



1969년에 설립된 폴란드 디자인카운슬p。' 
Council of Industrial Design and Production Aesthetics에서 느二 경 여 

대회와 전시회들을 조직하였고, 66년, 68년, 

70년에는 우수 디자인에 국무총리상이 수여되 

었다. 이러한 경쟁적인 노력들은 실질적인 디 

자인 단체들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여 주었으 

며 , 많은 디자인 설계가 국가적 차원의 공동작 

업으로 이루어졌다.

전문적 인 산업디 자인 교육은 크러 코브Krakow 

예술 아카데미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후, 바르 

샤바 예술 아카데미의 디자인 학부에 있는 바 

르샤바 산업 디자인 강좌에서 이루어졌다.

60년과 80년 사이에는 이론적이고, 조직적 

이며 실질적인 관점에서 전문분야로서 산업디 

자인은 빠르게 발전하였다.

80년에서부터 89년 사이의 시기는 침체기 

로 특징지어진다. 그러나 경제적 •정치적 붕괴 

의 와중에서도 디자인을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 

의 노력이 이루어졌다. 경제침체기에 예고된 

전쟁법이 81년 12월 13일에 발효되자, 모든프 

로젝트 그룹들은 거대한 국가적 기업에서 축출 

LOT 폴란드에어라인, 1975

되었다.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예술과 디자인 

공동체는 흩어졌으나 개별적 디자이너들과 일 

부 디자인 단체들, IWP와 아트 스쿨들은 개인 

적인 워크숍을 활성화함으로써 위기에 따른주 

위의 무관심에 대응해 나갔다.

그 당시 폴란드의 디자인 성과와 성공의 가 

장 좋은 예는 96년에 보구슬러프 보즈니아크 

Boguslaw Wozniak오} 刁 비 투;3 刁Rafal Kwintorkyj. 공L동 

디자인하고, 산업디자인 카운슬의 정밀 도구 

공장인 P0NAR-AVIA7} 생산한 제분기 , 

FNC-25이다. 이 제품은 67년 ICSID- 

UNESCO의 디자인 슬라이드 컬렉션에 전시 

되었다.

89년의 독립은 근본적인 정치, 경제적인 개 

혁을 불러왔다. 소규모의 개인 생산이 이루어 

지고, 외국의 무역과 산업간의 협력작용이 더 

욱 밀접해지며, 서구국가들과의 상업적인 유 

대관계가 다시 증가하자 국가적인 산업 복합체 

들에서 폴란드 고유의 디자인 요소는 사라지게 

되었다. 외국의 기술과 제품들이 폴란드의 시 

장에 흘러들어옴에 따라, 국제적인 디자인도 

함께 도입되었다. 이로써 시장은 매우 풍성하 

게 되었고, 일반적인 공급 수준은 급격하게 증 

가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폴란드 디자이 

너들을 몰아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현 

재 개인 디자인 스튜디오들은 이 같은 상황에 

따른 압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주로 영세 고객 

들에만 의존하는 상태에 있고, 그들의 활동도 

제품 개발보다는 기업의 홍보, 포장과 광고 등 

에 한정되었다.

새로 등장하는 사기업들은 산업디자인의 중 

요성을 아직까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

PINGWIN 호텔 집기, 1970 
디자인 : Danuta D니szniak

에 SPFP의 새로운 역할이 있다. 이제 정부는 

스폰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특히 유럽의 

도전에 직면해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고유한 

영역에서의 폴란드 디자인진흥에 관심을 기울 

여야 한다.

디자인 교육은 대부분 대학원 수준의 교육 

을 제공하는 6개의 아트디자인 아카데미에서 

이루어지고, 이들 디자인 아카데미들은 매년 

다양한 디자인 전문분야에서 약 100명의 산업 

디자인 석사학위자들을 배출해 내고 있다.

89년 이래로, 폴란드의 경제와 산업, 디자 

인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50년 

동안의 정부 감독 경제체제 이후 이제 디자인 

은 주요한 시장 요소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폴란드 디자인의 발전은 폴란드의 무역 및 

산업의 발전과 병행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직도 극복해야 할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만, 

폴란드 상품은 질과 양에서 괄목할만한 성장 

을 이루어 왔다.

특히 바르샤바지역에서 디자인 전문회사는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 모두에서 빠른 성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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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있다. 그들은 5〜 10명의 디자이너들과 

보조자들, 그리고 행정사무원들이 그룹을 이 

루어서 산업디자인, 포장디자인, 인테리어와 

전시 •그래픽 디자인, 시각 디자인 등 2〜3개의 

전문 디자인분야에서 일을 한다. 이러한 디자 

인 전문회사들은 R&D 서비스 산업, 엔지니어 

링 디 자인 모델 워 크-업 메 이킹 M0del Workup Making 

2차원의 시각화서비스등을제공한다.

Studio Program, Crea, Concept, 

Towarzystwo Projektowe, Radna, Idea, 아 

트디자인 아카데미에 있는 3A Agency R&D 

Consultancy 등이 바르샤바에서 활동하고 있 

는 디자인 전문회사들이다.

전국적으로는 대략 40〜50개의 비슷한 유 

형의 다른 디자인 전문회사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전문회 

사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산업디자인 

석사학위를 가진 1,000여 명의 전문가들을 볼 

때 우리는 폴란드 디자인의 인적 잠재능력을 

발견할 수가 있지만, 현재 기업 내부의 디자이 

너의 수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가위, 1989
디자인 : Zbigniew Dobosz

한편, 순수 그래픽 디자인•시각 디자인 전문 

회사의 수는 훨씬 많다. 오늘날 경제 전반에 걸 

친 급속한 성장 속에서 인테리어 디자인과 건 

축 회사 또한 증가하고 있다.

현재 외국주로 독이영국의 디자인 전문회사들은 

폴란드 디자인 그룹들과 합작회사를 세우면 

서 폴란드 디자인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폴란 

드의 디자인 전문분야는 중공업 , 수송 디자인, 

기계류, 정밀광학과 의료기기에서부터 텍스 

타일, 유리 , 세라믹 , 가죽, 목가구와 같은 경공 

업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매우 넓고, 포장디 

자인 및 관련분야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또한 폴란드의 뿌리 깊은 전통들과 그래픽 디 

자인에서의 현재의 성과들은 이제 시각 디자 

인, 아이덴티티 , 광고 등의 분야로 쉽게 전이될 

수 있다.

유럽의 다른 대다수의 사회주의국가들에서 

처럼, 산업분야에 좋은 디자인을 도입하는 데 

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폴란드에는 잘 

훈련된 디자이너들이 충분히 있으나,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빠르게 변하는 새로운 경제환경 

에 경쟁적으로 대응할 만한 작업방식을 배워야 

한다. 따라서 현대적 기술에 접근함으로써, 폴 

란드 디자인은 많은 종류의 새롭고 경쟁력 있 

는 제품들을 창조해 낼 수가 있다. 새로운 디자 

인 전문회사의 등장으로 유럽과 세계의 디자인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대략 5년 안에 폴란드는 유럽공동체에 가입 

할 것이고, 폴란드의 디자인은 유럽디자인 산 

업의 일부분이 될 것이다 -dp

제분기 'FNC-25', 1966
디자인: Boguslaw Wozniak, Ratal Kwi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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厶■■ H 、 98 미국 라스베가스 동계 전자쇼

디지털혁명 속의 소형, 경량, 첨단감각열풍

. ■■「한파로 유난히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와는 

] ]训 卜 달리 5년째 호경기를 누리고 있는 미국 라스베가스에 

ill ¥ ■ 서 1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에 걸쳐 세계적인 규모

를 자랑하는 98년 동계 전자쇼''"ter Consumer Electric Show가열렸다.

우선 그 규모를 따지기 이전에 행사를 운영하는 조직화된 모습이 

선진 이 라는 느낌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시스템디자인 측면에서 부

김 진 LG전자 디자인연구소 책임연구원

수적인 서비스 체계나 운영 방식이 잘 되어 있고, 우리의 전자쇼와 비 

교가 되어 느끼는 바가 많았다. 예를 들어 각 호텔에서 행사장까지 무 

료 셔틀 버스를 20분 간격으로 다양한 코스로 운행한다든가, 행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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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든가 하는 사소한 일에서부터 매일 매일 진행되는 행사장의 주요 

이벤트를 한 눈에 알수 있는 뉴스레터의 발간 및 프레스 센터의 운영 

등이 그것이다.

주요 동향

'세계 최대의 전자쇼' 라는 명성대로 규모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나 새로운 첨단기술의 추이를 알아볼 수 있었다.

그 첫째는 디지털 영상.음향Digital AV 시대의 정착이라고 말할 수 있 

는데, 이는 96년도에 많은 회사들이 시작품으로 선을 보였던 첨단 영 

상매체인 디지털 다기능 디스크가 포터블화 한다든지하여 다양한 

아이템으로 보편화되어 있고, 오디오기기인 미니 디스크MD는 이미 응 

용 제품의 단계까지 돌입하여 미니 디스크 캠코더MD %ew Cam까지도 나 

와 있는 상황이다. 디지털 스틸 카메라由나 디지털 비디오 카세트DVC 

제품개발도 활발하여 보급형 모델부터 고급 모델까지 다양하게 개발, 

전시되고 있었다.

둘째는 휘도나 해상도의 향상을 목표로 디지털 텔레비전DY 고해 

상도 텔레비전HD', 플라즈마 텔레비전PEsma TV 등의 기술이 혼재되어 

영상 디스플레이 기기들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플라즈마 디 

스플레이 패널「I* 기술과 액정 디스플레이丁瞠 LCD 기술이 각자의 장점 

을 내세우며 각축을 벌이고 있었다.

셋째는 정보통신기술의 확대 및 응용이다. 점점 소형화 • 경량화 되 

어가는 디지털 셀룰러 폰Digital Cellular Phone이나 pQg 등으로 일컬어지는 

개인통신기 기의 다양한 기능 구현과 함께 HPC나 IPC 등이 개인정보 

단말기기로 첨단화되고 있다. 또 인터넷 TV, 네트워크오디오, 데이터 

스위트Date Suite 등 £-]11卅1을 주고받고 팩스를 보내거나 인터넷을 이용 

할수 있는간단한네트워크관련제품들도많이 전시되어 있었다.

제품별 디자인 동향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디자인에서도그 제품의 기능을 가장 잘 나타 

낼 수 있는 조형의 형태를 요구하고 있어서 소형화, 경량화, 첨단화가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영상디스플레이 제품들은 평평한 화면을 더욱 강조하기 위하여 프 

레임을 최소화하고 단순화하여 하드하게 처리함으로써 첨단적인 느 

낌을 주었다. 또한 전면의 형태에서 오는 이러한 심플함이 자칫 지루 

함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측면의 면 분할을 재미 있게 구성 

하고 외관의 표면처리를 밝은 금속 질감으로 처리한 하이테크 감각의 

디자인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갈수록 휘도와 해상도가 향상되고 대형화 및 다이렉트 방식이 인기 

인 HDTV는 이번 쇼에서는 RCA의 61〃 Direct HDTV와 Sharp의 

72' Rear HDTV가 심플하면서도 사용성을 배려한 디자인으로 인기 

가 높았다.

PDP기술의 플라즈마TV는40인치 이상의 대형 TV를 벽걸이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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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액자형으로 개발하여 가정의 인테리어와 어울리는 공간 절약형 TV 

로서의 슬림함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었다 사진1 2

차세대 VCR로 대변될 수 있는 DVD는 벌써 일반화되는 듯하며 심 

플한 디자인의 아주 고급스러운 표면처리 제품과 보급형의 약간 복잡 

한 형태에 일반적인 표면처리 제품으로 이원화되어 있었다. 개발 제품 

도 다양하여 일반적인 거치형에서부터 포터블 DVD도 선보였다. 특히 

Panasonic의 TFT LCD복합 DVD는 영상입력과 출력이 동시에 이루 

어지면서도 소형화하여 사용의 편리성을 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 

서리 부분이 각지고 표면처리는 고광택 메탈릭 실버로 기술 지향적인 

이미지를 주었다.사진'4

오디오 제품은 CD를 대신하는 디지털 음의 선두주자인 乂13가 주 

류를 이루며 다양한 응용 제품들이 선보였다. MD 미니 콤포넌트, 

MD 스튜디오, MD View CAM, 포터블 MD 플레이어 등이다. 특히 

디지털 기술 중 MD는 이미 많이 보편화되어 있어서 기존의 오디오 디 

자인 경향을 따르고 있었다. MD 미니 콤포넌트는 3면에 입체적인 로 

보트의 이미지를 따른 형태가 많았으며 디스플레이 부위나 버튼 부위 

가 우주선의 계기판처럼 화려하고 복잡성을 띄어 기계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었다. 이는 다른 제품에서 오는 극도의 심플함이나 하드함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포터블 MD 플레이어 역시 헤드폰 스테레오 카세트의 디자인 

트렌드를 그대로 따르고 있었다. 다양한 색상과 부분적으로 차별화된 

사진 5 사진 6

소재를 사용하여 MD를 부각시켰으며 고음질에 초점을 맞추어 본체 

보다 이어폰디자인이 더 부각되고 있었고, 가로형 디스플레이나 펜형 , 

원형 등 다양하고 독특한 형태, 사용하기 편리한 디스플레이나 버튼도 

한 몫을 하고 있었다 사진56

한편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나 디지털 스틸 카메라 디자인은 기존의 

비디오 카메라나 일반 카메라와 형태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LCD화면 유무에 따라서 구별될 정도였다. 이 제품들은 높은 해상도 

를 가지면서도 얼마나 작고 가벼우며 출력장비가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콤팩트한 사이즈를 강조하기 위한 

LCD 모니터의 플립방식이 각 메이커마다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었고, 

조작의 편리성을 도모한 파지 방법도 디자인의 형태를 결정하는데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제품 전체가 동일한 표면처리로 되어 있지 않 

고 그립 부위는 부드러운 소재, 화면 부위는 금속질감 등 기능별로 각 

기 적합한 표면처리를사용하고 있어서 다소 복잡해 보이는 경향도 있 

었다 사진 7

휴대용 개인 전화기인 셀룰러 폰이나 PCS는사람과 사람을 연결시 

켜 주면서 항상 사람과 함께 한다는 액세서리 개념으로 소형화, 경 량 

화 디자인을 지향하며 통신뿐 아니라 개인의 정보 단말기로서의 신기 

술 편의지향디자인을 추구하고 있다. 모토로라는 아날로그 스타텍 

Analogue StarTAC에 뒤 이은 디지 털 스타텍Digital StarTAC을 주축 O ：루 작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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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개인 소품 개념을 도입하여 핸드백이나 안경, 시계 등과 어울리는 

다양한 표면처리와 색상을 도입하고 있고 형태적인 측면에서도 다른 

전자 제품과는 달리 모서리 부분이 둥글고 전반적으로 잡기 쉽고 부드 

러운이미지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8

그밖에 자동차의 생활화가 정착된 미국에서 열리는 쇼라서 그런지 

유난히 자동차 관련제품이 많았다. 카 오디오, 카 AV 등도 모두 디지 

털화하고 있다.

한편 96년 LG전자와 Philips에서 별도의 디자인 코너를 마련하여 

호평을 받은 데 기인하여 해마다 컨셉 디자인 코너를 마련하는 기업들 

이 있어 왔고, 올해도 RCA와 대우전자에서 미래 디자인 제품을 제시 

하여 눈길을 끌었다. 이는 디자인이 전자제품에 있어서 단순히 보조적 

인 역할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전략 

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각 메이커마다의 비슷한 기술 수준을 

확실하게 차별화시켜줄 수 있는 수단으로서 디자인이 중요하게 자리 

매김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사진9

이상과 같이 전반적인 디자인 동향을 정리해 보면, 행사장에 나온 

전자제품군의 디자인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가정 

내에 거치해 놓고 사용하는 TV나 고급 오디오, DVD 등은 단순하고 

감각적인 이미지와 인테리어에 어울리는 형태와 표면처리로 약간은 

딱딱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휴대하거나 손으로 들고 사용하는 

디지털카메라, 전화기, 포터블MD플레이어 등에서는사용상의 배려

가 스타일링에도 영향을 미쳐 모서리의 라운드가 크고 부드러운 형태 

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표면처리와 색상은 점점 밝아지고 첨단기술 제품일수록 금속감을 

주는 메탈릭 실버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기계적인 느낌을 반영한 것 

이라 할수있겠다.

미래 사회는 점점 디지털화, 기술에 의한 첨단화가되어 가고 있다. 

이번 쇼는 이러한 환경을 보완하기 위하여 자연적인 편안함을 줄 수 

있고,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따라잡기에 버거운 사람들을 보 

다 편안하고 인간 지향적으로 만들어 주기 위한 디자이너의 노력이 필 

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 게 해 주었다. kidp

사진 7

사진 8

사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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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그 어느 분야보다도 빠른 정보 수집과

시장 상황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산업디자인지는 757호부터

해외에서 발행되는 각종 디자인 간행물들의

목차를 게재하火 주요 특집이나 디자인

개발사려/, □자인동향 등의 정보 파악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Design Council 1997. Winter

편집자의 글

누가 새로운 영국의 존재를 믿을 것인가?

사용자의 눈으로 들여다 본 새로운 앰네스티 홍보

포스터

MPLO| 디자인한 세 개의 포스터를 통해 앰네스티의 

국내적 인식 확산 도모

디자인 키 으슬 Design Council 소식

[. 97 디자인 인 비즈니스위크Design In Business Week

1996년에 시작한 최초의 전국적 프로그램으로 디자 

인의 중요성을 비즈니스계에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다양한 행사와 회의 개최

• 기간 : 1997년 10월 23일 〜 11월 4일

2. 디자인 카운슬의 일년 간 활동

1996〜1997 디자인 카운슬 연간리포트

• 주제 : 디자인 카운슬의 활동 내용과 그 활동의 전 

략적 방법, 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인식확립과 디자인 

과 산업간의 동반자적 관계작용

3•밀레니엄 상품 제정

1997년 9월 17일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경제적 

생존 전략으로서의 창조성M히ivity을 장려하기 위해 세 

계적으로 경쟁력을 지닌 영국 상품과 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밀레니엄 상품 제정

4. 새로운 영국을 위한 브레인 스토밍

1997년 가을 영국의 주도적 디자이너 80여 명과 창 

조적 인재들이 모여 브레인 스토밍

• 주제 : 영국이 21세기로 나아감에 있어 디자인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실질적 아이디어 수집, 영국의 

해외 이미지 제고와 창조적 전시공간으로서의 공공 

장소만들기

・ 참석자 : 패션브루스욜드필드 베티 잭슨

기 축예술;7 F 하 하디드. 키스 프리스트 

무대 디자이너윌리엄 두^리 존내피어 

제품디入卜o |리차드 세이모어. 세바스찬 콘란

비포 앤 애프터 Before and After

마크 레오나르도가 쓴 영국의 국가적 이미지에 대한 

디자인 카운슬의 새로운 연구결과

切즈니스 및 산업계를 위한 캘리포니아로부터의 교훈

1 • 캘리포니아가 기업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몇가지 교훈

2 . 첨단 기술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빠른 성장을 

보이고있는영국기업세군데소개

1) 미디어 테크놀로지 : 레드 피그, 런던

2) 디자인 : 프리스트맨 구드, 런던

3) 생물공학 : 바이오트라스, 브리잰드

투시경

1 •고속철도연결을 위한 열차

히드로우 고속열차 - 패딩톤 역에서 히드로우 공항까

지 15분만에 연결

2. 빅토리안 교회의 섬세한 개축작업

동런던 플래스토우에 있는 성 마틴 교회

3. 국제 앰네스티 기관의 담당자와 디자이너,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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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기획: 1998년 디자인 전망

이동 과 연관된 생활 방식 집중분석 - 98년의 디자 

인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단어를 '이동'으로 보고 '이 

동 과 연관된 9개 분야에 있는 일본인들의 생활방식 

을살펴본다.

1. 외국 브랜드자전거

'과도한' 기능이 있는신나는 자전거 타기

2. 질리톨

그것은 마치 당신이 항상 식당을 가진 것 같을 것이다.

3. APS 콤팩트 카메라

휴대성에 게임 의 감각을 첨가

4. 미치-노-에키M해… 田

운전자들을 위한 재충전 공간 만들기

5. 여행자의 감정을 북돋아주는 포스터들

사람들이 방랑하도록 자극하는 향기가 있다.

6. 좌석

대량 교통수단 안에서의 개인 공간

7•화이트

젊은 사람들은 사물들의 틀을 다시 짜고 싶어한다.

8. 예지 미투키티" Mitooka

기본 디자인으로 되돌아가기

9. 교토역 빌딩

서로 다른 두 개의 흐름을 통합하기

리포트

1 . 특별 코스 : 미국으로부터의 리포트지口부

보편적 디자인 - 지구촌 상품을 위한 새로운 방법론

2 특종사업 : NHL

디지털서에이

1 .연작리포트

DTP 산업에서 생긴 중요한 질문들 : 윈도우용 DTP 
가 맥 DTP에 위협이 될 것인가?제用

2 . 디지털산업의 현장에서

전망있는 디자인 시장으로서의 비디오

3•리뷰

人 已 리卜 人튜匚|오S"이a Studio Pro 2.1

4•제품

새로운 디지털 상품들

오피니언

1 •인터뷰

에 릭 스피 컬 만타이포그래픽 디자이너

2. 프로파일

刁리人두퍼 뱅글MW디자인이사

3. 에세이

카추히코 히비노의 일기

4•컬럼

소야 타카무라설계사

5•컬럼

히사또시 오누끼 CG디자이너

Nikkei Design 1998.2

특별기획： 보이지 않는가족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역할을 넘어서 - 현재 일본에 

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단어는 '의사소통'. 십대들 사 

이에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자주 사용되는 휴대전 

화는 마치 핫케익처럼 팔리고 있고, 야외에서의 가족 

간 의사소통의 이미지를 조장하는 레저차량은 자동 

차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상 

생활에서 가족간의 의사소통이 점차적으로 붕괴되고 

있는 징후이다.

1. 거리를 배회하는 십대들

아이들의 방이 시내중심가로 확장되고 있다.

2. 부모자식간의 관계약화 심화

가족간의 유대는 특별한 행사에 의해서만 유지된다.

3. 가족의 뿌리 다시 세우기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도 지원해주는 사회기반 

시설

리포트

1• 개막전 보고서 : 나가노올림픽 

디자인의 역할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2• 특별 코스 : 미국으로부터의 리포트제2부 
인터랙션 디자인 - 경험의 질貿에 영향을 미치는 비전 

匚二

3• 쇼와, 헤이세이 시대의 디자인제4부

4. 울트라맨

5. 해외

플라스틱에 쓰여진 시

디지털서베이

1 .연작리포트

DTP산업에서 생긴 중요한 질문들 : 윈도우용 DTP 
가 맥 DTP에 위협이 될 것인가?제2부

2 . 디지털제작의 현장에서

컴퓨터그래픽 세계에서의 건축

3•제품

새로운 디지털 상품들

4. 리뷰

세타DTP 유틸리티 2판

오피니언

1 •인터뷰

카쯔마사 나개그래픽 디자이너

2. 프로파일

아끼라 하세가와멀티 크리에이터

3. 에세이

카추히코 히비노의 일기

4•컬럼

타쿠오 이께가메디자인 프로듀서

타까히로 야마구치디자인 헌설턴트

해외 산업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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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1. 프랑수아 부르크하르트 : 세계의 시간

2• 폴 비릴리오 : 대화

프로젝트

1. 도메니코 데 마씨

질貿 대 양1

2•루시우스 부르크하르트

이웃의 공장

3•프랑수아 채슬린

토요 이또가 디자인한 미래는 수정의 시대가 될 것 

이다

4 .바르트 루즈마

디자이너렘 쿨하스의 작품, 새로운 근대성을 찾아서

5 .스테파노 보에리

디자이너 렘 쿨하스, 오마 마누엘 드 솔라 모랄레스 

공동작푸 제네바 계획의 수출항

6 . 줄리 카펠라

호기심이 미래를 만든다.

7•존 텍카라

2028 : 엔트로피로부터의 탈출

8•안드레아 브란찌

안드레아 브란찌가 디자인한 '퍼지논리의 도래

9. 레니 라마커스

드루그 디자인의 작품, '새로운 타입의 소비자'

11 .로스로베그로브

로스 로베그로브의 작품, 가이아'

12 .필립스탁

새로운 아담, 세번째 천년에는 깨끗한 손으로

13 .데릭 드 커코브

망원경의 다른 편으로부터 의사소통 1998 - 2028
14 .피에르 레스타니

삶의 질 지적인 조작과 유전적 조작의 사이에서

편력

1.로사 발도시

30년 후에

2•루이지 스피넬라

공상 과학 영화에 나타난 도시N ⑷

Domus 1998.2

1.알바르알토

건축의 인간화

오피니언

1.카르스텐 하리스

건축에서의 재료, 의미, 그리고 정신

프로젝트

1 .예후다사프란

베르나르드 츠미가 디자인한 프랑스 투르코잉의 '현 

匚H미술을 위한 르 프레스뇌 내셔널 스튜디오

2 .케네스 프람프톤

래문드 아브라함의 '오스트리아 린쯔의 한 은행

3 . 에드 멜레뜨

다니엘 마르크, 브루노 쯔키르첸이 디자인한 농가 

오두막을 두 가족을 위한 집으로 전환하기, 스위스 베 

그건 , 안토니오 시테리오, 테리 돈이 디자인한 한가 

족을 위한 집, 베르가모센느

4 . 안젤로 암브로시

로렌쪼 네띠 , 글로리아 발렌떼, 토니오 프랄로나르도 

공동작품, 바리비세글리에있는 주거빌딩

5•마틴 키렌

'한은행의 본사

6. 제르윈 졸렌

오르트너 & 오르트너가 디자인한 베를린 포츠담

이벤트

1.케네스 프람프톤

알바 알토를 회상하며 알바 알토가 디자인한 '다가올 

천년의 핵심쟁점들을 위한 여섯 가지 초점들 

디자인

1. 프란세스카피치

귀도 마타와 로베르토 바라친이 디자인한 액체와 고 

체사이의 물체성

2. 줄리 카펠라

론 아라드 디자인의 '내 세계는 매일 새로워야 한다

3. 줄리 카펠라

테라 프로젝트•세라믹 램프

4•안드레아라바짜

가정에서 쓰이는 플라스틱 제품들

5•프란세스카피치

토마스 메이어호퍼가 디자인한 '이메이트eMate, 기술

그리고 학습을 위한 밝기

6•수잔 위네스

흐름과 함께 가기-디지털시대에 8명의 뉴욕출신 예 

술가들과 건축가들

7.프랑수아 부르크하르트

"이것이 디자인 박물관인가? 그것은 나에게 가구상 

점을 연상시키는데1'

편력

1.파올로 벨로니

피찌고노와 베르가모-베르가모의 선두적 대표주자 

인피찌고노소개

제품조사

1.욕실과 환경복지

industrial design/march»april/1998 디자인 관련 해외 정기간행물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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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1998

1 • 편집자의 글

스웨덴 디자인은 덴마크, 스페인, 영국디자이너들과 

건축가들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웨덴제 , 그러나 그것은 디자이너 개인의 정체성 

을 담고 있다. 올 해 FORM의 첫 이슈로 스웨덴과 외 

국디자이너들의 디자인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본다.

2. 전투의 일선一緑

거닐라 킨Gunina Kinn은 전투의 일선Y 이라는 표제로 

현대미술관의 새로운 그래픽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 

어가야 하는가를 이야기한다. 미술관장인 데이비드 

엘리어트Md 티叫 독창적인 그래픽디자이너 헨릭 니 

그랜ennkNygren, 토마토Tomato 그룹의 현 디자이너들.

3. 더하기보다는 빼기를, 껴입기보다는 벗어버리기 

더하기보다는 빼기. 그러면 좋은 디자인을 얻게 될 것 

이다. 스웨덴 공항의 CI작업을 맡고 있는 덴마크출신 

디자이너 페르몰레럽PerMHIerup과의 인터뷰

4. 인테리어 건축가이자 가구와 세트 디자이너인 

거닐라 알라드电지伯 시ard의 초상화

현재 유리부는직공의 아이들 이라는 영화의 세트를 

담당하여 주목받고 있는 알라드를 조명해 본다.

5•스웨덴의 젊은 디자인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인 카린 스트롬Kann Strom이 쓴 대 

화형식의 리포트에는 유럽의 젊은이들 사이에 디자 

인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스웨 

덴에서는 이러한 관심이 집안장식에까지 영향을 미 

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7• 새로운 휴대용 컴퓨터 이메이트

애플사가 사운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휴대용 컴퓨터 
이메이트eMate 개발의 책임을 맡고 있는 스톡홀름 출 

신의 젊은 디자이너 토마스 메이어호퍼.

8•하산&파트너 에이전시

핀란드 헬싱키에 있는 하산&파트너 에이전시에서 

일하는 스웨덴 디자이너 마그누스 올소Magnus Ohlsson 
실내장식에 있어서의 노 피크닉N。Picnic의 하얀 빛깔 

9. 무스 도로표지판 뒤의 사나이

응용미술을 위한 안식처 - 고센베르그

Axis magazine vol. 71/1998.1,2

7. 자동차디자인

'일본 자동차는 시시하게 디자인되었다 라고 말하여 

진 지 오래되었지만 그것은 스타일링을 좋아하는 일 

부의 자동차광들의 단순한 푸념에 불과한가?

확실히 자동차는 변화를 거듭해 왔다. 이동의 수단에 

서 달리기 위한 것으로 환경, 안전, 주거성 등 많은 과 

제들을 해결하면서 이제는 자동차 그 자체를 즐기려 

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97 동경 모터쇼에서는 기 

업의 자세, 전략을 명확히 표현하는 유럽 자동차 메이 

커와 방향성을 상실한 듯한 일본 자동차 메이커의 자 

동차 제조에 대한 차이가 두드러졌다. 과연 그 원인은 

무엇인가? 또 자동차 디자인은 향후 어떠한 방향으 

로 흘러가게 될 것인가? 그 대답들을 스타일링에서 

찾아본다.

2. 97도쿄 ALESSI 워크숍

ALESSI는 1990년부터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 

서 총 15회의 디자인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이 워 

크숍은 단순한 교육이나 계몽이 아닌 실제로 판매할 

상품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과거 워크숍에서 

나온 디자인 중 몇 개는 이미 상품화되어 판매되고 있 

다. 지난 97년 10월 동경의 College of Art에서 이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이 행사에서는 학생과 기업체 디자이너 등 총 13명이 

참가하여 일주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 아이디어의 창 

출에서부터 모델 제작까지 집중적인 작업이 진행되 

었다. 진행자로 챈드로, 스튜디, 알레시의 디렉터, 라 

우라, 폴리노로가 담당하여 참가자가 그린 아이디어 

스케치를 놓고 다양하고 밀도있는 대화가 진행되었 

다. 폴리노로는 지금까지 행사를 진행해 왔던 것 중 

가장 훌륭한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0| 작품 성과들 

은 현재 이탈리아로 옮겨져 구체적인 상품화를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3. Kenneth Grange가 말하는 Pentagram 
25년의 발자취

Pentagram은 25년 전인 1972년, 5인의 건축가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서양 문화에 있어서 25년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1972년 6월 12일에 열린 

Pentagram 설립 축하파티가 1997년 같은 날에 다 

시 열리게 된 것이다. 5인Pentagram의 Penta는 리 의미한다의 건축 

가가 가족과 같은 작업 환경을 만들고, 그것이 발전함 

에 따라 서로의 협조에 의해 견고하게 되고 다면체적 

인 크리에이티브 조직이 형성되게 된 것이다. 그것은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경과한 지금에도 변함이 없 

다. 이번 호와 다음 호의 2회에 걸쳐 설립 멤버의 한 

사람이 Kenneth Grange가 회상하는 Pentagram 
25년의 역사를 소개한다.

4. 나가노 올림픽을 장식하는 모션그래픽과 3D CG 
1998년 2월 7일 개막된 나가노 동계올림픽. 대회 장 

면은 국제 방송센터인 마스터콘트롤룸의 영상센터에 

서 일괄적으로 세계 각국에 송신되었는데 거기에는 

30초에 달하는 Opening 및 타iding 타이틀이 각각 

나왔다고 한다. 상영되는 이 타이틀은 움직임을 동반 

한 문자, 화상, 음성을 믹스한 새로운 시각적 표현으 

로 여기에서는 나가노올림픽을 무대로 한 모션그래 

픽과 3D 영상을 소개했다.

5. 시라칸스에서 본 건축과 환경의 새로운 관계

1980년대 중반에 데뷔한 건축가 그룹인 '시라칸스 

는 96년부터 97년에 걸쳐 계속해서 3개의 설계 공 

모전에서 입상했다. 그 가운데 사이타마현 코우노즈 

시가 계획한 코우노즈시 문화센터가청와 톳토리현이 

계획하고 있는 톳토리현 사구砂丘박물관에서는 지금 

까지의 디자인과는 다른 새로운 설계 방법론을 볼 수 

있다.

9이년대 들어서부터 목표를 잃어버린 듯한 건축디자 

인계에서 그들의 시도가 과연 새로운 방향성을 찾아 

낼 수 있을까? 시라칸스의 과거 10년간의 설계 방향 

변화를 검증하고 그 의의를 모색해 본다. ki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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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립쓰쿠바대학 예술학연구과 감성인터페이스 박사과정 .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정보디자인과 강사 .

1965년 서울생. 88년 이화여대 생활미술과 졸업. 대우자동차 기술 

연구소 디자인부, 에스콰이어 제화디자인부에서 실무를 경험. 1993 

년 일본 쓰쿠바대학 공업 디자인과 석사과정 수료. 일본 여자미술대학 

의 조형계획연구실의 전임조수（T. A.）겸 강사역임. 디자인실무로는 

일본의 닛산자동차, 후지츠 등 다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현재 

닛산자동차의 디자인컨설턴트로 활동 중이기도 하다. 벨기에의 

Antwerpen에 본사를 둔 A아lilies Associates 디자인 사무소의 아 

시아지역 Design Manager로 있으면서 유럽과 한국, 일본의 시장 

정보를 토대로 디자인 활동을 하고 있다.

공동연구자

原田 昭（Harada Akira 일본 쓰쿠바대학 예술학계 교수）

加藤俊一（Kato Toshikazu 일본 전자종합연구소, 중앙대학 이공학 

계교수）

연구는, 제품디자인의 개념구축과 평가 

占，의 감성적인 정보처리에 관한 연구이며, 

그 방법으로서 이미지 혹은 이미지화상 

에 의한 연상製1과 인상과의 상관관계의 해명을 통 

하여 새로운 디자인 발상의 지원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디자이너의 조형이미지 추상화 과정을 객관 

적인 데이터로 만들어 앞으로 디자인작업에 있어 

서의 발상지원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 

로한다.

그 방법으로서, 2가지의 소실험을 실시하였으 

며, 그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을 통하여 이미지의 감성적인 정보처리에 관한 과 

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1 소실험에서는, 제품의 인상과 이미지화상 

의 인상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방법으로 개인 

의 不형선후경향3gective Preference Tendencies에 대해 조 

사해 보았다. 이는 앞으로 진행될 연구에서 '이미 

지' 라는 매개체가 실제 디자인작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보로 효용성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확인 작 

업이라고 할 수 있다.

제2 소실험에서는 디자이너의 형태디자인 발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응용방법 

을 실시해 보았다. 이미지화상에서 받은 인상을 추 

상화 과정을 통해 2차원의 아이콘con： 이논문에서는 

Abstracted Pictorial Image로 정의하기로 한다。루 표출시 키 뒤 결과 

물로 나타난 아이콘들을 재구성하여 3차원의 모델 

로 제작하는 방법을 시도하였다. 이 실험의 특징은 

지금까지 디자이너가 머리 속에서 구상하고 추상 

화시켜 왔던 과정을 체외로 표출시킴으로써, 이미 

지라는 재료를 구체적인 도구로 응용가능하도록 

발전시킨 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끝으로, 제2 소실험에서 표출되었던 아이콘을 

이용하여, 디자이너의 감성에 의해 처리된 원래의 

이미지화상에서 받은 인상에 대한 추상화의 표현 

이 일반의 사용자들에게도 정확히 전달이 되고 있 

는지에 대해 심리적인 판단과 물리적인 유이성 판 

단방법에 의해 분석을 해 보았다. 이는 디자이너의 

조형적인 의미전달에 있어서의 객관화에 관한 검 

증이 될 수 있으며, 디자이너의 조형활동에 있어서 

지원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여줌과 동시에, 사용자 

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형개념인지의 차 

이GaP를 줄여나갈 수 있는 정보교환의 해결방법으 

로도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감성적 정보처리와 아이콘에 의한 이미지의 추상화



R I this research, we introduce a 
I \ I new trial of su叩ort to이 for

11 output processing by subjective 
preference perception with iconic 
abstraction from image data. To make people 
express their personal excitative view areas 
on the objects shown as experimental tools 
is for finding out a new shape to be satisfied 
with their preferences by Kansei Evaluation. 

We attepted to perform two experiments 
using images as a main tool for processing 
the information by Kansei. The most 
important reason why we applied only the 
image data for a method to evaluate Kansei 
in the design process i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communication between 
designers and 니sers.

As for the answer sheets at the 1st 
experiment, we made a trial to make sure the 
possibility of image data as an information in 
design process. At this stage, we could find 
the subjects have some tendencies of 
correlations between preferences of shapes 
of p「od니cts and image data. For the 2nd 
experiment, we made them 니se only image 
data as a tool to express their preferences 
and classify the groups of product 
information in the design process. The 
subjects transformed their stimulus areas 
into icons'히iPigiaiimages which are abstracted 

by their own translation of the images before 
the creation of the ideas. With those icons, 
they made 3D models and reconstructed the 
new shape of products. The key point of this 
experiment is, the subjects showed the 
abstract image process out which was 
happened inside their brains so far.

Finally in this research, with the icons 
from the 2nd experiment, we evaluate the 
similarity space comparing mental method to 
physical method estimating an objective rule 
between the icons and images. This research 
is a basic study for b니ilding the support tool 
for designer's creativity.

1•서론

디자인프로세스에 있어서 디자이너의 역할 

은 최초 단계인 디자인컨셉의 기획과 설계에서 

출발하여 , 실전적인 발상의 단계형태와 기능의 전게, 최 

종안에 대한 디자인의 평가와 분석, 피드백의 

과정에까지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제품의 가치에도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 

고, 그에 따라 사용자측면에서도 보다 더 인간 

적인 측면이 고려된, 혹은 감성적으로 좋은 인 

상과 느낌을 주는 제품의 개발을 기대하게 되 

었다. 감성공학, 혹은 감성과학에 의한 디자인 

의 개발은 그러한 변화 속에서 나타난 새로운 

접근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감성에는 '어쩐지 괜찮아 보이는, 

괜히좋은 느낌의…' 등등말로 표현하기 어려 

운 애매한 선호경향을 가지고 있다. 외부로부 

터 받은 자극이 정보가 되어, 인상과 함께 우리 

들의 의식 속에 남게 되는 것이다. 그 인상이라 

는 것은 호감, 불쾌함, 혹은 신기함과 같은 개 

인적인 감정에 의해 생기는 경우가 많으며, 또 

한 그와같은 감정은 접하는 물건이나 상황에 

따라 서로다른 처리과정을 거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둥 개인적인 성향이 반 

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디자인에 있 

어서 우리가흔히 경험하는 문제점이란 디자이 

너의 감성에 의해 만들어지는 제품이 사용자의 

감성과 일치되지 않거나, 혹은 사용자의 성향 

분석이 모델로서의 구체화 과정으로 이행될 

때, 디자인의 기획단계에서 정확하게 반영되 

지 않아 실제로 요구하던 제품이 생산되지 않 

는 둥의 비효율적인 가치로 나타나게 될 경우 

이다. 여기에서 객관적인 성향분석이 필요하 

게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디자인 컨셉의 설계에 있어서, 시 

장조사나 생활자의 라이프스타일 리서치 등을 

실시하여 시장컨셉 등을사람들이 요구하는 인 

상이나 외관의 모습에 대해 지적知的정보처리수 

단인 형용사나 명사와 같은 언어로 해석하여 

개념을 설정해 왔다. 근래에 들어 개념에 대한 

이해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보조수단으로 이 

미 지 스케일 맵【mage Scale Map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지만 모아진 이미지화상들을 실 

제 적 인 정보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 한 구체 

耳구논한

적인 웅용방법에 관해서는 아직 연구되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가지의 소실험을 실시하였 

으며, 제1 소실험에서는 감성정보로서의 이미 

지화상이 사람들의 조형에 대한 선호경향과 어 

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하였으며, 여기에서는 디자인 작업에 있어서 

이미지화상이 감성정보의 도구로서 활용가능 

할 것인가에 대해 고찰하였다. 제2 소실험에서 

는 이미지화상의 구체적인 응용방법으로 추상 

화 과정에 의한 2차원의 형태인 아이콘으로의 

표현과 아이콘으로 표출된 특징적인 이미지를 

재구성하여 제품의 형태를 만들어보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보았다.

끝으로 아이콘을 이용하여 추상화 과정에 

있어서의 객관적인 정보처리방법의 가능성을 

알아보기위해 심리적, 물리적인 유이도類以度판 

단방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일련 

의 실험들을 연관시켜 디자이너의 발상을위한 

지원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 

하고자 한다.

2•실험내용

본 연구에서는 2가지의 소실험을 통해, 제 

품에서 받는 인상에 대한 평가와 디자인작업에 

서의 이미지화상의 구체적인 응용방법 둥에 대 

한 소개를 한다. 먼저, 제1 소실험은 약 1주일 

의 기간 동안 한국과 일본에서 20명의 피험자 

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제2 소실험은 약 3개 

월 동안 한국의 제품디자인 전공 학생 15명에 

의해 실시되었다.

2.1 . 제품의 인상과 이미지화상과의 상관관계

제1소실험에서는 가구, 가전제품, 잡화 둥 

아이템별로 15종류의 제품군34개과 이미지화상 

군54개을 준비하여 피험자한국인 I】명 일본인 8명 탁이인 1명 

에게 각각의 그룹에서 '좋아하는 , 재미있는 , 

아름다운' 이라는, 좋은 감정을 의미하는 단어 

를 제시하고 제품군群과 이미지화상군 가운데 

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험 

자가 선택한 제품과 이미지화상에 대해 선택한 

이유, 혹은 인상적으로 느낀 부분을 표기하도 

록 하였다.

연구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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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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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좋아하는 형태의 제품과 이미지화상과의 상관도

그림 2 서의 형태"국• ■르-—점立저어은구」996

그림 3. 아룜다운' 인상어에 의한 제품과 이미지의 상관도狎* 

■■옄 비그

그림 4. 디자인프로세스에 있어서의 이미지 추상화방법의 차 

이점

Korva

J 기CU8

MT스〜 c 
soft

그림 3

그림 4

이 실험의 목적은, 제품의 인상과 이미지화 

상의 인상과의 상관관계로부터 조형의 공통적 

O] 서二호:경 ^Subjective Preference Tendencies O_ ;全人卜하 

는 한편, 제품 그 자체에서 받는 인상과 제품과 

전혀 무관한 이미지화상에서 받는 인상을 동시 

에 조사하여, 제품에서 받는 좋은 인상에 포함 

되어 있는 특징적인 조형요소를 발견해 내는 

수법이다. 같은 단어에 대해 양兩그룹에서 공통 

적으로 선택된 제품과 화상들을 추출해 내어 

상호간의 상관계수를 측정해 내는 방법으로 실 

시하였다. 지금까지 제품의 인상평가와 컨셉 

설계에 있어서의 주요도구로서 형용사와 명사 

등의 언어가 사용되어 왔으나, 이미지화상을 

이용하였을 때 조형요소에 대한선호경향의 공 

통요인이 발견된다면, 이미지화상을 주요도구 

로 하여 조형의 인상을 평가해 내는 방법이 가 

능해 질 것이다.

2.1.1. 제1 소실험의 방법

제품의 샘플로는 의자A그름:】께 이하 “생략, 잡화 

I BY 개, 인테리어 소품 C8 개, 전화기 曲。게, 

Portable StereoE 2\ Shave/，pcG4\ 

Mouse14 4\ Camera"개, TV叫 StereoK9\ 

저울3게, 청소기"3게, 그 외의 제품＞• 2게, 잡화 ][ 

。:1。개와 같은 15개의 그룹 개의 제품을, 이미 

지화상으로는 형태와 질감을 나타내는 것개 

을 준비하였다. 질문으로는 좋아하는', 아름 

다운' , '재미있는이라는인상어를제시하여 

피험자가 선택하도록 하였다.

2.1.2. 제1 소실험의 결과

먼저, 결과에서 나타난 양그룹의 상관관계 

를 분석하여 '좋아하는 인상어로 추출된제품 

좌측의 검은 테두리 속과 이 미지화상우측과 높은 상관계수 

。6이상를 가진 예를 들어보면,〈그림 1〉과 같이 

제품의 특징적인 부분이 표현된 이미지화상에 

의해 연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 양 

국의 조형의 선호경향이 매우 특징적으로 나타 

나고 있다. 1995년 실시한 색채와 형태의 감정 

효과에 관한한•일•미의 비교연구期겐타로이순혀이 

숭희: •색체와 형테외 감정효과에 관한 한 일 미의 비교연구 1995의 조사결 

과를 함께 소개한다.

〈그림 2〉는 한국•일본•미국의 아름답다고 

느끼는 선의 형태에 관한 경향분포이다. 여기 

에서 일본은 세 나라 중 가장 직선적인 선의 형 

태를, 한국은 매우 복잡하고 자유로운 선을 아 

름답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은 이번 실험에서 아름다운 이라 

는 인상어의 결과이다. 같은 아이템인 가구의 

형태에서도 한국인과 일본인이 느끼는 아름 

다운 이라는 형태의 개념이 매우 다르게 나타 

나고 있고, 또한 각각의 제품과 연관된 이미지 

의 화상도 역시 같은 경향의 특징을 가진 것을 

알수 있다.

한국인이 느끼는 아름다운 조형과 일본인의 

그것과는 매우 다른 경향을 보이는데, 그것은 

이전의 많은 연구에 의해 문헌적으로 조사가 

되어 있다. 이번 연구에서도 실제로 우리들이 

느끼고 선택하고 있는 조형물에서 그와 같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면, 나라마다 고 

유의 문화적인 배경에 의한 감성의 특징이 반 

영된 예라고 할 수 있겠다.이숭희: •색채와 형태의 감정효과에 관 

한 한•일 미의 비교연구 . 읠간 디자인 1996. 3. 4. 5윌호

2. 2. 이미지화상에서 조형이미지로의 변환

제2 소실험에서는, 제1 소실험에서의 제품 

과 이미지화상과의 상관검증을 바탕으로 하여 

실제의 디자인 작업에 응용해 보는 방법을 시 

도해 보았다. 제품디자인 발상의 지원방법으 

로서의 이미지데이터의 역할에 관한 연구는지 

금까지 여러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왔 

다. 그러한 데이터로서의 이미지화상을 실제 

의 디자인작업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형태의 추상화 과정을 시각 

화시키는 것과 함께, 3차원 모델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소개하기로 한다.〈그림 4〉는 종래의 디 

자인 프로세스에 적용될 수 있는 아이콘에 의 

한 이미지의 추상화 과정의 위치 설정을 나타 

내고 있다.

2.2.1. 제2소실험의 방법

① 제1 실험에서는 형태의 이미지에만 초점 

을 맞추기 위해서 이미지화상은 흑백으로 제작 

된 것만을 사용하였다. 제품군의 표본은 피험 

자 전원디자인전공 학생 】5명에 의해 수집되었으며, 전 

원의 검토를 거쳐 다양한 아이템으로 선정되었 

다. 이미지화상군에 대해서도 피험자 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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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한 이미지화상에서 선정하였으며 , 추출하 

는 과정에서의 편견을 방지하기 위해, 형태를 

표현하는 형용사를 브레인 스토밍 수법으로 나 

열하여 각 형용사마다 몇 가지의 이미지화상이 

해당하도록 배려하였다.

② 다음 단계에서는 지금까지의 이미지 스 

케일 맵과는 다른 방법으로 피험자 각자가 제 

품군가전제퓽 정보기기 등 57점과 이미지회상군자연물 및 인공믈 

등98점을 자신의 판단축에 의해 그룹화 작업을 

하였다. 각각의 피험자가 제작한 제품군과 이 

미지화상군의 양맵에는 어떠한 공통의 판단축 

이 있어, 양자를 겹쳐보면 특정의 제품군 영역 

에 유이한 형태의 특징을 가진 이미지화상군이 

해당되 게 된다•그럼5

③ 분류된 제품군들 가운데 좋아하는 형 태의 

제품군을 선택하여 그 제품군과 같은 영역에 

위치해 있는 이미지화상군을 추출해 낸다.그림 6 

이 단계에서는 자신이 선택한 제품과 이미지화 

상의 어느부분을 인상적으로느끼는지에 대해 

표기하도록 하였다.

④〈그림 6〉에서 선택한 이미지화상군 중에 

서 몇 가지의 이미지화상을 선정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이미지화상에서 받은 인상, 혹은 특 

징적으로 느낀 부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여 2 

차원의 아이콘을 제작하였다.그림 7 이 과정에서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을 통해 피험자가 어 

느 부분에서 자극을 받고 있는지 추측할 수 있 

었다.

⑤추상화 과정을 통한 특정의 이미지화상의 

아이콘을 조형작업의 발상원發想源으로 하여 3차 

원의 완성된 모델로 제작할 때, 아이콘에서 나 

타난 조형적인 특징들을 응용하도록 하였다.

이 방법은 지금까지 디자이너가 많은 이미지 

화상의 데이터에서 3차원의 형태설계에 그대 

로 직접 이행해 오던 발상의 과정에, 자극으로 

받은 인상을 추상화 과정을 통해 표출된 '아이 

콘 이라는 표현방법 과정을 더한 것이다. 즉, 

디자이너가 머리 속에서 진행해 오던 조형표현 

의 추상화 과정을 미리 표출시킴으로써 인상의 

재현을 확인해 가며 디자인 발상을 진행해 나 

갈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2. 2. 2• 제2 소실험의 결과

① 디자인작업의 최초 단계인 이미지 스케

일 맵Image Scale map의 제작과정에서는 형식을 두 

지 않고 피험자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종래의 평면적인 맵에서부터 

입체적인 맵의 형태까지 다양하게 제작되었 

다. 또한 스케일의 축으로 계절이나 색채 둥개 

인적인 관심에 의한 표현도 많이 보였다. 즉, 

처음 단계인 개념의 이해부분에 있어서도 디자 

이너의 자유로운 발상력이 표출되고 있었다.그 

림 5

②〈그림 6＞은 제품군 가운데에서 조형적으 

로 좋은 인상을 받는 제품디자인군을 선택하 

고, 그 제품군을 표현하는 이미지화상군을 추 

출하여 나열, 정리한 예이다.

③피험자의 추상화 과정에서 이미지화상의 

인상적인 부분을 아이콘으로 제작하는 단계에 

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는 모습도 보였다. 이미 

지화상에 따라서는 매우 많은 수의 아이콘이 

제작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조형적으로 

자극이 되는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이미 

지화상이라고 추측할 수 있었다.그럼 7 최초의 아 

이콘작업은 손에 의한 스케치 둥으로 발상시 

켜, 다음에 컴퓨터의 그래픽 소프트를 표현도 

구로 사용하여 제작하도록 하였다. 한 번 아이 

콘으로 제작된 것을 웅용하여 형 태의 다양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유이한 아이콘이 계속해 

서 생성될 수 있었다.

④〈그림 8＞은 2차원으로 표현되었던 아이 

콘을 조합하여 3차원의 제품형태로 재구성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각각의 모델에 어떤 아 

이콘들을 조합시켰는 지를 명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피험자의 개인적인 감성에 의해서 

이미지화상에서 자극으로 止｝들인 정보가 서 

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같은 이미지화 

상일지라도 피험자에 따라서는 아이콘으로 표 

현하는 자극요소가 다르다는 점, 표출된 아이 

콘을 3차원으로 이행시킬 때 조합하는 방법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로 완성된다는 점을 발견 

할수있었다.

프로세스의 전반적인 모습을 관찰해 보면, 

디자인컨셉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제안하는 제 

품의 종류와 기능 등은 서로 다르게 완성되었 

지만, 제작된 아이콘을 3차원의 디자인으로 재 

구성하는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종래보다 효과 

적으로 다양한 형 태로의 전개가 가능해졌다고

그림 6

그림 5. 이미지화상에 의한 제품분류의 방법

그림 6. 좋아하는 형태의 제풍군과 이미지화상군

그림 7. 선정된 이미지화상의 특징부분을 추상화 시킨 아이콘

의예

그림 8. 아이콘의 재구성 방법에 의해 표현된 3D모델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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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그림 11

그림 9. 심리량 측정방법의 순서와 결과

그림 10. 나열해 놓은 아이콘과 이미지화상 중에서 피험자가 

유이한 샘플을 추출하고 있는 광경

그림 11•대상이미지화상

그림 12. 심리량 측정 결과 : A그룹 - 대상이미지화상을 추상

화시켰던 아이콘이 대상이미지화상에 대응된 그룹

그림 13. 심리량 측정 결과 : B그룹 - 다른 이미지화상을 추상

화시켰던 아이콘이 대상이미지화상에 대응된 그룹

그림 14. 심리량 측정 결과 : C그룹 - 대상이미지화상을 추상

화시켰으나, 대응되지 않은 그룹

96___________________

볼 수 있다. 그 이유로, 아이콘으로 시각화된 

형태를 발상의 지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완성되는 형태의 예측이 쉬워진다는 점 

이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장점은 작업의 수 

정에 걸리는 시간이나 수고를 줄일 수 있다는 

점과사용자측면에서 기대하는 형태의 이미지 

를 자극요소로 간직한 채 디자인의 최종작업까 

지 진행할수 있다는 점 등을들수 있다.

2. 3. 추상화된 아이콘의 유이성 측정

제2 소실험은 이미지화상의 추상화 과정 중 

에서 표출된 아이콘을 샘플로 하여 인간의 눈 

으로 판단하는 심리적 유이도와 화상특징 량의 

계측에 의한 물리적 유이도와의 관계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한 관계해명의 목적에는 디자이너의 추 

상화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조형적 정보처 

리의 에러나 오차의 해결이라는 과제도 포함된 

다. 즉, 디자이너가 대상이미지화상에서 인상 

이나 특징 등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정확히 포 

착하여 아이콘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또한 보 

다 효과적인 추상화 방법은 있는가 등의 정보 

처리과정의 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게 된 

다. 객관적인 정보처리방법으로 구축해 나가 

기 위해서는 이미지에서 아이콘으로의 이행 프 

로세스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변환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은 인간의 감성을 반영한 

지원도구로서의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여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심리적인 판단과 물리량^ 

의한 분류 사이에 공통되는 결과를 통하여 인 

간의 감성 혹은, 호감에 기반을 둔 특징적인 인 

상을 유지한 채 조형적인 자극이 되는 부분을 

실제의 제품디자인 과정에 응용할 수 있는 일 

련의 디자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2.3.1. 심리적 유이도의 측정방법

이 연구에서는 인간의 눈으로 보고 유이성 

을 판단하는 것을 심리량 이라고 하고, 화상 

특징량을측정하여 물리적인 수치에 의한유이 

판단을 물리량 이라고한다.

심리량에 의한 아이콘 그룹분류의 기준이 

되는 내용을 고찰하고, 디자이너의 습관적인 

발상에 의한 추상화 과정과 감성적 정보처리 

모델의 베이스가 되는 데이터를 얻는 것과 함 

께, 물리량에 의한 화상의 유이도와의 관계를 

해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디자이너의 조 

형적 감성구조에 의한 추상화 과정과 그 과정 

에서 생성된 결과를 보고, 사용자 역시 인상적 

으로 느낄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심리량에 의한 유이성을 조사하였다. 실험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그림 9

① 제2 소실험의 결과인 아이콘을 50x 

50mm 크기의 카드로 제작하여 피험자 전원분 

307개를 모아, 무작위로 섞어서 실험대 위에 

나열해 놓았다•그림

② 각각의 피험자에게 서로 유사하다고 생 

각되는 아이콘을 복수 추출하게 하여 이미지화 

상표본98게 중에서 자신이 추출해 낸 아이콘에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이미지화상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였다.

③ 자신이 추출한 아이콘 가운데에서 대상 

이미지화상에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아이 

콘을 대표 아이콘으로 선정한다. 단, 피험자 자 

신이 제작한 아이콘은 추출대상에서 제외시키 

도록 하여, 피험자가 이전에 경험한 적이 없는 

샘플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2. 3. 2• 심리량에 의한 측정 결과

다수의 이미지화상이 아이콘의 유이도 연상 

에 의해 선택되었지만, 피험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이미지화상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을 

하겠다.그림"

심리량게 의한 유사성 판단의 결과는 크게 

나누어 다음과 같은 3그룹으로 분류되었다.

. A그룹We" Matched to Original Image • 대상이미지를 

추상화시켰던 아이콘이 대상이미지화상에 제 

대로 대응된 그룹•그림 12
• B ~7룸Matched from Extra Image : 다른 이미지호！丿상 

을 추상화시킨 아이콘이 대상이미지화상에 대 

응된 그룹•그림 】3
. C그룹Unmatched with Original Image • 대상이미지화 

상을추상화시켰으나, 대응되지 않은그룹•그림日

각각의 그룹에 대해 설명을 하면. A그룹의 

아이콘군은 대상이미지화상의 인상이 충실하 

게 추상화 과정에서 표현되어, 제3자인 피험자 

에 의해서도유이하다고 판단된 예이다. B그룹 

은 다른 이미지화상의 추상화 결과이지만, 대 

상이미지와 유이하다고 판단되어진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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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은 대상이미지화상을 추상화시켰으나, 

대상이미지화상에 대응되지 않은 경우이다.

각 그룹에 존재하는 조형적인 요소로서의 

공통점 혹은 차이점이 발견될 수 있다면 디자 

이너의 이미지화상에 대한추상화 과정의 객관 

적인 처리에 필요한 판단축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이미지화상에서 객관적인 공 

통요소를 효과적으로 추상화시킴으로써 사용 

자가 바라고 있는 완성된 조형적 이미지의 요 

구에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결되며 , 

디자이너의 아이디어 발상에 있어서 디자인 개 

념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감소시킬 수 있는 지 

원방법이 될 것이다. 그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 

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화상특징량게 

의한 유이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2. 3. 3. 화상특징량에 의한 물리적 유이도의 측정

본래, 화상특징 량이라는 것은 화상데이터 베 

이스에서 특정의 언어인상어 혹은 화상데이터를 

키워드로 하여 인상어에 해당하는 이미 분석되 

어진 화상데이터나, 주어진 대상과 유사한 물 

리량을 가진 화상데이터를 검색, 추출해 내는 

시스템에 응용되어 왔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의 아이콘이 가지는 객관적인 물리량을 계 

측해 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 

였다.

① 물리량을 측정하는 화상데이터아이콘를 같 

은 크기인 Pixel(300x300) 데이터포맷으로 

표준화한다. 화상데이터를 종횡으로 6x6의 

그리드로 분할하여 각 그리드 내의 농담치의 

평균을 측정하였다.그림 15 g(i, j)는 0에서부터 

255까지의 수치를 가진다. 또한, 화상전체의 

농담치의 평균치와 표준편차 SD도 측정 

하였다.

②다음으로 화상의 규칙성을 분석하기 위해 

국소자기상관^所自己相悶을 구하였다. 여기에서, 

〈그림 16〉과 같이 4방향의 일국소자기상관 局所 

自己相11을 g(i, j) 에 대해 측정한다. 동일한 화상을 

2장 겹쳐서 그 중 한장의 그리드 1개를 좌측, 좌 

측 아래, 아래, 우측 아래의 4방향으로 움직여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정도, 방향, 선의 방향등 

이 예측 가능하게 된다. 이때, 각4방향의 값은 

8(0,-1) 项3(L1) 로한다.

국소자기상관값에 대해서는 절대치 1에 가

까우면 가까울수록 패턴에 규칙성이 있고, 마 

이너스가 되면 농담이 바뀌게 되는 것을 의미 

한다. 즉, -1에 가까운 값을 나타내면 흑백이 

반복되는 규칙성을 가진 패턴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③ 물리량 데이터를 사용하여 주성분 분석 

을 한 결과, 고유치가 가장 높은 제1, 제2의 속 

성을 X,Y축으로 하여 A그룹5게, B124, C】어를 

합하여 42개의 아이콘을 샘플스코어제】。42• 제 

2：。3】로 하여 분포를 관찰해 보았다. 또한, 2개 

의 속성에 주어진 샘플스코어로 클러스터분석 

을 하여〈그림 17〉과 같은 주성분 분석도가 얻 

어질수 있었다.

2. 3.4. 화상특징량에 의한 물리적유이도의 측정 결과

본 연구에서는, 측정에 필요한 정의를 축소 

화상특징랑掩卜磨像特헤의 농담분포와 패턴의 규 

칙성이라는 2가지의 물리량으로 분석하였다. 

아이콘의 조형적인 특성을 생각할 때, 선의 곡 

률이 대부분 0에 가까워 화면의 전체적인 구 

성, 농담분포의 평균치에 관한 데이터를 구하 

는 2가지의 물리 량만으로 고찰을 실시하였다.

① 화상의 농담에 의 한 축소화상 특징 링0山 

의 물리 량 결과를 보면,〈그림 17〉과 같은 분포 

로 나타난다. 4개의 그룹으로 크게 나누어보 

면, 클러스터01에는 좌측상단에 어두운 면이 

위치한 아이콘이, 클러스터03에는 우측상단 

에, 클러스터04에는 좌측 하단과 우측 하단 둥 

하단부분에 어두운 면이 위치해 있는 아이콘들 

이 모여있다. 클러스터01에는 화상의 중앙부 

는 비어있고 주변에 검은 부분이 위치해 있는 

아이콘이 많이 있으며, 그 가운데에는 균일한 

계속 패턴의 아이콘도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서 나타난 분포는 화상에 대하여 물리 량농담의 

평균치에 의한 결과이다.

〈그림 18〉은 클러스터02에 속해 있는 아이 

콘의 심리량게 의한 분포에 비추어 비교해 본 

결과이다. A그룹은 대상이미지화상에 바탕을 

두고 화상의 인상이나 특징이 효과적으로 추상 

화된 아이콘들의 그룹이었다. 그러므로 클러 

스터02에 속해 있는 아이콘의 대부분이 대상 

이미지화상의 특징이 잘표현된 것이라고 추측 

할수있을 것이다.

② 다음으로, 화상의 패턴 규칙성을 측정해

그림 15

그림 16

bottom-right

그림 15. 그리드로 36분할된 샘플 아이콘

그림 16. 국소자기상관의 변이 패턴

그림 17. 화상특징량의 주성분 분석에 의한 클러스터 분포

그림 18. 물리량에 의한 Cluster02에 속하는 아이콘의 심리량

결과의 그룹분류

그림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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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님 19

그림 19. 국소자기상관의 주성분분석에 의한 클러스터 분포

그림 20. 아이콘에 의한 이미지화상의 추상화 과정

98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낼 수 있는 국소자기상관에 의한 결과〈그림 19〉 

를 고찰해보면, 클러스터01은 수평방향의 패턴 

이, 클러스터02에는 우측 상단에서 좌측 하단부 

로 경사가 있는 패턴이, 클러스터03에는 수직방 

향의 패턴이 속해 있는 경향을볼수 있다.

심리 량에서 A그룹의 아이콘그룹은 방향의 

규칙성올 나타내는 물리 량의 분포에서는 특정 

의 클러스터에 속해 있지 않다. 하지만, 전체적 

인 결과를 보면 클러스터03에 A, B그룹의 아 

이콘그룹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A그룹과 B그룹 모두 대상이미지화상에 

유이하다고 판단되었던 그룹이기 때문에, 이 

미지에 대한 인간의 인지과정 속에서 인상의 

추상화에 큰 영향을 주는 특징적인 요소를 가 

진 그룹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서 클러스터03의 속성에 깊이 관계하고 있는 

공통의 요소란 수직방향의 패턴이라는 것이 

다. 대상 이미지화상의 인상이 대다수의 피험 

자에게 수직방향의 패턴으로 인식되었다는 것 

을추측해 낼 수 있었다•그림 "

2.4• 심리량과 물리량의 관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감각이나 감성 

에 의한 화상의 유사성 판단올 객관적인 정보 

로 해명해내기 위해, 심리량과 물리량이라는 

방법으로 화상을 측정해 보았다. 특히 이번 연 

구에서는 수 없이 증가하고 있는 화상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검색해내고 판단하는 

화상검색수법인 화상특징량의 측정방법을 디 

자인발상의 검증방법에 도입시켜 본새로운 시 

도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는 

인간의 심리적인 판단에 중점을 두고, 디자이 

너의 감성적인 정보처리에 의한이미지의 추상 

화과정을사용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분석방 

법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디자이너의 발상에 있어서의 감성적인 지원 

시스템으로서 이미지화상을 도입시키고 있으 

나, 이미지화상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의 측 

정평가로 결부시킨 연구는 매우 적었다. 그러 

므로 인간의 감성을 반영시킨 데이터로서 분석 

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세분화된 판단축에 의 

한 물리량의 수량적인 분석이 필요하게 될 것 

이다. 특히, 심리량에 관해서는 조형의 인지과 

정에 있어서의 유이성 판단의 영향을 고려하 

여, 상세한 조형 요소별로 대응이 가능한 물리 

량의 측정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간단하기는 하나,〈그림 

18〉과〈그림 19〉에서 나타난 심리량과 물리량 

과의 관계가 객관적으로 분석되었다는 점에 

서, 앞으로의 감성적 정보처리의 방법으로 이 

미지를 분석하고, 평가모델로서 구축해 나아 

갈 수 있는 인지과정의 유이성 판단의 영향을 

반영한 지원시스템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 

었다고 할수있다.

현재, 정보처리 분야에서는 물리량에 의한 

화상검색시스템의 웅용을 다양한 대상물을 통 

해 진행하고 있다. 검색에 관해서도 형태뿐만 

아니라, 색채와 질감에 의한 검색툴도 제안이 

되고 있다. 디자인작업에 있어서는 점, 선, 면, 

질감, 선곡률, 색채 등 상세한 조형요소를 판단 

축으로 도입하여 심리적인 인상과 물리량과의 

관계를 수량화하여 , 그 요인을 해명하여 나가 

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다.

앞으로, 디자인작업에 있어서 효과적이고 

감성적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는 화상특징량에 심리량을 대응시키는 방법이 

요구될 것이다. 그것은 주관평가결과를 사용 

하여 다차원 심리공간을 구성하고, 공간의 각 

좌표축과 물리 량과의 관계를 도식화하여 표현 

하는 방법이다. 그러한 인간의 애매하고도 복 

잡한 감성표현에 잠재해 있는 공통적인 성향이 

나 규칙성둥이 밝혀지게 되면, 조형활동에 있 

어서의 발상지원시스템의 감성평가모델의 구 

축은 보다 현실적인 해결안으로 활용될 수 있 

올 것이다.

3•결론

이번의 소실험을 통해, 인간의 조형인지구 

조에 관한 몇 가지의 특징이 발견되었다. 이 연 

구의 취지에 연관되는 결과로서 다음의 4가지 

를들수있다.

① 제1 소실험에서는, 이미지화상을 제품디 

자인의 평가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검증을 목적으로 하였다. 무의식적인 반응에 

의한 결과 가운데에서 제품과 이미지화상과의 

사이에 공통하는 조형요소가 존재하였다는 점 

에서, 이미지화상을 도입시키는 시도의 첫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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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서 성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② 같은 물건을 대상으로 하여도 디자이너 

혹은 개인의 감성구조에 의해, 인상의 수용방 

법과 자극이 되는 요소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상징화과정을 거쳐 재표현되는 단계에 

서 전혀 다른 형태로 표현된다는 것이 실험에 

서 발견되었다.

③ 제2 소실험에서는, 물건을 창조하는 디 

자이너와 그것을 평가하는 사용자사이에 발생 

하기 쉬운조형개념인지 차이의 해결을 시도하 

는 방법으로 종래 디자이너의 체내에서 행해 

오던 조형의 인지과정을 체외로 표출해 내는 

방법을 도입하였다. 여기에서, 디자이너의 조 

형발상이 아이콘에 의한 추상화과정그림 2。을 거 

치는 동안에 개인적인 조형감성이나 자극 정보 

의 처리방법에 따라 새로운 형태를 창출해 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인간의 조형 

창조의 능력은 순간적인 발상이라는 즉흥적인 

면도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주어진 

자극에 대해 자신의 인식처리과정을 거쳐서 나 

온 인상정보를 시각적으로 표출하여 조형발상 

을 행하게 되면 보다 다양한 형태로의 전개가 

가능해 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④ 제2 소실험에서 표출되었던 아이콘을 사 

용하여 인간의 심리공간에 의한유이도와물리 

적 측정에 의한유이도를 고찰해 본 결과, 대상 

화상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인상에 대해서는 

패턴의 성격을 인식해 내는 국소자기상관局所自己 

相1"치에 의한 유이도가 영향을 주고있으며, 국 

소자기상관에 의해 나타나는 조형적인 특성들 

이 인간이 심리적으로느끼는 이미지화상의 특 

징적인 인상과 효과적으로 결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조형적인 표현에 

있어서는, 이미지화상의 기본적인 속성을 유 

지하면서 단순화된 아이콘이 선택되기 쉬우 

며, 복잡한 표현이나 사실적으로 묘사된 아이 

콘은 특징이 나타나기 어려우며, 선택되지 않 

는 경우가 많았다.

4. 맺음말

이미지화상을 도구로 도입한 배경에는, 지 

금까지 디자인컨셉의 설계에 있어서 디자이너 

와 사용자사이의 조형개념인지의 차이를 최소

한으로 줄이고 상호가 가지고 있는 감성을 디 

자인작업에서 효과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해서 

였다. 조형에 대한 평가나 인상이라는 것은 경 

우에 따라서는, 말로 표현하기 어렵고 감성적 

인 반응까지도 동반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이제까지 응용하기 어렵다고 인식되어왔던 형 

태에 초점을 두고 이미지화상을 주요한 정보로 

도입해 보았다. 기본도형의 선호경향이라는 

사전조사에 근거하여 그 가능성을 제시하였 

고, 복합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이미지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변환시켜 조형에 관한 감성 

정보처리를 시도해 보았다, 앞으로, 이러한 실 

험과 연구를 거듭하여 실제로 디자이너와 사용 

자의 감성을 계측해보고, 디자인작업에서 활 

용할 수 있는 이미지화상을 통한 감성정보처 리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보고자 한다. 또한 이미 

지를 감성적인 정보로서 디자인에 응용시켜 나 

가기 위해서는 다차원적인 수법을 도입하여 평 

가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kidp

玉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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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EX
행사영

기간

주최
전화

팩스

춘계 한국결혼상품전

WEDDEX KOREA 98 Spring/Wedding Exhibition Korea
98 Spring Season

98. 2.4-2.8
서울전람 （주）

02 529 0691
02 529 0696

서을 국제판촉믈전

SIPREMIUM 98/Seoul Int i Premium & Household 
Goods Show

98.2.12-2.15
한국종합전시장

02 551 1145
02 551 1159

경향하우징페어

KYUNG HYANG HOUSING FAIR 98
98.2.21 - 2.26
경향신문사

02 3701 1600
02 3701 1161

서올리빙디자인페어

LIVING DESIGN 98/Seoul Living Desgin Fair
98.3.10-3.14
한국종합전시장/（주） 디자인하우스

02 551 1142
02 551 1159

국제 컴퓨터 • 소프트웨어 • 릉신전시회 

KIECO 98/Korea lnt*l Exhibition for Computers,
Software & Communications

98.3.19-3.22
한국경제신문사

02 360 4506
02360 4503

서올멀티미디어쇼

MULTIMEDIA 98/Seoul M니timedia Show
98.3.19 - 3.22
한국경제신문사

02 360 4506
02 360 4503

올패션위크
seoulTashion week

98.4.14-4.17
한국패션협회

02 528 4741
02 528 4746

국제 세라믹스산업전

CERAKOR 98/6th Korea Int'l Ceramics Industry Show
98.4.22 - 4. 26
한국일보사

02 739 5272
02 738 1048

서올국제패션컬렉션

SIFAC 98 F/W/98 Seoul Int'l Fashion Collection F/W
98.4.29 - 5.3
서울방송/서울국제패션 컬렉션 조직위원회

02 369 1583 /4
02 369 1599

서을국제도서전

SEOUL BOOK FAIR 98/Seoul Int'l Book Fair
98. 5.12 - 5.17
한국종합 전시장/ 대한출판문화협회

02 551 1126/02 735 2701/4
02 551 1179 / 02 738 5414

사진영상축전

98. 5.22 - 5. 26
사진영상의 해 조직위원회/한국종합전시장

02 782 2121
02 551 1178

국제정보릉신 및 이동릉신전

EXPO COMM/WIRELESS KOREA 98
98.5.23 - 5.26
한국종합전시장 /E. J. Krauses & Associates
02 551 1125
02 551 1259

중소기업제품박람회

SMIF98
98.5.30 - 6.4
한국종합전시장/중소기업 유통센터

02 551 1118
02 551 1159

서울국제조명박람회

SILIGHT 98/Seoul Int'l Lighting Show
98. 5.30 - 6.3
한국종합전시장

02551 1160
02 551 1159

중소기업지도우수제품전시회

The 5th SMI Techno-Products Fair 98
98.6.5-6.10
중소기업진홍공단

02 769 6792
02 769 6649

한국 국제문화관광교류전

KOTFA 98 / The 11th Korea World Travel Fair
98.6.9-6.12
（주코트파

02775 7172
■牆 02 777 5982

한국컴퓨터 • 소프트웨어전

SEK 98/The 12th Computer • Software Exhibition 이 

Korea
98.6.24 - 6. 27
전자신문사

02 636 8114
02 636 8225

전국 공예품경진대회 및 전시회

KOFA FAIR 98/The 28th Korean Folk Arts & Crafts Fair
98. 7. 23 - 7. 27
중소기업진홍공단

02 769 6682
02783 9281

서을국제만화페스티벌

SICAF 98 / Seoul Int'l Cartoon & Animation Festival
98. 8.9-8.15
한국종합전시장/SICAF 98 조직위원회

02 551 1120
02 551 1179

추계한국결혼상품전

WEDDEX KOREA 98 AUTUMN / The Wedding
Exhibition Korea 98 Autumn Season

98.8.8 - 8.13
서울전람 （주）

02 529 0691/4
02 529 0696/5

컴엑스 코리아

COMDEX KOREA 98
98.9. 5 - 9.9
（주）디지들 조선일보

02 3701 2120
023701 2999

서울국제선몰용품•장신구박람회

SIGFT 98 / 14th Seoul Int'l Gift & Fashion Accessories 
Show

98.9.16-9.20
한국공예협동조합연합회

02 698 0003
02697 8582

중소기업산업디자인신상품전

98 The Exhibition of New Industrial Design Products
of Small & Medium Business

98.10.9-10.13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02 708 2114
02 765 9679

한국전자전

KES 98 / Korea Electronics Show
98.10.21 -10.25
한국전자산업진흥회

02 553 8725
02 563 7371

서율국제문구전시회

SISFAIR 98/Seoul Int'l Stationery Fair
98.10.30- 11.2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

02 278 7891
02 2751065

서울국제완구박람회

SITOY 98/The 17th Seoul Int'l Toy Fair
98.10.30-11.2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

02 795 9505
02 795 0401

한국국제컴퓨터 그래픽스 및 멀티미디어 전

（CAD • CAM • CAE전）

CAD/CAM & GRAPHIDIA 98
98.11.25-11.28
한국종합전시장/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02 551 1123
02 551 1259

영상미디어엑스포

ME미A & FILM EXPO 98
98.12.3-12.6
한국종합전시장/중앙일보사

02 551 1147
02 551 1259

전국우수발명품전시회

NIEX 98/ National Excellent Invention Exhibition
98.12.3-12.6
특허청

02 561 2460
02 568 9669

한국국제광고믈 및 기자재전

KOSIGN 98 / Korea Int i Sign Show
98.12.5-12.8
한국종합전시장/한국광고사업협회

02 551 1122/023473 4071
02 551 1179/02 3473 4075

국제게임기기 및 어트랙션전

AMUSE WORLD 98 /World Amusement Machines &
Attraction Show

98.12.19-12.22
한국종합전시장

02 551 1126
02 551 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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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도시/장소 

주최 

전화/팩스

그리스

데살로니키 가구 및 장식 박람회

FURNIDEC/Furniture, Decoration, Lighting Exhibition
98.3.18-3.22
데살로니키 / H이expo-Exhibition Center 
HELEXPO
30 31 291111/30 31 229116

데살로니키 가구 생산기자재 박람회 

FURNIMA
98.3.18 - 3.22
데살로니키 /Helexpo-Exhibition Center 
HELEXPO
30 31 239221/30 31 22S116

데살로니키 섬유 및 의류산업 박람회

TEXTILIA-INA+ILI
98. 5.
데살로니키/Fairgrounds
Promocenter S. A.
30 1 8839913 / 30 1 8219198

데살로니키 서적 문구 박람회

GRAPHIS/lntl Exh. of Stationery, Book and Scho이
98. 5.8 -5.11
데살로니키/Helexpo-Exhibition Center 
HELEXPO
30 31 291111/30 31 229116

데살로니키 패션 박람회

TEXTIUA/EUROMODE/lnt l Fa아ion Fair
98. 5.17 - 5.19
데상로니키 / Helexpo-Exhibition Center
Link International S. A.
30 1 6899533 / 30 1 6899557

데살로니키 종합 박람회

T. I. F./Thessaloniki Int'l Trade Fair
98.9.12-8.21
대살로니키 / H이expo-Exhibition Center
HELEXPO
30 31 291111/30 31 229116

데살로니키 정보시스템 박람회

INFOSYSTEM/lnt'l Exh. of Information Systems
98.9.30- 10.4
데살로니키 서이expo-Exhibition Center
HELEXPO
30 31 291111/3031 229116

데살로니키 보석세공품, 시계 및 세공기계 박람회 

KOSMIMA/lnt'l Exh. of Jewellery, Clocks and 
Watches

98.10.16 -10.19
데살로니키 / H이expo-Exhibition Center 
HELEXPO
30 31 291111 /30 31 229116

데살로니키 관광산업 박람회

PHILOXENIA/lnt l Tourism Exhibition
98.11.5-11.8
데살로니키 / Helexpo-Exhibition Center 
HELEXPO
30 31 291111/30 31 229116

아태네 문구 박람회

Int'l Exhibition of Stationery & School Items
98. 5.
O|-EjL||/Mediterranean Exhibition Center 
Pama Ltd.
30 1 8830631 /30 1 8213764

남아공화국

더반 컴퓨터 박람회

C0MPUTEX
98. 8.
더반 / Durban Exhibition Center
Axial Trade Shows & Exhibitions
27 31 2027622/27 31 2027670

요하네스버그 란드 종합 박람회

RAND SHOW/The Rand Easter Show
98.3.28 - 4.13
요하네스버그 / National Exhibition Center
National Exhibition Center
27 11 4949111/27 11 4941039

요하네스버그 관광 박람회

WORLD HOLIDAY & TRAVEL FAIR
98.4. 24 - 4.26
요하네스버그/ Kyalami Exhibition & Conf. Center
Ocean Media
27 11 4662299/27 11 4661318

요하네스버그 컴퓨터 박람회

Computer Fair & BEXA
98.5.27 - 5.30
요하네스버그/ Gallagher Estate
TML Reed Exhibitions
27 11 7892144 / 2711 7896494

요하네스버그 마케팅 박람회

MARKEX/Marketing & Promotional Services Exh.
98.6.17-6.19
요하네스버그/ Gallagher Estate
TML Reed Exhibitions
2711 8863734 / 27 11 7896497

요하네스버그 사무용품 박람회

OFFICE EXPO
98.7.
요하네스버그 / Gallagher Estate
International Fairs & Exhibitions
27 11 7082256 / 2711 7082796

요하네스버그 보석 박람회

JEWELLEX
98.7.18-7.20
요하네스버그 / Gallagher Estate
The Jewellery Council of South Africa
27 11 8074681 /2711 8074683

요하네스버그 가정용품 박람회

DECOREX SA
98.8.9-8.14
요하네스버그 / Gallagher Estate
Nicola Hadfield
27 11 4429705/27 11 4423884

요하네스버그 자동차 박람회

AUTO AF이CA/Africa Int'l Automotive Trade Exh.
98.10.20- 10.25
요하네스버그 / National Exhibition Center
National Exhibition Center
2711 4949111/27 11 4941216

요하네스버그 종합 박람회

SAITEX/The South African Int'l Trade Exhibition
98.10.6 -10.10
요하네스버그 / National Exhibition Center
National Exhibition Center
27 11 4949111/27 11 4941216

네덜란드

그로닝겐 종합 박람회

Inti Groningen Fair
98.8.
그로닝겐/Martinihal
Martinihal
31 50 5222777 / 31 50 5250155

로테르담 비즈니스 박람회

BEDRIJVEN KONTAKT DAGEN/Business to Business 
Fair

98.4.
로테르담/Ahoy Exhibition Center
Expocare B. V.
31 33 4944700/31 334951668

로테르담 소비재 박람회

FEMINA/lnt'l Consumer Goods Fair
98.10.
로테르담 /Ahoy Exhibition Center
R. T. B.
31 10 2425310 / 31 10 2425311

로테르담 동계 운동용품 및 관광용폼 박람회

SKI-HAPP/Winter Sports & Winter Tourism Fair
98.10.16-10.19
로테르담 / Ahoy Exhibition Center
R. T. B.
31 10 2425310 / 31 10 2425311

마스트리히트 미술품 박람회

TEFAF/The European Fine Art Fair
98.3.7 - 3.15,99.3.13 - 3.21
마스트리히트/MECC
The European Fine Art Foundation
31 736145165 / 31 73 6147360

마스트리히트 춘계 소비재 박람회

LENTEBEURS/Spring Consumer Goods Exhibition
98.5.
마스트리히트/MECC
Maastrichts Expositie & Congress Centrum
31 43 3838383 / 31 43 3838300

암스테르담 패션 박람회

Amsterdam Fashion Weekend
98.1.19- 1.20,98.7.19 - 7.20
암스테르담 / RAI Exhibition Center
Verenigde Nederlands Modebeurs
31 20 6690469/31 20 6174679

암스테르담 실내장식용품 박람회

Household and Home Interior Fair
98.4.
암스테르담 / RAI Exhibition Center
Amsterdam RAI
31 20 5491212 / 31 20 6464469

암스태르담 마케팅 박람회

SALE/Trade Fair on Sales Promotion and Direct
Marketing

98.5.
암스테르담/ RAI Exhibition Center
RAI-Langfords B. V.
31 20 6260151 /31 20 6258915

암스테르담 미술품 박람회

KUNSTRAI/lnt'l Art Fair
98. 5.
암스테르담 / RAI Exhibition Center
Amsterdam RAI
31 20 5491212 / 31 20 6464469

암스테르담 선물용품 및 판촉제품 박람회

SALE/Fair for Premium, Promotional hem. Gift
98.5.12-5.14
암스테르담 / RAI Exhibition Center
RAI-Langfords B. V.
31 20 5569111/31 20 6258915

암스테르담 패션 박람회

MODAM/lnt'l Fashion Trade Fair
98.7.
암스테르담 / RAI Exhibition Center
Vereniging Nederlandse Modebeurs
31 20 6690469 / 31 20 6174679

암스테르담 사무, 정보, 릉신기기 박람회

EFFICIENCY BEURS/Office, Information,
Communication

97.9.29- 10.3
암스터르담 / RAI Exhibition Center
Amsterdam RAI
31 20 5491212 / 31 20 6464469

암스테르담 모터사이클 박람회

M이orRAI/Motorcycle, Scooter, Moped, Part Exh.
98.10.
암스테르담 / RAI Exhibition Center
Amsterdam RAI
31 20 5491212 / 31 20 6464469

암스테르담 회화 및 골동품 박람회

PAN Amsterdam/The Dutch Art and Antiques Fair 
98.10.10- 10.18,99.10.9- 10.17
암스태르담 / RAI Exhibition Center
Pictura Antiquairs Nat'l B. V.
31 73 6141965/31 736140588

암스태르담 자동차 박람회

AUTO-RAI/lnt'l Motor Show
99. 2.4 - 2.14
암스테르담 / RAI Exhibition Center
Amsterdam RAI
31 20 5491212 / 31 20 6464469

유트레히트 선몰용품 박람회

Souvenir/Trade Exhibition of Souvenirs
98.1.
유트레히트/ Jaarbeurshal
Koninklijke Nederlandse Jaarbeurs
31 30 2955911/31 30 2940379

유트레히트 관광 및 레크레이션 박람회

DE VAKANTIEBEURS/Tourism & Recreation Fair
98.1.6- 1.11,99.1.5- 1.10
유트레히트/ Jaarbeurshal
Koninklijke Nederlandse Jaarbeurs
31 30 2955911 /31 30 2940379

유트레히트 춘계 소비재 박람회

Voorjaarsbeurs/Consumer Goods Spring Fair
98.3.8 -3.11,99.3. 7 - 3.10
유트레히트/ Jaarbeurshal
Koninklijke Nederlandse Jaarbeurs
31 30 2955911 /31 30 2940379

유트레히트 표지판 박람회

SIGN Benelux
98. 5.
유트래히트/ Jaarbeurshal
Miller Freeman BV
31 346 573777 / 31 346 573811

유트레히트 멀티미디어 컴퓨터 박람회

IMAGINATION
98. 5.
유트레히트/ Jaarbeurshal
Koninklijke Nederlandse Jaarbeurs
31 30 2955911 /31 30 2940379

유트래히트 가구 박람회

Int'l Home & Interior Utrecht
98.9.
유트래히트/ Jaarbeurshal
Koninklijke Nederlandse Jaarbeurs
31 30 2955911/31 30 2940379

유트레히트 추계 소비재 박람회

Najaarsbeurs/Consumer Goods Autumn Fair
98.9.
유트레히트/ Jaarbeurshal
Koninklijke Nederlandse Jaarbeurs
31 30 2955911/31 30 2940379

네 IF
네팔 종합 박람회

HIMALAYAN EXPO
98. 5.7-5.11,99. 5.6-5.10
카후만두 I Bhrikuti Mandap Exhibition Centre
House of Rajkarnicar
977 1 525014 / 977 1 527724

네팔 소비재 박람회

DASHAIN FESTIVAL/Consumer Goods Exhibition
98. 9.16-9.22,99.10.1 - 10.10
카투만두/ Bhrikuti Mandap Exhibition Centre
House of Rajkarnicar
977 1 525014 / 977 1 527724

노르위이

부스케루드 종합 박람회

Drammensmessen Exhibition
98.8.16-8.24
부스케루드/ Drammenshallen
EXPO TEAM AS
47 32 831120 / 47 32 831344

오슬로 선믈 및 실내장식용품 박람회

Gift and Interior Decoration Exhibition
98.1.22- 1.25,98.8.27 - 8.30
오슐로 / Sjolystsentret
Messedrift AS
47 66 804000 / 47 66 80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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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슬로 패션 박람회

MOTEUKEN/Fashion Week
98. 2.13 - 2.15,98.8.23 - 8.25
오슬로 / Sjolystsentret
Moteuken I Oslo A/S 
47 23001500/47 23 001501

오스로 퍼스널컴퓨터 엑스포 박람회

PC EXPO 97
98.4.21 - 4.23
오슬로/0sb Spectrum
IT-EXPO AS
47 22 053100 / 47 22 053101

오슬로 가구산업 박람회

MOBELMESSEN/Norwegian Furniture Fair
98.8.14 - 8.17
오슬로시 FN0RAMA, Sadvika 
INFORAMA Exhibition Center 
47 67 546090/47 67 564310

오슐로 사무기기 및 컴퓨터 박람회

KONTOR OG DATA/Computer, Office Furniture Fair
98.9.7-9.11,2000.9.7-9.11
오슬로 I Sjolystsentret
Kontor-og Datateknisk Landsforening 
47 22 558220/47 22 445945

오슬로 가정용품 및 취미용품 박람회

HJEM OG HOBBY/Consumer Goods Fair-Home and
Hobby

98.11.13-11.22
오슬로 I Sjolystsentret
Norges Varemesse 
47 22 439100 / 47 22 431914

오슬로 여행 박람회

REISEUV/lntemational Travel Fair in Oslo
99.1.7-1.10
오슬로 I Sjolystsentret
Norges Varemesse 
47 22 439100 / 47 22 431914

오슬로 선몰 및 판촉용품 박람회

IMAGE/Gift, Premiums & Promotional Items Fair
99.9.10 - 9.13
오슬로 / Sjolystsentret
Norges Varemesse 
47 22 439100 / 47 22 431914

뉴질랜드

오클랜드 추계 선믈용품 박람회 

The Autumn Gift Fair
98.3.22 - 3.24,99.3.20 - 3.22 
오클랜드 / New Zealand Expo Center 
XPO Exhibition Ltd.
64 9 3003950 / 64 9 3793358

오클랜드 패션 및 생誓용품 박람회

Fashion & Lifestyle Exhibition
98.4.
오클랜드 / New Zealand Expo Center
Expotell Exhibition Ltd.
64 9 3003950 / 64 9 3793358

오클랜드 상반기 공예품 박람회

Great New Zealand Craft Show
98.4.24 - 4.26
오클랜드 / New Zealand Expo Center
Dunkleys Ltd.
64 9 3480572 / 64 9 3484835

오클랜드 실내장식 설비 박람회

Ideal Home Living Exhibition
98. 5.1-5.3
오클랜드 / New Zealand Expo Center 
XPO Exhibition Ltd.
64 9 3003950 / 64 9 3793358

오클랜드 미술 박람회

ArtExpo
98.7.16-7.19
오클랜드/ New Zealand Expo Center 
XPO Exhibition Ltd.
64 9 3003950 / 64 9 3793358

오클랜드 공예품 박람회

Great New Zealand Mid-winter Craft Show
98.7.19 - 7.21
오클랜드 / North Shore Events Center 
Dunkleys Ltd.
64 9 3089837 / 64 9 3078813

오클랜드 아시아 박람회

Asia Pacific Expo
98.8.20 - 8.23
오클랜드/ New Zealand Expo Center 
Ethnic Marketing Co.
64 9 3089837 / 64 9 3078813

오클랜드 가정용품 박람회

New Zealand Home Show
98.9.16 - 9.20
오클랜드/ New Zealand Expo Center 
XPO Exhibition Ltd.
64 9 3003975 / 64 9 3793358

오클랜드 크리스마스 선물용품 박람회

Christmas Stocking Fair
98.9.27 - 9.29,99.10.3- 10.5 
오클랜드 / New Zealand Expo Center 
XPO Exhibition Ltd.
64 9 3003950/649 3793358

오클랜드 사업관련 종합 박람회

Business World Exhibition
98.11.
오클랜드/Auckland Showgrounds 
Expot에 Exhibition Ltd.
64 94457009/64 9 4456995

오클랜드 컴퓨터 박람회

NZ Home & Small Office Computer Show 
98.11.20- 11.22,99.11.19- 11.21 
오클랜드 / New Zealand Expo Center 
XPO Exhibition Ltd.
64 9 3003954 / 64 9 3793358

오클랜드 하반기 공예품 박람회

Great New Zealand Summer Craft Show 
98.12.4-12.6
오클랜드/ New Zealand Expo Center 
Dunkleys Ltd.
64 9 3089837 / 64 9 3078813

祖링톤 실내장식품 박람회

NZ Home & Interiors Exhibition
98.6.5 - 6.7
웰링톤/ Queens Wharf Events Center 
XPO Exhibition Ltd.
64 4 4767083/64 4 4767093

뉴질랜드 남섬 선물용품 박람회

South Island Gift Fair
98. 9.13 - 9.15,99.9.12 - 9.14 
크라이스트처치/ 아iristchurch Town Hall 
XPO Exhibition Ltd.
64 9 3003950 / 64 9 3793358

크라이스처치 가정용품 박람회

NZ Home Show Christchurch
98.10.9-10.11
크라이스트처치 / Pioneer Stadium 
XPO Exhibition Ltd.
64 9 3003950 / 64 9 3793358

대만

타이페이 선물용품 및 문구류 박람회

GIFTIONERY TAIPEI/Taipei Int'l Gift and Stationery
98.3.20 - 3.24,98.10.27- 10.30
타이페이 / World Trade Center
CETRA Exhibition Department 
886 27251111 /886 2 7251314

타이페이 가구 박람회

Taipei Int'l Furniture Show
98.3.7-3.10
타이페이 /World Trade Center
CETRA Exhibition Department 
886 2 7251111/886 2 7251314

타이페이 소프트웨어 박람회

Softex Taipei/Taipei Computer Software Show
98.4.29 - 5.3
타이페이 /Taipei World Trade Center
CETRA Exhibition Department 
886 2 7251111/886 2 7251314

타이페이 조명기기 박람회

TILF/Taipei International Lighting Fair
98.4.4 - 4.8
타이페이/Taipei World Trade Center
Taiwan Lighting Fixture Export Assn.
886 2 7232654 / 886 2 7232657

타이페이 자동차 및 모터싸이클 박람회

Int'l Auto & Motocycle parts & Accessories Show
98.5.15-5.18
타이페이 /World Trade Center
CETRA Exhibition Department 
886 27251111/886 2 7251959

타이페이 디자인 박람회

TIDEX/Taipei Infl Design Exh.
98.6.
타이페이 / Taipei World Trade Center
CETRA Exhibition Department
886 27251111 /886 2 7251314

타이페이 컴퓨터 박람회

Computex Taipei/Taipei Int'l Computer Show
98.6.2 - 6.6
타이페이 / World Trade Center
CETRA Exhibition Department 
886 27251111 /886 2 7251959

타이페이 컴퓨터 응용 박람회

Taipei Computer Application Show
98.7.24-7.28
타이페이 /World Trade Center
CETRA Exhibition Department 
886 2 7251111 /886 2 7251314

타이페이 오디오, 비디오 전자 및 멀티미디어 박람회

Int'l Audio/Video Electronics & Multi-Media Show
98.8.
타이페이 /World Trade Center
CETRA Exhibition Department
886 2 9992828/886 2 9992626

포모사 가구 박람회

Formosa Furniture Show
98.9.
타이페이 /World Trade Center
Union Exhibition Co., Ltd.
886 2 2710029/886 2 2710896

타이페이 가구 장식 건축자재 박람회

lEFB/lnterior, Decoration & Building Material Exh.
98.9.
타이페이 / World Trade Center
Chan Chao International Co., Ltd.
886 2 5216727 / 886 2 5622700

타이페이 보석 및 시계류 박람회

Taipei Int'l Jewellery and Timepiece Show
98.9.4 - 9.8
타이페이 / World Trade Center
CETRA Exhibition Department 
886 2 7251111/886 2 7251314

타이페이 방직의류 박람회

TITAS/Taipei Int'l Textile & Apparel Show
98.10.3 -10.6
타이페이 /World Trade Center
CETRA Exhibition Department
886 2 7251111/886 27251314

타이페이 전자 박람회

TAITRONICS/Taipei Int'l 티ectronics Show
98.10.18-10.22
타이페이 / World Trade Center
CETRA Exhibition Department 
886 27251111 /886 2 7251314

타이페이 건축자재 및 가구 박람회

BMF Expo/Building Material & Furniture Exh.
98.12.19-12.22
타이페이 /World Trade Center
Economic Daily News, Inc.
886 27681234/886 2 7678295

엔마크

바일레 패션 박람회

FASHION/Fashion Days
98.3.7 - 3.9,98.9.5 - 9.7
바일레/V해 e Center
Nord-Fair A/S
45 42891277/45 42891244

바일레 보석류 및 시계류 박람회 

Gold-Silver-Watches & Optics
98.8.29 - 8.31,99.8. 28 - 8.30 
바일레 / V에 e Center
Nord-Fair A/S
45 42891277/45 42891244

코펜하겐 여행장비 박람회

FERIE/Infl Travel & Tourism Exhibition
98.1.23- 1.25
코펜하겐 / Bella Center
Bella Center A/S
45 32528811/4532519636

코펜하겐 패션 박람회

CIFF/Copenhagen Infl Fashion Fair
98.2.5 - 2.8,98.8.6 - 8.9
코펜하겐 / B에a Center
Bella Center A/S
4532528811/45 31519636

코펜하겐 자동차 박람회

Aotomobiles in Bella/Motor Show
98.3.13-3.22
코펜하겐 / B에a Center
B이la Center A/S
45 32528811/45 32519636

스간디나비아 가구 박람회

SFF/Scandinavian Furniture Fair
98.8.26 - 8.30,99.8.25 - 8. 29
코펜하겐/B에a Center
Association of Danish furniture Industries 
45 32518000/4532518332

코펜하겐 사무용품 박람회

KONTOR & DATA/lnt'l Business & Data Exhibition
98.9.28- 10.3
코펜하겐/B에a Center
Bella Center A/S
4532528811/45 32519636

프리데리사 사무용품 박람회

KONTOR & DATA/lnt'l Business & Data Exhibition
99.9.
프리데리샤/Dronning Margrethe Hallen
Bella Center A/S
45 32528811/4531519636

허닝 선물, 가정용품 및 수공예품 박람회

FORM LAN D/Gifts, House wares, Arts & Crafts Trade
Fair

98.2.20 - 2.23,98.8.14 - 8.17
허닝/Exhibition Center
Unit-Messer A/S
45 42425711 /45 42425245

독일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뉴렌버그 레저 오락용품 박람회

Interschau/Showmen and Leisure Park Technology 
Fair

98.1.22- 1.25
뉴 렌 버그 / Messezentrum
Leipziger Messe GmbH
49 341 6780 / 49 341 6788762

뉴렌버그 자동차 박람회

Auto-Salon Nuernberg
98.2.21 - 3.1,99.2.20 - 2.28
뉴렌버그 / Messezentrum
AFAG Messen und Ausstellungen GmbH
49 911 86070 / 49 911 8607135

뉴렌버그 선물용품 박람회

Souvenir Present Festival
98.9.26 - 9.28
뉴렌버그/ Messezentrum
NuennbergMesse GmbH
49 911 86060/49 911 8606228

뉴렌버그 소비재 박람회

CONSUMENTA/Consumer Goods Exhibition
98.10.24- 11.1,99.10.30- 11.7
뉴렌버그 / Messezentrum
AFAG - Messen und Ausstellungen GmbH
49 911 86070/49 911 8607135

뉴렌버그 실내장식재 박람회

Stuck-Putz-Trockenbau Nuernberg
99. 5.6 - 5.9
뉴렌버그 / Messezentrum
NuernbergMesse GmbH
49 911 86060/49 911 8606228

도르 트문트 모터사이크 박람회

MOTORRAEDER/lnt l Motorcycle Exhibition
98.3.4 - 3.8,99.3.3 - 3.7
도르트문트 / Messezentrum Westfalenh 제 en
Syburger Verlag GmbH
49 2303 98550/49 2303 98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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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르트문트 창작용품 박람회

CREATIVA / Exhibition for Creative Expression
98.3.18- 3.22,99.3.17-3. 21
도르트문트 / Messezentrum Westfalenhallen
Westfalenhallen Dortmund GmbH 
49 231 1204521 /49 231 1204678

도르트문트 골동품 박람회

WEST-ANTI QU E/West German Art& Antique Exh.
98.3.19- 3.22,98.11.5- 11.8
도르트문트 / Messezentrum Westfalenhallen 
Westfalenhallen Dortmund GmbH 
49 231 1204521 /49 231 1204678

도르트문트 운동 및 생황용품 박람회

YOU/European Youth Fair Outfit, Sports & Lifestyle
98.6.11-6.14
도르트문트 / Messezentrum Westfalenhallen
You-Team Messe GmbH 
49 228 725390 / 49 228 694007

도르트문트 실내장식 박람회

RAUMAUSSTATTUNG/Trade Fair for Interior
Decoration

98.9.18-9.20,99.9.17-9.19 
도르트문트 / Messezentrum Westfalenhallen 
Westfalenhallen Dortmund GmbH 
49 231 1204521 /49 231 1204678

도르트문트 가정용품 박람회

DORTMUNDER HERBST/Regional Ideal Home Exh.
98.10.3- 10.12,99.10.1 - 10.10
도르트문트/ Messezentrum Westfalenhallen 
Westfalenhallen Dortmund GmbH 
49 231 1204521 /49 231 1204678

도르트문트 도서관 박람회

Bibliotheca/Trade Fair for Library Equipment 
2000. 5.
도르트문트/ Messezentrum Westfalenhallen
Westfalenhallen Dortmund GmbH 
49 231 1204521/49 231 1204678

뒤셀도르프 특수광고 박람회

PSI/lnfl Exhibition for Advertising Specialty
98.1.7 -1.9
뒤셀도르프/ Messegelaende
Miller Freeman/PSI-Prasent Service Institut GmbH 
49 211 901910 / 49 211 307688

뒤셀도르프 의상박람회

CPD/lnternational Fashion Trade Fair
98.2.1 - 2.4
뒤셀도르프 / Messegelaende
Igedo-lnternationale Modemesse Kronen GmbH &
Co. KG
49 211 439601/49 211 4396345

뒤셀도르프 고미술 박람회

WKM/Arts & Antiques Fair Dusseldorf-Cologn
98.3.
뒤셀도르프 / Messegelaende
Duesseldorfer Messegesellschaft GmbH NOWEA 
49 211 456001 /49 211 4560668

뒤셀도르프 패션 박람회

Igedo/lnt'l Fashion Trade Fair
98.4. 26-4. 28,98.11.8- 11.10
뒤셀도르프 / Messegelaende
Igedo-lnternationale Modemesse Kronen GmbH &
Co. KG
49 211 439601 /49 211 4396345

뒤셀도르프 소비재 박람회

Consumer Goods Exhibition, Leisure-Health-
Homefiting - Education

98.8.15 - 8.23,99. 8.14 - 8.22 
뒤셀도르프 / Messegelaende
Duesseldorfer Messegesellschaft GmbH NOWEA 
49 211 456001 /49 211 4560668

뒤셀도르프 옥외광고믈 박람회

SIGN Europe/lnt'l Exhibition on Signs & Signmaking 
99.4.
뒤셀도르프 / Messegelaende
Duesseldorfer Messegesellschaft mbH NOWEA 
49 211 456001/49 211 4560668

라이프찌히 패션 박람회

Leipziger Mode Messe/Leipzig Fashion Fair
98.2.14-2.16,98. 8.8 - 8.10
라이프찌히 / Neues Messegelaende
Leipziger Messe GmbH 
49 341 6780 / 49 341 6788762 

라이프찌히 가정용품 및 레저 , 정원용품 박람회 

Home-Leisure-Garden Exhibition
98.2.21 - 3.1
라이프찌히 / Neues Messegelaende
Leipziger Messe GmbH
49 341 6788251 /49 341 6788252

라이프찌히 선뭏용품 박람회

CADEAUX/Trade Fair for Gifts & Decorations
98.3.14-3.16,98.9.12-9.14
라이프찌히 / Neues Messegelaende
Leipziger Messe GmbH
49 341 6788271/49 341 6788272

라이프찌히 서적 박람회

Leipzig Book Fair
98.3.26 - 3.29
라이프찌히 / Messegelaende
Leipziger Messe GmbH
49 341 6788241 / 49 341 6788242

라이프찌히 자동차 박람회

Auto Mobil Infl
98.4.18 - 4.26,99.4.10-4.18
라이프찌허 / Neues Messegelaende
Leipziger Messe GmbH
49 341 6788221 / 49 341 6788222

라이프찌히 시계 및 보석 박람회

MIDORA/Leipzig Clocks, Washes & Jewellery 
Trade Fair

98.8.29 - 8.31
라이프찌히 / Neues Messegelaende
Leipziger Messe GmbH
49 341 6788271 / 49 341 6788272

라이프찌히 사무자동화 박람회

BIK/Trade Fair for Telecomm. & Computers
98.11.4-11.7
라이프찌히 / Neues Messegelaende
Leipziger Messe GmbH
49 341 6788288 / 49 341 6788282

마인쯔 소비재 박람회

Consumer Goods Exhibition
98.3. 21 - 3.29,99.3.20 - 3.28
마인쯔 / V이 kspark
RAM Regio Ausstellungs GmbH
49 6131 965040 / 49 6131 9650499

만하임 소비재 박람회

MANNHEIMER MAIMARKT/Regional Consumer 
Goods Exh.

98.4.25 - 5. 5,99.4.24 - 5.4
만하임 / Maimarktgelande
Mannheimer Ausstellungs - GmbH
49621 425090 / 49621 4250934

뮌헨 장신구, 패션, 액세서리 및 선물용품 박람회 

BIJOUTEX/Costume Jewellery, Fashion Accessories 
Exh.

98.1.10- 1.12,98. 7.11 -7.13
뮌헨 / Messegelaende
Heinz Kohl Fachausstellungen GmbH
497181 979515/49 7181 979517

뮌헨 패션 박람회

Country Munchen/lnfl Country Fashion Fair
98.2.
뮌헨 /애uenchner Order - Center
Messe Muenchen GmbH
49 89 51070/49 89 5107506

뮌헨 시계, 귀금속 박람회

Inhorgenta Muenchen for Watsches, Jewelley, 
Pearls

98.2.20 - 2.23
뮌엔 / Messegelaende
Messe Muenchen GmbH
49 89 51070 / 49 89 5107506

뮌헨 경공업 및 수공예품 박람회

IHM/Infl Light Industries & Handicrafts Fair Munich
98.3.7 - 3.15,99.3.18 - 3.24
뮌헨 / Messegelaende
GHM Gesellschaft fuer Handwerk-sausstellungen 
und-Messen mbH
49 89 51980/49 89 5198142

뮌헨 가정용품 및 공예품 박람회

Home + Handcraft /Building, Interior Design &
Furniture in the Home

98.11.28- 12.6,99.11.27- 12.5
뮌헨/Messegelaende
GHM Gesellschaft fuer Handwerk - sausstellungen 
und - Mseesn mbH
49 89 519801 /4989 5198142

바트듀르크하임 소비재 박람회

WUMA/Regional Consumer Goods Exhibition
98.9.12 - 9.21,99.9.11 -9.20
바트듀르그하임 / Messegelaende an den Salinen
M. A. K. Messe-, Ausstellung-s und Kongress 
GmbH
49 651 147230/49 651 1472330

베■린 관광 박람회

ITB Berlin/Travel & Tourism World Trade Fair
98.3.7 - 3.11,99.3.6 - 3.10
베■醫린 / Messegelaende+ICC Berlin
Messe Berlin GmbH
4930 30380/49 30 30382325

베■린 수입 박람회

Import-Shop Berlin
98.3 19 - 3.22,99.3.18 - 3.21
베#린 / Messegelaende
Messe Berlin GmbH
4930 30380 / 49 30 30382325

베■린 실내장식 박람회

Deco-in Berlin/lnterior Decoration Trade Fair
98.3.19 - 3. 22,99.3.18-3.21
베를린 / Messegelaende
Messe Berlin GmbH
4930 30380/49 30 30382325

베■린 자동차 박람회

AAA/Motor Show Berlin
98.10.17 -10.25
베를린 / Messegelaende
Messe Berlin GmbH
4930 30380/49 30 30382325

비스바덴 소비재 박람회

HAFA Wiesbaden/Regional Consumer Goods Fair
98.10.24- 11.1,99.10.23- 11.1
비스바덴/ Rhein-Main 서 alien
Miller Freeman Deutschland GmbH
49 211 901910/49 211 9019180

비스바덴 광고매체 박람회

미MA/German Direct Marketing Exhibition
98.11.8- 11.10,99.11.7- 11.9
비스바덴/Rhein-Main-Hallen
MCO Marketing-Communication Organisation 
GmbH
49 211 386000/49 211 3860060

스루트가르트 장신구 및 선물용품 박람회

BIJOUTEX Stuttgart
98.1.4- 1.6,98.7.4-7.6
스투트가르트 / Killesberg
Heinz Kohl Fachausstellungen GmbH
49 7181 979515/49 7181 979517

스루트가르트 선물, 문구, 유아용품. 취미 및 이Y 용품 

박람회

SUDDEUTSCHER MUSTERMARKT/Gift, Stationery,
Hobby, 이Y, Basketries

98.1.4- 1.6,98.7.4 - 7.6
스투트가르트/Killesberg
Heinz Kohl Fachausstellungen GmbH
49 7181 979515/49 7181 979517

스부트가르트 실내장식 및 가정용 직믈 박람회

Raumtex/Fair of Interior Decoration Home Textiles
98.3.6 - 3.8
스투트가르트/Killesberg
Messe Stuttgart International
49711 25890/49711 2589440

스루트가르트 골동품 및 수집품 박람회

ISA/IWB/lnt'l Collector's and Antiques Fair
98.4.3 - 4.5,99.4.9 - 4.11
스투트가르트/ Messegelaende
Messe Stuttgart International
49 711 25890 / 49 711 2589440 

스루트가르트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박람회 

ama/Car & Motorcycle Show
98.10.31-11.8
스투트가르트/Killesberg
Messe Stuttgart International
49 711 25890 / 49 711 2589440

스부트가르트 동계 관광 박람회

ATW Stuttgart/Exh. For Tourism in the Winter
Season

98.11.5-11.8
스투트가르트/Killesberg
Messe Stuttgart International 
49 711 25890 / 49711 2589440

스루트가르트 소비재 박람회

HAFA Stuttgart/Regional Consumer Goods Exhibition
98.11.14- 11.22,99.11.13- 11.21
스투트가르트 시이lesberg
Messe Stuttgart International 
49 711 25890 / 49711 2589440

아우크스부르크 춘계 박람회

AFA/Spring Exhibition
98.4. 25 - 5.3,99.4.24 - 5.2
아우크스부르크 / Messezentrum 
AFAG-Ausstellungsgesellschaft mbH 
49 821 257690/49 821 2576985

아우크스부르크 컴퓨터 및 홍신 박람회

Audico(n/Exh. Business, Computer, Communication
98.6.18-6.21,99.6.10-6.13
아우크스부르크 / Messezentrum
AFAG-Ausstellungsgesellschaft mbH
49 821 257690/49 821 2576985

。芹크스부르크 레저 박람회

AMERICANA/lnt'l Exh. For Leisure & Western Riders
98.9.16 - 9.20
아우크스부르크 / Messezentrum
AFAG-Ausstellungsgesellschaft mbH
49 821 257690/49 821 2576985

안스바하 종합 박람회

KONTAKTA/Information und Verkaufsausstellung
98.3.28 - 4. 5
안스바하/ Am Onolzbach
Josef-Werner Schmid GmbH
49 9074 2039 / 49 9074 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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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15
에센 / Design Zentrum Nordrhein Westfalen
Design Zentrum Nordrhein Westfalen
49 201 301 04 18 / 49 201 301 01 10

에센 관광 및 캠핑용품 박람회

阳SE/Camping Int'l Tourism Fair
98.3.18 - 3.22,99.3.24-3.28
에센/Messegelaende
Messe Essen GmbH
49 201 72440/49 201 7244448

에센 의상패션, 가정용품, 수공예품 및 소비재 박람회 

MODE-HEIM-HANDWERK/lnt'l Fashion, Ideal Home 
& Crafts

98.10.31 - 11.8,99.10.30-11.7
에센/Messegelaende
Messe Essen GmbH
49 201 72440 / 49 201 7244448

에센 골동품 박람회

Antiquitaeten/lnt'l Antiques & Art Exhibition
98.11.12- 11.15,99.11.11 - 11.14
에센 / Messegelaende
Messe Essen GmbH
49 201 72440 / 49 201 7244448

에센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박람회

MOTOR-SHOW ESSEN/lnt l Special Fair for
Motorcars

98.11.27-12.6,99.11.26- 12.5
에셴 / Messegelaende
Messe Essen GmbH
49 201 72440 / 49 201 7244448

뷰링겐주 종합 박람회

Thueringen Fair, Erfurt
98.3.28 - 4.5
에어푸르트 / ega Gelaende
RAM Regio Ausstellung GmbH
49 6131 965040 / 49 6131 965049

인포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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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펜부르크 로컬소비재 박람회

ORFA/Regional Consumer Goods Exhibition
98.4.18-4.26,99.4.17 -4.26
오펜부르크/ Oberrheinhallen-Park
Oberrheinhallen GmbH
49 781 92260/49781 922677

오풴부르크 소비재 박람회

Oberrhein Messe Offenburg/Consumer Goods Fair
98. 9. 25 - 10.4
오펜부르크/ Oberrheinhallen-Park
Oberrheinhallen GmbH
49 781 92260/49 781 922677

울콤 목재 및 플라스틱산업 박람회

Holzverarfaeitung/Fair for Plastics & Woodworking
99.10.8 -10.10
울롬/Messegelaende
Hinte Messe- Und Ausstellungsges mbH
49 721 931330 / 49 721 9313311

이다르오버스타인 보석 박람회

INTERGEM/lnt'l Trade Fair for Gems & Jewellery
98.9.25 - 9.28,99.9. 24 - 9.27
이다르오버스目인 / Messehallen Budau
Intergem Messe GmbH
49 6781 41015/49 6781 42418

자르브룩캔 관광 및 운동용품 박람회

FREIZEIT/Exh. 어 Tourism, Camping, Hobby, Motor, 
Equestrian and Water Sports

98.2.26 - 3.1,99.2.25 - 2.28
자르브룩캔 / Messegelaende
Saarmesse GmbH
49 681 954020 / 49 681 9540230

자르부록캔 종합 박람회

Saarmesse/lnt l Saari Fair
98.4.18-4.26,99.4.17-4.25
자르브룩캔 / Messegelaende
Saarmesse GmbH
49 681 954020 / 49 681 9540230

자르브혹캔 소비재 박람회

WELT DER FAMILIE/European Consumer Goods Exh.
98.9.12 - 9.20,99.9.4 - 9.11
자르브룩캔 / Messeg 이 aende
Saarmesse GmbH
49 681 954020/49 681 9540230

진델핑겐 패션 박람회

Sindelfinger Mode Woche/Women's & Children's 
Fashion

98.2„ 98.8.
진델핑겐/Messehalle
Sindelfinger Messehalle GmbH
49 731 79100 / 49731 791101

진델핑겐 모터사이클 박람회

MOTORRAD-POWER/Motorcycle Exhibition
98.2.6 - 2.8,99.2.12-2.14
진델핑겐/Messehalle
Sindelfinger Messehalle GmbH
49 731 79100/49 731 791101

진스하임 CAD 박람회

COMP-DESIGN/Trade Fair for Computer-Aided
Desgin

98.10
진스하임 / Messe Sinsheim
Messe Sinsheim GmbH
49 7261 6890 / 49 7261 689220

카셀 추계 소비재 박람회

KASSELER HERBSTAUSSTELLUNG/Regional
Consumer Goods

98.9.
카셀/Messehallen
Messe-und Asusstellungsges. mbH
49 561 9598613 / 49 561 9598629

카셀 수공예품 박람회

HANDWERK/Handicraft Exhibition
99.2.
카셀 / Messehalle
Messe-und Ausstellungsges. mbH
49 561 9598613 / 49 561 9598629

칼스루에 빌딩, 거실 및 정원박람회

Inventa/Building, Living, Garden Exhibition
98.2.12-2.15
칼스루에 / Kongress & Ausstellungszentrum
Messe Karlsruhe GmbH
49 721 932580 / 49 721 9325811

B스루에 네트워크 박람회

Industrial Network Technology Exh. & Conference
98.9.
칼스루에 / Kongress & Ausstellungszentrum 
NETWORK GmbH
49 5033 7057 / 49 5033 7944

독일 컴퓨터 박람회

Echtzeit/lndustrial Real Time Computer Application
98. 9.8-9.10
칼스루에 / Kongress & Ausst 에 ungszentrum 
NETWORK GmbH Buro Sud
49 5033 7057 / 49 5033 7944

칼스부에 소비재 박람회

Offerta/Regional Consumer Goods Exhibition
98.10.30-11.8,99.10.23-11.1
칼스루에 / Kongress & Ausstellungszentrum
Messe Karlsruhe GmbH
49721 932580 / 49 721 9325811

갈스旱에 사무기기 박람회

BUETEC/Office Trade Fair
99.10.
칼스루에 / Kongress & Ausstellungszentrum 
Karlsruher Kongress-und Ausstellungs GmbH 
49 721 37200/491721 372014

코■렌쯔 컴퓨터 박람회

CiB/Trade Fair Computers in Business and
Workshop

99.4.
코블렌쯔 / Messegelaende
Messe am Rhein, Handweksmesse Koblenz GmbH 
49 261 398250 / 49 261 398320

코■렌즈 종합 박람회

Messe Am Rhein/Koblenz Trade Fair
99.4.
코블렌쯔/ Messegelaende
Messe am Rhein, Handweksmesse Koblenz GmbH 
49 261 398250/49 261 398320

휠* 가구 박람회

Moebelmesse/lnt'l Furniture Fair
98.1.19- 1.25,99.1.18-1.24
륍른/Messeg 이 aende
Messe-und Ausstellungs - Ges. mbH Koeln
49 221 8210/49 221 8212574

퀼皂 케주얼웨어 및 패션 박람회

Inter-Jeans/lnt'l Casualwear & Young Fashion Fair
98.2.6 - 2.8,98.7.24 - 7.26
쾰른/ Messegelaende
Messe-und Ausstellungs - Ges. mbH Koeln
49 221 8210 / 49 221 8212574

퀼론 수공예품 박람회

Handwerks-Messe NRW/Master Crafts Fair North
Rhine

98.6.17 - 6.21,99.6.16 - 6.20
쾰른/Messegelaende
Messe-und Ausstellungs - Ges. mbH Koeln
49 221 8210/49 221 8212574

쾰金 자전거 및 모터사이크 박람회

IFMA/lnt'l Biehle & Motorcy이e Exhibition
98.9.30 - 10.4
쾰른/ Messegelaende
Messe-und Ausst에ungs - Ges. mbH Koeln
49 221 8210 / 49 221 8212574

휩큰 사무용품 박람회

ORGATEC/lnt l Office Trade Fair
98.10.22 - 10. 27
쾰른/ Messegelaende
Messe-und Ausstellungs - Ges. mbH Koeln 
49 221 8210 / 49 221 8212574

谢른 여행산업 박람회

REISEMARKT/lnt l Trav이 Market Cologne
98.11.27- 11.29,99.11.26- 11.28
쾰른/ Messegelaende
Messe-und Ausstellungs - Ges. mbH Koeln 
49 221 8210 / 49 221 8212574

뀔른 가정용품 및 주방용품 박람회

DOMOTECHNICA/World Leading Appliance Fair
99.2.23 - 2.26
쾰른/Messegelaende
Messe-und Ausstellungs - Ges. mbH Koeln 
49 221 8210 / 49 221 8212574

큅룐 가구산업 박람회

Interzum/Furniture Production & Wood Interiors
99. 5.7-5.11
퀼른/Messeg 이 aende
Messe-und Ausstellungs - Ges.mbH Koeln
49 221 8210 / 49 221 8212574

휠른 자전거 박람회

Intercycle Cologne/Fairfor Bicycles & Accessories
99.9.16 - 9.19
쾰른/ Messegelaende
Messe-und Ausstellungs-Ges. mbH Koeln
49 221 8210 / 49 221 8212574

퀼른 미숩 박람회

Art Cologne/lnt'l Art Fair
99.11.
쾰론/Messegelaende
Bundesverband Deutscher Galerien e. V.(BVDG) 
49 221 8210 / 49 221 8212574

프라이브르크 공예품 및 산업 박람회

HAGEA/Regional Craft and Industry Exhibition
98.9.12 - 9.20
프라이브르크/ Messegelaende
Freiburger Stadthallen-und Ausstellungs GmbH
49 761 70370 / 49 761 709885

프라이브르크 사무기기 박람회 

buefa/Office Equipment Trade Show
99.4.21 -4. 24
프라이브르크/ Messegelaende
Freiburger Stadthallen-und Ausstellungs GmbH
49 7이 70370 / 49 761 709885

프라이브르크 가정용품 박람회

S애AWA/ldeal Home Exhibition
99.9.11-9.19
프라이브르크/ Messegelaende
Freiburger Stadthallen-und Ausstellungs GmbH
49 761 70370 / 49 761 709885

프랑크푸르트 문구 •선믈용품 박람회

Paperworld, Christmasworld, Beautyworld
98.1.31-2.4
프랑크푸르트 / Messegelaende
Messe Frankfurt GmbH
49 6975750 / 49 69 75756433

프랑크푸르트 춘계 소비재 박람회

Premiere-lnternationale Frankfurter Messe
98.1.31-2.4
프랑크푸르트/ Messegelaende
Messe Frankfurt GmbH
49 69 75750 / 49 69 75756433

프랑크푸르트 춘계 소비재 박람회

Ambiente-lnternationale Frankfurter Messe
98. 2.14 - 2.18,99.2.19 - 2.23
프랑크푸르트 / Messegelaende
Messe Frankfurt GmbH
49 69 75750/49 69 75756433

프랑크푸르트 예술 박람회

Art Frankfurt/lnt*l Art Fair Frankfurt
98.3.19-3.23
프랑크푸르트/ Messegelaende
Messe Frankfurt GmbH
49 69 75750/49 69 75756433

프랑크푸르트 추계 소비재 박람회

Tendence Internationale Frankfurter Herbstmesse
98.8.29 - 9.2
프랑크푸르트 / Messegelaende
Messe Frankfurt GmbH
49 69 75750 / 49 69 75756433

프랑크푸르트 서적 박람회

Frankfurter Buchmesse/Frankfurt Book Fair
98.10.7 - 10.12,99.10.13 - 10.18
프랑크푸르트/ Messegelaende
Frankfurt Buchmesse
49 69 21020/49 69 2102227

프랑크푸르트 생활소비재 박람회

LWFB/Consumer Goods Exh.
98.11.
그랑그푸르 e/ Messegelaende
Mainzer Ausstellungs GmbH
49 6131 80180/49 6131 801810

프랑크푸르트 가정디자인 박람회

THEMA DOM/lnt'l Frankfurt Fair for Home Design
98.11.
프랑크푸르트/ Messegelaende
Messe Frankfurt GmbH
49 69 75750 / 49 6975756433

프랑크푸르트 마케팅 박람회

Marketing Services/Advertising and Marketing
99. 5. 5 - 5.8
프랑크푸르트/ Messegelaende
Messe Frankfurt GmbH
49 69 75750 / 49 69 75756433

프랑크푸르트 자동차 박람회

IAA/lnt'1 Motor Show-Passenger Carsmotorcycles
99.9.16 - 9.26
프랑크푸르트 / Messegelaende
Verband der Automobilindustrie e.v
49 69 975070 / 49 69 97507305

프랑크푸르트오데르 자동차 박람회

Freizeit mobil/Regional Automobile Camping
98. 5.
프랑크푸르트오데르 / Messegelaende Westkreuz 
Messe Berlin GmbH
49 30 30380 / 49 30 3038232

프랑크푸르트오데르 소비재 박람회

Odeland-Messe/Regional Consumer Goods Exh.
98.12.
프랑크푸르트오데르 / Messegelaende
Messe Berlin GmbH
49 30 30380/49 30 3038232

프리드리히샤펜 소비재 및 자본재 박람회

IBO-Friedrichshafen/Consumer & Capital Goods Fair
98.4.18 - 4. 26,99.3.20 - 3.28
프리드리히샤펜 / Messegelaende
Messe Friedrichshafen GmbH
49 7541 7080 / 49 7541 708110

프리드리히샤펜 야외용품 박람회 

OutDoor/European Outdoor Trade Fair
98.8.20 * 8.23
프리드리히샤펜 / Messegelaende 
Messe Friedrichshafen GmbH 
49 7541 7080 / 49 7541 708110

프리드리히샤풴 자전거 박람회

EUROBIKE/lnt l Bicycle Trade Exhibition
98.9.3 - 9.6,99.9.2 - 9.5
프리드리히샤펜 / Messegelaende
Messe Friedrichshafen GmbH
49 7541 7080 / 49 7541 708110

프리드리히샤펜 굴동품 박람회

ANTIK & SAMMELN/lntl Antiques & (Electors Fair
98.12.11-12.13
프리드리히샤펜 / Messeg 이 aende
Messe Friedrichshafen GmbH
49 7541 7080 / 49 7541 708110

프리드리히샤펜 복사기 박람회

Reprografie/lnt'l Reprography Trade Exhibition
99. 8.
프리드리히샤펜 / Graf-Zeppelin-Haus
Reprografie Verlags und Veratungs GmbH 
49 69 541073 / 49 69 541016

필마센스소비재 박람회

Hageha/Regional Consumer Goods Exhibition 
98.10.
필마샌스/ Messegelaende 
Pirmasenser Messe GmbH 
49 6331 64041 /49 6331 65758

하노버 카펏! 및 장판 박람회

DOMOTEX HANNOVER/Fair for Carpets & Floor
Coverings

98.1.10-1.13
하노버 / Messegelaende
Deutsche Messe AG 
49 511 890/49 511 8932626

하노버 정보 릉신 박람회

CeBIT/World Business Center, Office, Information, 
Telecommunications

98.3.19-3.25,99.3.18-3.24
하노버 / Messegelaende 
Deutsche Messe AG 
49 511 890 / 49 511 893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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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버 실용자동차 박람회

IAA NUTZFAHRZEUGE/Motor Vohicles, Equipment and
Systems for the Transport of Good and Passengers

98. 9.5 - 9.13,2000.9.23 - 10.1
하노버 / Messegelaende
Verband der Automobilindustrie e. V.(VDA)
49 69 975070 / 4969 97507305

할레 종합 박람회

SAALEMESSE HALLE/Capital and Consumer Goods
Fair

98.9. 29 - 10.4
할레 / Kulturpark Saaleaue
Messegesellschaft Halle mbH.
49 345 3880800 / 49 345 3880815

함부르크 관광 박람회

REISEN HAMBURG/lnt'l Fair for Tourism, Caravan 
and Automobile

98.2.7 - 2.15,99.2.13 - 2.21
함부르크 / Messegelaende
Hamburg Messe und Congress GmbH
49 40 35690 / 49 40 35692180

라트비아

리가 자동차 박람회

AUTO/lnt'l Motor Show
98.4.
리가/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International Exhibition Company 'BT-1' 
371 2529918/371 7821493

러시아

갈리 닌그라드 은행 , 사무실장비 박람회 

BITEXPO/lnt'l Exh. On Equip, for Bank& Office
98.4.
갈리닌그라드/ Baitexpocenter
Baitexpocenter
7 0122 341091 / 7 0122 341095

갈리닌그라드 소비재 박람회

CONSUMER GOODS/Infl Consumer Goods Fair
98.10.
갈리닌그라드 / Baitexpocenter
Baitexpocenter
70122 341091 /7 이 22 341095

노보시비르스크 소비재 박람회

SibConsumer/Siberian Consumer Goods Fair
98.3.24 - 3.27
노보시비르스크/ Sever Sports Hall
Siberian Fair
7 3832100203 / 7 3832 236335

노보시비르스크 사무용품 박람회

SibOffice/lnt'l Exh. Of Office Tech., Furniture & Equip.
98.3.30 - 4.2
노보시비르스크/ Sever Sports Hall
Siberian Fair
7 3832 100203 / 7 3832 236335

노보시비르스크 자동차 박람회

AutoSib/lnt'l Automobile Exh. with Road Construction
98. 5.26 - 5.29
노보시비르스크 / Sever Sports Hall
Siberian Fair
7 3832100203 / 7 3832 236335

노보시비르스크 여행 관광 스포츠 및 레저 박람회

TourSib/lnt'l Travel, Tourism & Camping Exhibition
98.5.26 - 5.29
노보시비르스크/ Sever Sports Hall
Siberian Fair
7 3832 100203/7 3832 236335

노보시비르스크 여성 패션 박람회

SibFashion/lnt'l Fashion Industry Exhibition
98.9.22 - 9.25
노보시비르스크/ Sever Sports Hall
Siberian Fair
7 3832 100203/7 3832 236335

노보시비르스크 주택관련 박람회

SibHouse/Int'l Exh. Of Household Equipment
98.10.6-10.9
노보시비르스크 / Sever Sports Hall
Siberian Fair
7 3832 100203 / 7 3832 236335

노보시비르스크 컴퓨터 박람회

SibComputer/lnt'l Computer & Software Exh.
98.10.20 -10.23
노보시비르스크 / Sever Sports Hall
Siberian Fair
7 3832100203 / 7 3832 236335

노보쿠즈네츠크 건축, 목재가공 박함회

Architecture & Cons., Forest, Wood Processing
98.2.3-2.6
노보쿠즈네츠크 / Kuzbasskaya Yarmarka 
Kuzbasskaya Yarmarka
7 3843 452886/7 3843 463679

니즈니노보고로도 서적 박람회

Books Salon
98.11.18-11.20
니즈니노보고로도 / Principal Fair House 
Nizhegorodskaya Yarmarka
7 8312 444110 / 7 8312 443404

모스크바 소비재 박람회

CONSUMEXPO/lnt'l Consumer Goods Fair
98.1.19-1.24
모스크바/Kran히a Presnja
Zao Expocenter, firm 'Mezhvystavka'
7 095 2553733 / 7 095 2056055

모스크바 패션의류 박람회

Moscow Fashion Fair
98.2.17-2.21,98.9.15-9.19
모스크바 / Expocenter 
Maxima Exhibitions Inc.
7 0951299321 / 7 095 1247060

모스크바시계, 보석 박람회

INTSCHASJUVELIRMASH/lnt l Watches and 
Jewellery Exh.

98.3.25 - 3.28
모스크바/Expocenter
Expocenter
7 095 2553733 / 7 095 2056055

모스크바 주택 • 사무실디자인 박람회

House & Office Deisgn Expo
98.3.25 - 3.29
모스크바 / Exhibition Center WC 
Maxima Exhibitions Inc.
7 095 1299321 /7 095 1247060

모스크바 문구 박람회

STATIONERY
98.3.30 - 4.2
모스크바/Expocenter 
Maxima Exhibitions Inc.
7 095 1299321/7 095 1247060

모스크바 소비재 박람회

INTEROPTORG/lnt'l Consumer Goods
98.5.
모스크바/VDNH
BBC
7 095 1819590/7 0951876210

모스크바 사무용가구 박람회

EVROEXPOEBEL/Infl Exh. On Furniture
98.5.11-5.16
모스크바 / Sokolniky Expocenter
Moskovskaya Yarmarka
7 095 2686323/7 095 2680891

모스크바 가구설비 박람회

Moscow Home Show
98. 5.28 - 5.31
모스크바 / Exhibition Center WC
ITE International Trade and Exhibitions(J/V) Ltd.
7 171 2869720/7 171 2860177

모스크바 주거용 건축관련 박람회

COTTAGE/lnt'l Exh. For Home Design, Bldg. &
Fursishing

98.7.6- 7.10
모스크바/Expocenter
Zao Expocenter, firm 'Mezhvystavka'
7 095 2553733 / 7 095 2056055

모스크바 하계 소비재 박람회

LIFE STYLE & FASHION/lnt l Exh. Of Consumer Goods
98.7.6- 7.10
모스크바 / Expocenter
Zao Expocenter, firm 'Mezhvystavka'
7 095 2553733/7 095 2056055

모스크바 서적 박람회

Int i Book Fair
98.9.
모스크바 / Exhibition Center WC
General Directorate of International Book Exh.
7 095 2994034/7 095 9732132

모스크바 보석 박람회

JUVEUR/Infl Exhibition of Jewelry
98.10.
모스크바 / Sokolniky Expocenter
JUVELIRPROM
7 095 2913070/7 095 2913012

모스크바 패션 박람회

IGEDO-MOSCOW FASHION FAIR
98.10.1- 10.4
모스크바 / Expocenter
IGEDO(Germany), Maxima Exhibitions Inc.
7 0951247760/7 095 1247060

모스크바 컴퓨터 및 정보기술 박람회

INFORMATIKA/lntl Exh. of Computers & Inform. Tech.
98.10.19-10.23
모스크바/ Kran히a Presnja
Zao Expocenter, firm 'Mezhvystavka'
7 095 2553733 / 7 095 2056055

모스크바 층판광고기자재 박람회

REKLAMA/Infl Exh. of Advertising Facilities
98.11.2-11.6
모스크바/ Expocenter
Zao Expocenter, firm 'Mezhvystavka*
7 095 2553733 / 7 095 2056055

모스크바 가구 및 실내장식용품 박람회

MEBEL/lnt'l Furniture & Interiors Exhibition
98.11.16-11.20
모스크바/Kranaja Presnja
Zao Expocenter, firm 'Mezhvystavka'
7 095 2553733 / 7 095 2056055

■라디보스륵 은행 및 사무용품 박람회

BANK AND OFFICE
98.2.17 - 2.20
블라디보스톡/VLADEXPO
Primorsk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7 4232 267646 / 7 4232 227226

■라디보스륵 소비재 박람회

Pan-Pacific Consumexpo
98.10.21 -10.25
블라디보스톡/VLADEXPO
Primorsk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7 4232 267646 / 7 4232 227226

브라디보스르 크리스마스 박람회

애이 STMAS
98.12.18 시 2.22
블라디보스혹/VLADEXPO
Primorsk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74232 267646 / 7 4232 227226

상트페테스부르크 사무기기 박람회

OFFEX/lnt'l Office Equip., Machinery & Supplies Exh.
98.2.
상트페테스부르크/ Exhibition Center in Gavan
Restec JSC
7 8123251686/7 812 1122348

상트페테스브르크 포장• 디자인 박람회

Packing & Design
98.2.3 - 2.6
상트페테스부르크 / Lenexpo
Lenexpo
7 8123551911 /7 8123551989

상트페테스부르크 보석, 시계 박람회

JUNWEX/Exh. on Jewelry, G이d & Silverware &
Watches

98.2.11-2.15
상트페테스부르크/ Mikhailovski Manege
Restec JSC
7 8123251686/7 8121122348

상트페데스부르크 소비재 박람회

Man and Woman-Consumer Goods Exhibition
98.3.3 - 3.8,99.3.3 - 3.7
상트페테스부르크 / Lenexpo
Lenexpo
7 8123551911 /7 8123551989

상트페테스부르크 조명기기 박람회

LIGHTING/lnt l Lighting Exhibition
98.4.
상트페테스부르크 / Sport & Concert Complex 
Restec JSC
7 812 1121733/7 8121122348

상트폐테스부르크 춘계 의류 박람회

SEFAM SPRING/lnt'l Spring Fashion Fair
98.4.
상트페테스부르크 / Mikhailovski Manege 
Restec JSC
7 8121121733/7 8121122348

상트페테스부르크 춘계 소비재 박람회

ST PETERSBURG SPRING/lnt'l Consumer Goods
98.4.
상트페태스부르크 / Mikhailovski Manege 
Restec JSC
7 812 3251686 / 7 8121122348

상트페테스부르크 정보 및 컴퓨터 박람회

RINEC/lnt'l Computer Exhibition and Congress
98. 5.12-5.16
상트페테스부르크 / Exhibition Center in Gavan 
Restec JSC
7 812 3251686 / 7 812 1122348

상트페테스부르크 인테리어 박람회

IDEAL HOUSE/lnt'l Ideal Home Exhibition
98. 5.22 - 5.30,98.10.30- 11.8
상트페테스부르크 / Mikhailovski Manege 
Restec JSC
7 812 3251686 / 7 8121122348

상트페 테스부르크 광고 박람회

Reklama & Information
98.9.
상트페테스부르크 / Lenexpo
Lenexpo
7 812 3551911/7 8123551989

상트제테스부르크 추계 소비재 박람회

ST PETERSBURG AUTUMN/lnt l Consumer Exh.
98.9.
상트페테스부르크/ Mikhailovski Manege 
Restec JSC
7 8123251686/7 8121122348

상트페테스부르크 추계 의류 박람회

SEFAM - FALl/Infl Autumn Fashion Fair
98.9.
상트페데스부르크/ Mkhailovski Manege 
Restec JSC
7 812 3251686 / 7 8121122348

상트페테스부르크 가구 박람회

IFEP/Furniture, Interior Decoration & Design Exh.
98. 9.16-9. 20
상트페테스부르크 / Sport & Concert Complex 
Restec JSC
7 812 3251686 / 7 8121122348

상트페테스부르크 상점 장식 박람회

INTERSHOP/lnt'l Specialized Exh. for Trade Equip.
98.9. 29 - 10.2
상트페테스부르크/ Mikhailovski Manege 
Restec JSC
7 812 3251686 / 7 812 1122348

상트페테스부르크 광고, 마케팅 박람회 

MARKETING/!rade Exh, for Advertising and 
Marketing

98.9.29 -10.2
상트페 테스부르크 /Mikhailovski Manege
Restec JSC
7 8123251686 / 7812 1122348

상트페테스부르크 자동차 박람회

INTERAUTO/lnt l Automobile Exhibition
98.11.4- 11.8,99.10.3- 10.7
상트페테스부르크 / Lenexpo
Lenexpo
7 812 3551911/7 8123551989

상트페테스부르크 크리스마스 상품 박람회 

CHRISTMAS FAIR
98.11.23- 11.27
상트페테스부르크 / Lenexpo
Lenexpo
7 812 3555969 / 7 812 356 3555

힌포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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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트페테스부르크 컴퓨터 박람회

INWECOM/lnt'l Exh. Computertech
98.11.24- 11.28
상트페테스부르크 / Exhibition Center in Gavan 
Restec JSC
7 812 3251686/7 812 1122348

상트페데스부르크 크리스마스 상품 박람회

Christmas Fair
98.12.22- 12.27
상트페테스부르크 / Mikhailovski Manege
Restec JSC
7 812 1646516/7 8121122348

에카테린부르크 자동차 박람회

Motor Show
98.4.
에카테린부르크 / Uralexpocenter
URAL Expo Center Ltd.
7 3432 493017 / 7 3432 493019

에카테린부르크 보석 박람회

STONEBELT/lnt'l Exh. of Jewelry
98.9.
에카테린부르크 / Uralexpocenter
URAL Expo Center Ltd.
7 3432 493017 / 7 3432 493019

에카테린부르크 소비재 박람회

CONSUM/lnt'l Consumer Goods Fair
98.12.
에카테린부르크/ Uralexpocenter
URAL Expo Center Ltd.
7 3432 493017/7 3432 493019

옴스크 소비재 박람회

INTERSIB SPRING/lntl Consumer Fair
98.3.
옴人크 / Sport Complex
INTERSIB
7 3812 232330/7 3812 257202

우파 자동차 박람회

AUTOTECHSERVICE/lnt'l Exh. of Automobiles Equip.
98.5.11-5.15
우파 / Republican Exhibition Center
BASHEXPO
7 3472 525386/7 3472 525593

우파소비재박람회

CONSUM/lnt'l Consumer Goods Exhibition
98.6.8 - 6.12
우파 / Republican Exhibition Center
BASHEXPO
7 3472 525386/7 3472 525593

우파 크리스마스 소비재 박람회

Christmas Fair/lnt'l Consumer Goods
98.11.24- 11.28
우파/VDNH
BASHEXPO
7 3472 525386 / 7 3472 525593

우파 크리스마스용품 박람회

Christinas Fair/Consumer Goods Fair
98.12.23 - 12.27
우파/ Republican Exhibition Center
RID Center
7 3472 166434 / 7 3472 530371

이르쿠츠크 소비재 박람회

CIBBECNA/Infl Exh. on Consumer Goods
98.4.
이르쿠츠크/ Siberia Expocenter
SIBEXPOCENTER
7 3952 341133/7 3952336727

이르쿠츠크 소비재 박람회

IRKUTSK FAIR/lnt'l Exh. on Consumer Goods
98.9.23 - 9.26
이르쿠츠크 / Irkutsk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SIBEXPOCENTER
7 3952 352239/7 3952 358223

이르쿠츠크 관광, 스푸츠, 오락 박람회

BAIKALTOUR/lnt l Exh. on Tourism
98.12.8-12.11
이르쿠츠크/Siberia Expocenter
SIBEXPOCENTER
7 3952 352239 / 7 3952 358223

크라스노야르스크 건축장비 , 가구 박람회

CONS & ARCHITECTURE, FURNITURE
98.1.20-1.23
크라스노야르스크 / Enicey Sports Palace 
Krasnoyarskaya Yarmarka
7 3912 363287/7 3912 364217 

크라스노야르스크 여 성용품소 비재 박람회 

ENICEISKAYA KRASABICHA/lnt'l Consumer Goods 
for Woman

98.2.24 - 2.27
크라스노야르스크 / Enicey Sports Palace 
Krasnoyarskaya Yarmarka
7 3912 333287/7 3912 364217

크라스노야르스크 소비재 박람회

YENISEYCONSUMO
98.9.1 - 9.4
크라스노야르스크 / Enicey Sports Palace 
Krasnoyarskaya Yarmarka
7 3912 363287/7 3912 364217

크라스노야르스크 겨울소 비재 박람회

CHRISTMAS FAIR
98.12.
크라스노야르스크 / Enicey Sports Palace 
Krasnoyarskaya Yarmarka
7 3912 362450 / 7 3912 363329

크라스노야르스크 크리스마스 용품 박람회

ROZHDESTVENSKAYA YARMARKA(Christmas Fair)
98.12.15-12.19
크라스노야르스크 / Enicey Sports Palace 
Krasnoyarskaya Yarmarka
7 3912 363287/7 3912 364217

페롬 의류 박람회

MOD & COSMETICA/lnt'l Cosmetic Fair
98.5.
페름 / Perm Exhibition Center
Perm Fair
7 3422 481559 / 7 3422 481883

페昌 가구 박람회

MEVEL/Infl Exh. on Furniture
99.9.
페름 / Perm Exhibition Center
Perm Fair
7 3422481559/7 3422 481883

레바논

베이루트 가구 박람회

FINE/lntl Trade Exh. for Residential & Office
98.3.10-3.14
베이루트/ Forum de Beyrouth
IFPflntemational Fairs & Promotions) sari
961 1 582083/6/961 1 582326

베이루트 인테리어 박람회

ART DECO/The Int'l Interior Design Exhibition
98. 5.19 - 5.23
베이루트/ Beiurt Hall
Promofair
961 1 200324/7/961 1 200324

베이루트 시계, 보석 박람회

JOAILLERIE LIBAN/lnt'l Jewellery & Watches Exh.
98.7.1 - 7.5
베이루트 / Forum de Beyrouth
IFP(lnternational Fairs & Promotions) sari
961 1 582083/6 / 961 1 582326

베이루트 의류, 액세서리 박람회

MODATEX/lntl Trade Exh, for Fashion Accessories
98.7.1 - 7.5
베 이 루트 / Forum de Beyrouth 
IFPflnternational Fairs & Promotions) sari
961 1 582083/6 / 961 1 582326

베이루트 종합 박람회

BITS/Beirut Int'l Trade Show
98.9.16 - 9.20
베이루트 / Futuroscope
B. I.T. C. Futuroscope
961 1 497602/961 1 492894

베이루트 컴퓨터 박람회

INFORMAT1C
98.10.14-10.18
베이루트 / Futuroscope
B. I. T. C. Futuroscope
961 1 497602/961 1 492894

베이루트 가전제품 박람회

AUDIOTECK
98.10.28- 11.1
베이루트 / Futuroscope
B. I. T. C. Futuroscope
961 1 497602 / 961 1 492894

베이루트 가전제품 박람회

HOUSMANIA
98.11.13-11.22
베이루트/Beiurt Hall
Promofair
961 1 200324/7/961 1 200324

루마니아

부카레스트 릉신기기 박람회

CERF/Co呷uters & Electronics Romanian Fair
98. 5.12-5.16
부카레스트/ Romaero Baneasa 
Comtek International, Inc.
1 203 8341122/1 203 7620773

부카레스트 소비재 박람회

TIBCO/Bucharest Int'l Fair-Consumer Goods
98.5.21 -5. 27,99. 5.24 - 5.30
부카레스트/ Fairgrounds
ROMEXPO SA
40 1 6231160 / 40 1 3128400

부카레스트 륭신 및 사무기기 박람회

仟AB0/T이ecommunication and Office Equipment 
Exh.

98.9.16 - 9. 20
부5“레스트/Unirll Hall-CIC
Export Consult S. R. I.
40 1 3304516 / 40 1 3304664

부카레스트 자동차 박람회

AUTO EXPO/lntl Exh. For Motor-Vehi이es, SC.
98.9.17-9.23
부카래스트 / Fairgrounds
ROMEXPO SA
40 1 6231160 / 40 1 3128400

부카레스트 가구 박람회

BIFE-TIMB/Bucharest Int'l Furniture Fair
98.9.4 - 9. 9
부카레스트 / Fairgrounds
ROMEXPO SA
40 1 6231160 / 40 1 3128400

부카레스트 종합 박람회

TIB/Bucharest Int'l Fair
98.10.8- 10.13,99.10.12- 10.17
부카레스트/ Fairgrounds
ROMEXPO SA
40 1 6231160 / 40 1 3128400

룩셈부르크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룩셈부르크 관광 박람회

VAKANZ/Tourism Trade Show
98.1.16-1.18
룩셈부르크/ Exhibition & Conference Center 
Societe des Foires Internationales de Lusenbourg
S. A.
352 43991 /352 4399315

룩셈부르크 가구 박람회

EUROPA MOBEL FAIR, European Furniture Show
99.4.
룩셈부르크/ Exhibition & Conference Center 
Europaeishe Moebel Union GmbH
352 443435/352440992

리비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트리플리 종합 박람회

Tripoli Int'l Fair
99.3.
트리폴리 / Tripoli International Fair
General Department of Tourism & Fairs
218 21 3332255/218 21 4448385

리루아니아

발리니우스 가정용품 박람회

HOUSEHOLDER/Home, Garden & Leisure Exh.
98.12.
빌리니우스/Litexpo
니TEXPO
370 2 454500 / 370 2 454511

마라오

마카오 무역루자 박람회

MIF/Macau Int'l Trade & Investment Fair
98.4.1.-4. 5
Macau Forum & Tourist Activities Center
IPIM(Macau Trade & Investment Promotion
Institute)
853 353985 / 853 352865

말레이시아

동말레이시아 인터넷 박람회

InterWeb-East
98.10.
코타키나발루/미정

Excel Exhibition(M) Sdn Bhd
60 3 9854023 / 60 3 9878937

쿠알라롭푸르 보석, 골동품 박람회

Gems & Timepieces
98.1.15-1.18
쿠알라룸푸르 / Sunway Lagoon Resort Hotel
Pacific Exhibition Services
603 2231686/603 2219630

쿠알라畐푸르가구 박람회

MIFF/M'sian Int'l Furniture Fair
98.3.3 - 3.7
쿠알라룸푸르 / Putra World Trade Center
Malaysian Furniture Industry Council
60 3 9822333/603 9861551

쿠알라콤푸르 관광 박람회

MITF/MAHA Int'l Travel Fair
98.3.14-3.15
쿠알라룸푸르/이 INES
MATTA(Malaysian Association of Tour & Trawl
Agent
60 3 9876881 /60 3 9876880

쿠알라롭푸르 인터넷 박람회

Internet World Malaysia
98.3.26 - 3.28
쿠알라룸푸르 / Putra World Trade Center
Excel Exhibitions Sdn Bhd
60 3 9854023 / 60 3 9878937

쿠알라兽푸르 목공 및 가구제조기계 박람회 

WOODTECH/Woodworking Timber Processing & 
Furniture

98.4.8-4.12
쿠알라룸푸르/MINES
Trade-Link Exhibition Services Sdn Bhd
60 3 7356086 / 60 3 7356199

쿠알라롭푸르 의류 및 가죽제품 박람회

Garment & Leather
98.4.30 - 5.3
쿠알라룸푸르/MINES
Excel Exhibitions Sdn Bhd
60 3 9854023 / 60 3 9878937

쿠알라兽푸르 선물용품 박람회

Int'l Gift Fair
98.4.30 - 5.3
쿠알라훔푸르 / Putra World Trade Center
Forum Exposition Sdn Bhd
60 3 2731988/603 2734435

쿠알라춥푸르 사무가구 박람회

Workplace Design & Technology Asia
98. 5.14-5.17
쿠알라룸푸르 / Putra World Trade Center
Reed Exhibition Sdn Bhd
60 3 2018100 / 60 3 2016100

쿠알라룸푸르 소매유롱 박람회

Asian Retail Show
98.7.
쿠알라룸푸르/미정

Folley Associates Sdn Bhd
60 3 7773141 /60 3 7754111

국제 발명 , 혁신, 산업디자인, 기술 전시회

I TEX 98/lnternational Invention, Innovation, 
Industrial Design & Technology Exhibition

98.10.10-10.13
쿠알라룸푸르 / Sunway Pyramid Convention Center 
Malaysian Invention and Design Society
60 3 7121129 / 60 3 7121139

쿠알라롬푸르 선물용품 박람회

Gift Fair
98.10.22- 10.25
쿠알라룸푸르/ Sunway Pyramid Exhibition Center
Pacific Exhibition Services
60 3 2231686/60 3 2219630

쿠알라름푸르 문구 박람회

Stationery Fair
98.10. 22 - 10.25
쿠알라룸푸르 / Sunway Pyramid Exhibition Center
Pacific Exhibition Services
60 3 2231686/603 221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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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완구용품전

Toys & Dolls 98
98.10.22 시。. 25
쿠알라룸푸르 / Sunway Pyramid Convention Center
Pacific Exhibition Services
60 3 223 1686 / 60 3 221 9630

말레이시아 선■용품전

Gift Fair 98
98.10.22 - 10.25
쿠알라룸푸르 / Pacific Exhibition Services
60 3 223 1686/603 221 9630

쿠알라룸푸르 보석 박람회

MIJ/Malaysia Inti Jewelex
98.11.
쿠알라룸푸르 / Putra World Trade Center
Hong Kong (Asia) Exhibition Co.
60 3 7053151/60 3 7053152

땍시코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과달라하라 종합 박람회

Feria Internacional de la Americas
98.1.31-2.5
과달라하라 / Expo Guadalajara
Feria Internacional de las Americas
5236155022/523 6157073

과달라하라 가구 박람회

EXPO-MUEBLE/lnt'l Furniture Exhibition
98.2.18-2.21,99.2.17 - 2.20
과달라한라/ Expo Guadalajara
Asociacion de Fabricantes de Muebles de Jalisco 
A.C.
5231227118/5231227103

과달라하라 보석 및 시계 박람회

JOYA/Jewelry, Silverware and Watchmaking Show
98.4.17 -4.18,98.10.8- 10.9
과달라하라 / Expo Guadalajara
Camara de la Joyeria y Plateria del Estado de 
Jalisco
52 31219238/5231210299

과달라하라 가구산업 박람회

T. M. I. TECNO MUEBLE INTERNACIONAL
98.7.11 -7.12,99.7.9-7.10
과달라하라 / Expo Guadalajara
Asociacion de Fabricantes de Muebles de Jalisco
523 1227118/523 1227103

과달라하라 패션 박람회

EXHIMODA/Fashion Exhibition
98.7. 21 - 7.24
과달라하라 / Expo Guadalajara
Provest Exposiciones
52 8 3564205 / 52 8 3567754

과달라하라 하게 가구 박람회

Inti Summer Furniture and Accessories Expo
98.8.13-8.16,99.8.12-8.15
과달라하라 / Expo Guadalajara
Asociacion de Fabricantes de Muebles de Jalisco
52 3 1227118/523 1227103

과달라하라 서적 박람회

FIL/Guadalajara Internarional Book Fair
98.11.28- 12.6,99.11.27- 12.5
과달라하라 / Expo Guadalajara
Universidad de Guadalajara-Feria International del
Libro(FIL)
52 3 6100331 / 52 3 6100379

레온 소비재 박람회

Feria Leon/Consumer Goods Exh.
98.1.10-2.5
레온/CONEXPO
Conexpo Leon
52 47 712500 / 52 47 712538

레온 도서 박람회

Feria del Libro/Book Fair
98.4.24 - 5.3
레온/CONEXPO
Consejo para la Cultura de Leon c/o
52 47 712500 / 52 47 712538

멕시코시티 섬유, 의류 박람회

EXPO CO STU RA
98.1.20- 1.22
멕시코시티 / World Trade Center 
Provest Exposiciones S. A. de C. V.
52 8 3564205 / 52 8 3567754

멕시코시티 선묠용품 박람회

EXPO REGALO/Sede Del Regalo De La Importacion
98.1.21 - 1.25,98. 8.16-8.20
멕시코시티/EXHIBIMEX
Grupo Salpro S. A. de C. V.
52 5 2710531 /52 5 2731681

멕시코시티 릉신 및 컴퓨터 박람회

Expo-Comm Mexico
98.2.10 - 2.13
멕시코시티 / World Trade Center
E. J. Krause de Mexico S. A. de C. V.
52 5 5238426/52 5 5238276

멕시코시티 컴퓨터 및 정보룡신 박람회

COMDEX/COMEXPO
98.2.24 - 2.27
멕시코시티 / Palacio de los Deportes
E. J. Krause de Mexico S. A. de C. V.
52 5 5238426/52 5 5238276

멕시코시티 종합 박람회

Feria de la Ciudad de Mexico
98.4.3 - 4.19
멕시코시티 / Palacio de las Deportes
REMEX
52 5 574999 / 52 5 6575926

멕시코시티 자동차부품 및 액세서리 박람회

PAACE
98.7.29 - 7.31
멕시코시티/EXHIBIMEX
William T. Glasgow, Inc.
1 7083339292/1 708 3334086

멕시코시티 어린이용 서적 박람회

FILIJ/lnt l Children s Book Fair
98.11.14-11.22
멕시코시티 / Centro Nacional de Artes 
Consejo Nacional Para la Cultura y las Artes 
52 5 6058589 / 52 5 6058731

몬테레이 서적 박람회

International Book Fair
98.10.10-10.18
몬테레이/이 NTERMEX
Exposiciones Avanzadas Internacionales, SA de C.
V.
52 8 3599623/52 8 3599623

모루코

카사■랑카 사무기기 및 릉신기기 박람회

SITEB/lnt'l Show of Telecomm & Office Equipment
99.4.
카사블랑카/ Foire de Casablanca
Office des Foires et Expositions de Casablanca
212 2 271532/212 2 264949

모잠비크

마푸토 종합 박람회

FACIM/Mozambique Infl Fair
98. 9.1 - 9.7
마푸토/ Facim Showground
FACIM
258 1 423713 / 258 1 427129

올도바

키쉬네프 컴퓨터, 정보기술 및 광고 박람회

COMINFO+RECLAMA/Computer, Inform. Tech. Exh.
98.4.
키쉬네프/ Moldexpo Center 
Poliproject Exhibition Ltd.
373 2 243167/373 2 243118

키쉬네프 소비재 박람회

EXPOCONS/lnt'l Consumer Goods Exhibition
98.4.
키쉬네프/ Place of Republic
Moldexpo Center
373 2 627416/373 2 627420

키쉬네프 산업, 소비재 박람회

Industry of Moldova/Local Products, Ind'l Equip.
98.9.
키쉬네프 / Moldexpo Center
Moldexpo Center
373 2 627416/373 2 627420

몰타 종합 박람회

Int'IFairof Malta
98.6.21 - 7.5
나사르/ Naxxar Fairgrounds 
Malta Trade Fair Corp.
356 410 371/356 414 099

미국

내쉬비 페인트 및 장식용품 박람회

The Paint & Decorating Show
98.2.13 - 2.14
내쉬빌 / Opryland Hotel Convention Center
Paint & Decorating Retailers Association
1 314 3262636/1 3143261823

뉴을리언즈 가정용품 박람회

New Orleans Home Show
98.3.18-3.22
뉴올리언즈 / Super Dome
Southey Exhibition, Inc.
1 813 6231344/1 813 6644534

미국 목재산업 박람회

TAPPI
99.3.1 - 3.3
뉴올리언즈/ Earnest N. Modal Convention
TAPPI/Technical Association of 廿le Pulp & Paper 
Industries
1 770 4461400/1 770 4466947

뉴욕 아동패션 박람회

IKFS/Infl Kids Fashion Show
98.1.4- 1. 6, 98. 3.15 - 3.18, 98. 8.2 - 8. 5, 98.10.18
-10.21
뉴욕/Jacob Javits Convention Center
The Larkin Group, Inc.
1 212 5940880/ 1 212 5948556

뉴욕 패션액세서리 박람회

FAE/Fashion Accessories Expo.
98.1.4- 1.6,98.5.3 - 5. 5,98.8.2 - 8.4
뉴욕/ Jacob Javits Convention Center
Utlo International
1 203 8520500/1 203 8318446

뉴욕 의상패션 및 부티크 박람회

IFBS/lnt'l Fashion and Boutique Show
98.1.10 - 1.13,98. 3. 21 • 3. 24, 98. 5.30 - 6. 2, 98. 8.
22 - 8.25,98.10.17- 10.25
뉴욕I Jacob Javits Convention Center
The Larkin Group, Inc.
1 617 9645101 /1 617 9640657

뉴욕 스포츠 이벤트 및 설비 박람회

Int'l Sports Summit/Business for Sports Events
98.1.14-1.15
뉴욕/ Marriott Marquis Hotel
E. J. Krause & Associates Inc.
1 301 4935500/1 301 4930536

뉴욕 모터사이클 박람회

Int'l Motorcycle Show New York
98.1.23- 1.25
뉴욕/Jacob Javits Convention Center
Advanstar Expositions
1 7145138400/1 714 5138481

뉴욕 남성의류 박람회

EUROSTYLE/Menswear Collections Exhibition
98.1.24- 1.27,98.7.25-7. 28
뉴욕/ Park Meridian Hotel
Schuyler Ltd.
1 2123151495/1 212 2629198

뉴욕 남성의류 및 액세서리 박람회

NAMSB/Natl Assn. Men's Sportswear Buyers
98.1.25 - 1. 27, 98. 3. 22 - 3. 24, 98. 7. 26 - 7. 28, 98.
10.18-10.20
뉴욕/Jacob Javits Convention Center
National Association Sportswear Buyers
1 212 9730337/1 212 9730341

뉴욕 보석 박람회

JA/lntl Jewellery Show
98.2.1 -2.3,98.7.18 - 7.21
뉴욕/Jacob Javits Convention Center
Miller Freeman Inc.
1 201 3461400/1 201 3461602

뉴욕 생활용품 박람회

Variety Merchandise Show
98. 2.14 - 2.17
뉴욕/Jacob Javits Convention Center 
Miller Freeman Inc.
1 2127141300/1 2127141313

뉴욕 수공예 박람회

Handmade at the New York Int'l Gift Fair
98. 2.21 - 2.25,98.8.8 - 8.12
뉴욕 I New York Coliseum 
George Little Management Inc.
1 914 4213200/1 914 9486180

뉴욕 선믈용품 박람회

The New York Infl Gift Show
98.2.21 - 2.26,98. 8. 8 - 8.13
뉴욕/ Jacob Javits Convention Center 
George Little Management Inc.
1 9144213200/1 914 9486180

뉴욕 여성용품 박람회

NY Premier Collections
98.2. 28 - 3.2,98.9.26 - 9.28
뉴욕/ New York Coliseum 
International Fashion Shows Inc. 
1 212 9214177/1 212 9214530

뉴욕여행 및 회의 관련 박람회

Corporate Travel World/Resorts & Small Meetings 
Show

98.3.2-3.3
뉴욕/ Hilton Hotel & Towers 
Miller Freeman Inc.
1 2126152369/1 2127141313

뉴욕 현대 미술품 박람회

Artexpo New York
98.3.6-3.10
뉴욕 / Jacob Javits Convention Center
Advanstar Expositions 
1 216 8262858/ 1 216 8268201

뉴욕 국제자동차 박람회

New York Int i Automobile Show
98.4.11 -4.19
뉴욕/Jacob Javits Convention Center
The Greater NY Auto Dealers Association
1 718 7465300/1 718 7465557

뉴욕 패션직믈 박람회

IFFE/lntl Fashion Fabric Exhibition
98.4. 28 - 4.30,98.10.20 - 10.22
뉴욕 / Jacob Javits Convention Center
The Larkin Group, Inc.
1 212 5940880/1 212 5948556

뉴욕 판매용품 박람회

Premium Incentive Show
98 . 5.15 - 5.17
뉴욕/ Jacob Javits Convention Center
Billcom Expo & Conf Group
1 7033180300/1 7033188833

뉴욕 현대가구 박람회

ICFF/lntl Contemporary Furniture Fair
98 .5.16 - 5.19
뉴욕 / Jacob Javits Convention Center 
George Little Management Inc.
1 914 4213215/1 914 9486180

뉴욕 문구 박람회

National Stationery Show
98. 5.16-5.19
뉴욕/Jacob Javits Convention Center 
George Little Management Inc.
1 914 4213269/1 914 9486180

뉴욕 상점 디자인 박람회

Visual Marketing and Store Design Show
98.6.
뉴욕 / NY City Showrooms
Visual NY
1 212 6200034/1 212 6457513

뉴욕 다이렉트 마케팅 박람회

Direct Marketing Days in NY
98.6.1 .-6.3
뉴욕/ Hilton Hotel & Towers 
Blumenfeld Marketing Inc.
1 203 8549166/1 203 8549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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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소비재 박람회

Mid-Year Variety Merchandise Show
98.6.6 - 6.9
뉴욕 / Jacob Javits Convention Center
Miller Freeman Inc.
1 2126152672/1 212 7141313

뉴욕 컴퓨터 박람회

PC Expo in New York/Personal Computer
Exposition

98.6.16-6.18
뉴욕 / Jacob Javits Convention Center
Blenheim Group U.S.A., Inc.
1 201 3461400/1 2이 3461532

뉴욕 실내장식 박람회

INTERPLAN/The New Designer s Saturday
98.8.28 - 8.30
누〒Jacob Javits Convention Center
Designer's Saturday, Inc. & Miller Freeman Inc.
1 2127141300/1 2127141313

뉴욕 데이터베이스 정보기숩 박람회

DB/Expo New York
98.9.15 - 9.17
뉴욕 / Jacob Javits Convention Center
Miller Freeman
1 415 9668440/1 415 9668934

뉴욕 생활용품 박람회

Nation이 Merchandise Show
98. 9. 26 - 9. 29
뉴욕 / Jacob Javits Convention Center 
Miller Freeman Inc.
1 212 7141300/1 212 7141313

뉴욕 인쇄추판 박람회

Folio Show
98.10.27 -10.29
뉴욕I Hitton Hotel & Towers
Cowles Business Media 
1 203 3589900/1 203 3485792

뉴욕 봉신 및 네트워크장비 박람회

CMA TELCOM/Communication Managers Assn 
98.11.9-11.13
뉴욕I Hilton Hotel & Towers
Kingsley Association
1 516 7316346/1 516 7314773

달라스 가구 박람회

Dallas Home Furnishing Show
98.1.10- 1.16,98. 6.28 - 7.3
달라스/ Dallas Market Hall 
Dallas Market Center Co.
1 214 6556100/1 214 7602855

달라스 선물용품 박람회

Dallas Super Market
98.1.10- 1.16,98.6.28-7.3
달라스/Dallas Market H제
Dallas Market Center
1 214 6556110/1 214 7602855

달라스 크리스마스용품 박람회

Dallas Nafl Christmas Dating Show
98.3.21 - 3. 24
달라스/ Dallas Market Hall
Dallas Market Center
1 214 6556110/1 214 7602855

달라스 가정용 가구 박람회

Home Furnishings Exhibits
98.6. 28 - 7.1
달라스 / World Trade Center
Dallas Market Center
1 214 6556100/1 214 6556238

달라스 국제 조명기기 박람회

Int'l Lighting
98.6.28 - 7.1
달라스 /World Trade Center
Dallas Market Center
1 214 6556100/1 214 6556238

미국 서적 및 크리스마스용품 박람회

CBA-lnt'l/Christian Bookseller Association Exh.
98.7.11-7.16
달라스 / Dallas Convention Center 
CBA-Christian Booksellers Association
1 719 5767880/1 719 5760795

달라스 보석 박람회

Dallas Jewellery Show
98.9. 20 - 9.22
달라스/Dallas Market Hall
MIDAS
1 214 6603831/1 214 6412400

달라스 추계 선물용풓 박람회

Dallas Nat'l Gift Decorative Acc. Market
98.9.20 - 9.22
달라스/D체as Market Hall
Dallas Market Center
1 214 6556110/ 1 214 7602855

텍사스 소비재 박람회

State Fair of Texas
98.9.26- 10.19
달라스/ Fair Park, Interstate 30
State Fair of Texas
1 2144218727/1 214 4218710

달라스 네트워크 박람회

Networks Expo Dallas
98.10.28 - 10.31
달라스 / Dallas Convention Center
Blenheim Group U.S.A., Inc.
1 201 3461400/1 201 3461602

덴버 선몰용품 및 보석 박람회

Denver Merchandise Mart Gift& Jewellery Show
98.2.27 - 3.3,98.8.22 - 8.25
덴버 / Denver Merchandise Mart
Denver Merchandise Mart
1 303 2926278/1 303 2981053

디트로이트 자동차 액세서리 박람회

Truck and Auto Accessories Expo
98.4.3 - 4.4,99.4.17 - 4.18
디트로이트/ Cobo Exhibition Center
Epic Enterprises, Inc.
1 619 2942999/1 619 2946699

미국 동개 가전제품 박람회

Winter CES/Infl Winter Consumer 티ectronics Show
98.1.8 - 1.11,99.1.7 - 1.11
라스베가스 / Las Vegas Convention Center
Electronic Industries Assn/Consumer Electronics
Group
1 703 9077600/1 703 9077691

미국 크리스마스용품 박람회

Ameri Christmas
98.1.19- 1.21
라스베가스 / Sands Expo & Convention Center
Epic Enterprises, Inc.
1 619 2942999/1 619 2946699

미국 조명 박람회

Lightfair Int'l
98.5.27 - 5.29
라스베가스 / Las Vegas Convention Center
Amc Trade Shows
1 404 2203000/1 404 2203030

라스베가스 실내장식 및 조화 박람회

SILK/lnt'l Silk Flower and Accessories Expo
98.6.10-6.13
라스베가스/ Las Vegas Convention Center
Epic Enterprises, Inc.
1 619 2942999/1 619 2946699

라스베가스 보석 박람회

JCK/The JCK Int'l Jewellery Trade Show
98.6.5 - 6.9,99.6.4 - 6. 8
라스베가스 / Sands Expo & Convention Center 
PEMCO-Professional Exposition Management
Company Inc.
1 630 2609700/1 630 2600395

미국 비디오 소프트웨어 박람회

Video Software Dealers Association Convention
98. 7.8-7.11
라스베가스 / Las Vegas Convention Center
Video Software Dealers Association
1 818 3851500 시 818 3850567

라스베가스 추계 컴퓨터 박람회

COMDEX Fall/lnt'l Computer Trade Show
98.11.16-11.20
라스베가스 / Sands Expo & Convention Center 
Softbank Comdex, Inc.
1 617 4331500/1 617 4447722

로스엔젤레스 선물용품 박람회

L A. Gift Show
98.1.17-1.20,98. 7.18-7.21
로스엔젤레스 / L. A. Convention Center 
Amc Trade Shows Ltd.
1 213 7473488/1 213 3625661

로스엔穂레스 보석 박람회

L A. Jew 이 ery Show
98.8.23 - 8. 24
로스엔젤레스 / L. A. Convention Center 
California Jew이ers Association
1 213 6235722/1 213 6235742

로즈몬트 가정용품 및 선물용품 박람회

Transworld Housewares & Variety Show
98.1.9- 1.13,98.3.27 - 3.31
로즈몬트 / Rosemont Convention Center 
Transworld Exhibits Inc.
1 847 4468434/1 847 4463523

로즈몬트 공예품 박람회

Int'l Craft Expositiion
98.6.5 - 6.8
로즈몬트 / Rosemont Convention Center 
Offinger Management Company
1 614 4524541 /1 614 4522552

리치몬트 결혼용품 박람회

Bridal Show
98.1.23- 1.24
리치몬트 / Richmond Convention Center
W 이 C-TV-8
1 804 3308888/1 804 3308882

마이아미비치 인쇄그래픽 박람회

Graphics of the Americas
98.1.16-1.18
마이아미비치 / Miami Beach Convention Center 
Printing Association of Florida Inc.
1 305 5584855/1 305 8238965

마이아미비치 유람선 박람회

SEATROE/Seatrade Cruise Shipping Convention
98.3.3 - 3.7
마이아미비치 /Miami Beach Convention Center 
Miller Freeman Inc.
1 609 4529414/1 609 4529374

마이아미 아시아상품 박람회

Tigers of Asia/General Consumer Products Show
98.4.23 - 4. 26
마이아미비치 /Miami Beach Convention Center 
Tigers of Asia
1 305 4412865/1 305 5299217

마이아미 선몰용품 박람회

Miami Gift Show
98.8.29 - 9.1,99.1.16- 1.19
마이아미/ Radisson Merchandise Mart
애iami Merchandise Mart
1 305 2612900/1 305 2613659

마이아미비치 장신구 박람회

JlS/Jew이ers International Showcase
98.10.24-10.26,99.1.16 시. 18
마이아미비치 / Miami Beach Convention Center 
Jewelers International Showcase Inc.
1 561 9980205/1 561 9980209

메디슨 보석 박람회

Wisconsin Jewelry Expo.
98.3.7- 3.8
에디슨 / Holiday Inn Trade Center 
Wisconsin Jewelers Association
1 608 2573541 /1 608 2578755

미니아프리스 모터사이클 박람회

Int'l Motorcy이e Show
98.1.30- 2.1
미니아폴리스/ Minneapolis Convention Center
Advanstar Expositions
1 714 5138400/1 714 5138481

미중서부 그래픽 박람회

Midwest Graphics/Graphic Arts Exhibition
98.4.16 - 4.18
미니아폴리스/ Minneapolis Convention Center 
Graphic Arts Show Co.
1 703 2647200/1 703 6209187

보스른 가정용품 박람회

New England Home Show
98.2.21 - 3.1
보스톤 / World Trade Center
Southex Exhibitions
1 617 8490990/1 617 8497544

보스는 선물용품 박람회

Boston Gift Show
98.3.24 - 3.25.98.8.29 - 9.2
부人톤 / Bayside Exposition Center
George Little Management Inc.
1 914 4213200/1 914 9486180

미국 네트워크 박람회

Network World Unplugged
98.12.
보스톤 / Hynes Civic Convention Center
Digital Consulting Inc.
1 508 4703870/1 508 4701992

산마태오 모터사이클 박람회

Infl Motorcy이e Show(Bay Area)
98.12.
산마테오/ San Mateo Country Fair Ground
Advanstar Expositions
1 714 5138400/1 714 5138481

미국 네트워크 박람회

Network World Unplugged
98.4.
산호세 / San Jose Convention Center
Digital Consulting Inc.
1 508 4703870/1 508 4701992

미국 소프트웨어 박람회

Database Client Server World
98.5. , 98.12.
산호세 / San Jose Convention Center
Digital Consulting Inc.
1 508 4703870/1 5084701992

세크라엔토 자동차 박람회

Greater Sacramento Int'l Auto Show
98.10.29- 11.1,99.11.4- 11.7
세크라멘토 / Sacramento Convention Center
Reed Exhibition Companies
1 617 6302266/1 617 6302197

샌디에고 자동차 박람회

San Diego Infl Auto Show
98.3.11-3.15
샌디에고 / San Diego Convention Center
Liberty Productions Inc.
1 717 5666100/1 717 5667868

미국 컴퓨터디자인 및 관리 박람회

A/E/C SYSTEMS/Computer Design & Management
98.10.26 - 10.29
샌디에고 / San Diego Convention Center
A/E/C Systems, Inc.
1 610 4587070/1 6104587171

샌프란시스코 매킨토시 컴퓨터 박람회

MacWorld Expo
98.1.6-1.10,99.1.5- 1.8
샌프란시스코 / Moscone Convention Center
Mitch Hall Associates
1 617 3618000/1 617 3613389

샌프란시스코 선물용품 박람회

S. F. Infl Gift Fair
98.1.31 -2.4,98.8.1 - 8.5
샌프란시스코 / Moscone Convention Center
Western Exhibitiors, Inc.
1 415 3466666/1 415 3464965

샌프란시스코 식품, 음료 및 생對용품 박람회

The Gourmet Ptoducts Show
98.4. 5-4.8
샌프란시스코 / Moscone Convention Center
George Little Management, Inc.
1 415 3445171 /1 4153445270

샌프란시스코 데이타베이스 박람회

DB Expo San Francisco
9 8.4.25 - 5.1
샌프란시스코 / Moscone Convention Center
Blenheim NDN
1 714 5138400/1 714 5138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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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자동차 박람회

S. F. Int'l Automobile Show
98.11.21-11.27
샌프란시스코/ Moscone Convention Center
S. F. International Auto Show, Inc.
1 415 6732016/1 415 4411961

샤롯데 장식용품 박람회

Spring Decor
98.2.12-2.14
샤롯데 / Opryland Hotel Convention Center 
National Decorating Products Association
1 314 9913470/1 314 9915039

미남부 크리스마스용품 박람회

Southern Christmas Show
98.11.12-11.22
샤롯데 /Charlotte Merchandise Mart
Southern Shows, Inc.
1 704 3766594/1 704 3766345

샤롯데 그래픽아트 박람회

Graphic Arts/The Charlotte Show
99.3.13- 3.15
샤롯데 / New Charlotte Convention Center
Graphic Arts Show Co.
1 703 2647200/1 703 6209187

시에■ 선몰용품 박람회

Seattle Gift Show
98.1.24- 1.28,98.8.15 - 8.19
a|o||>/Washington St. Convention Center
Western Exhibitiors, Inc.
1 415 3466666/1 415 3464965

시카고 가정용품 박람회

NHMA/lnt'l Housewares Show
98.1.11 - 1.14,99.1.10- 1.13
시카고/ McCormick Place Complex
National Housewares Manufacturers Association
1 847 2924200/1 847 2924211

시카고 선몰용품 박람회

The Chicago Gift Show
98.1.24- 1.28,98.7.24 - 7.28
시카고/ McCormick Place Complex
Chicago Gift Show, Inc.
1 9144213340/1 914 9486180

시카고 디자인산업 박람회

National Design Engineering Show & Conference
98.3.16- 3.19
시카고/ McCormick Place Complex
Reed Exhibition Companies
1 203 8404800/1 203 8404804

미국 주방 및 욕실용품 박람회

KBIS & MHW/Kit애en & Bath Industry Show
98.4.17- 4.19
시카고/ McCormick Place Complex
Miller Freeman, Inc.
1 972 2393060/1 9724197855

미국 춘계 컴퓨터 박람회

COMDEX SPRING/Comdex-Spring Int'l Co 呷 irter Show
98.4.20 - 4.23
시카고/ McCormick Place Complex
The Interface Group Inc.
1 617 4331500/1 617 4447722

미국 통신 및 사무자동화 박람회

Expo COMM USA/Infl Telecom., Computer & Office
Auto. Exh. and Conference

98.4.20 - 4.23
시카고/ McCormick Place Complex
Softbank Comdex, Inc.
1 617 4331500/1 617 4447722

시카고 서적 박람회

American Booksellers Convention & Trade Exh.
98. 5. 30 - 6.1
시카고/ McCormick Place Complex
Association Expositions & Services
1 203 8404820/1 203 8404824

시카고 장식용품 박람회

NeoCon/The World's Trade Fair for Facilities
Planning, Desgin, Management

98.6.8-6.10
시카고/ Merchandise Mart Expo Center 
Merchandise Mart Properties, Inc.
1 312 5274141 /1 312 5277782

시카고 컴퓨터 박람회

PC EXPO in Chicago
98.9.
시카고 / McCormick Place Complex
Blenheim Group U.S.A., Inc.
1 201 3461400/1 201 3461602

시카고 프레미엄 박람회

THE MOTIVATION SHOW/Nat l Premium & Incentive 
Show

98.10.13-10.15
시카고/ McCormick Place Complex
Hall-Erikson, Inc.
1 708 8507779/1 708 8507843

미국 사무용품 박람회

BPIA/Business Products Industry Assn. Exh.
98.10.21-10.24
시카고 / McCormick Place Complex
Business Products Industry Association
1 703 5499040/1 703 6837552

시카고 전자층판 및 인쇄 박람회

CONCEPPTS/Prepublishing Conference & Exhibition 
2001.9.
시카고/ McCormick Place Complex
Graphics Arts Show Co.
1 703 2647200/1 703 6209187

미국 다이빙용품 박람회

DEMA/Diving Equipment and Marketing Assn Trade
Show

98.1.28- 1.31
아나하임 / Anaheim Convention Center
Epic Enterprises, Inc.
1 619 2942999/1 6191 2946699

미서부 자전거 박람회

Interbike/lnt'l Bicycle Trade Show
98.9.
아나하임 /Anaheim Convention Center
Primedia, IncJINTERBIKE
1 714 7220990/1 714 4976782

미서부 전자 및 컴퓨터 박람회

IC Expo
9 8.9.15-9.17,99.10.19- 10.21
아나하임 / Anaheim Convention Center
Electronics Convention Management
1 310 2153976/1 310 6415117

아나하임 목공기계 및 가구 박람회

Woodworking, Machinery & Furniture Supply Fair
99.7.30 - 8.2
아나하임 /Anaheim Convention Center
Working M/C & Furniture Supply Society
1 310 4451511/1 3104451515

아■란타 선몰 및 장식용품 박람회

Atlanta Int'l Gift& Home Furnishings Market
98.1. , 98.7.
아틀란타/Atlanta Market Center
AMC, Inc.
1 404 2203000/1 404 2203030

아■란타 카펫 박람회

National Area Rug Market
98.1.
아틀란타 / Atlanta Market Center
AMC, Inc.
1 404 2202213/1 404 2203030

미국 크리스마스용품 박람회

Ameri Christinas
9 8.1.8-1.11
아블란타 / Convention Center
Epic Enterprises, Inc.
1 619 2942999/1 619 2946699

아■란타자동차 박람회

The Atlanta Journal & Constitution Int'l Auto Show
98.3.4- 3.8
아틀란타 / Georgia World Congress Center
Reed Exhibition Companies
1 617 6302266/1 617 6302197

아■란타 목공기계 및 가구 박람회

IWF/lnt'l Woodworking M/C & Furniture Supply Fair
98.8.20 - 8.23
아틀란타 / Georgia World Congress Center
IWF Fair Office
1 770 2460608/1 770 2460620

아■란타 컴퓨터네트워크 박람회

NETWORLD PLUS INTEROP
98.10.21-10.23
아틀란타 / Georgia World Congress Center
Soft Bank Exposition and Conference Company
1 415 5786900/1 415 5250224

아■란타 학용품 및 사무용품 박람회

SHOPA Show/School & Home Office Products
Exhibition

98.11.4-11.7
아틀란타 / Georgia World Congress Center
School Home and Office Products Association
1 937 2972250/1 937 2972254

플로리다 선몰용품 박람회

Florida Gift Show
98.8.1 - 8.4,99.7.31 -8.3
올란도 / Orange Country Convention Center
Lillo International
1 972 2933447/1 972 2938556

워싱턴 인터넷 박람회

ComNet/Communication Networks Conference &
Expo

98.1.26- 1.29,99.1.25- 1.28
워싱턴 /Washington Convention Center
MHA Event Management
1 617 4402745/1 617 4400357

미국 그래픽 기술 박함회

Tech Graphics
98.3.9 - 3.11,99.3.28 - 4.2
워싱턴 / Meydenlauer Center
Pacific Printing & Imaging Association
1 206 2858361 /1 206 2820447

미국도서관박람회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
98.6.25 - 6.30,99.6.24 - 7.1
워싱턴 / Washington Convention Center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 312 9446780/1 312 2803224

워싱턴 보석 박람회

lnt*l Gem & Jewelry Show
98.9.
워싱턴 / Sheraton Washington Hotel
Intergem
1 301 2941640/1 301 2940034

인디아나플리스 선물, 취미용품 박람회

Christmas Gift & Hobby Show
98.11.12-11.25,99.11.11 -11.14
인디아나폴리스 / Indiana State Fairgrounds
HSI Show Production
1317 5769933/1 317 5769955

잭슨빌 자동차 박람회

Jacksonville Int'l Auto Show
98.4.3-4.5
잭슨빌 / Prime F. Osborn III Convention Center
Liberty Productions
1 717 5666100/1 717 5667868

코코부스 선묠용품 및 공예품 박람회

Ohio State Gift and Craft Show
98.3.21 - 3.23
콜롬부스/Veterans Memorial Building
Offinger Management Co.
1 614 4524541 /1 614 4522552

클리■랜드 모터사이클 박람회

Ohio International Motorcy이e Show
98.9.
클리블랜드 / International Exposition Center
Advanstar Expositions
1 714 5138400/1 714 5138481

플로리다 가구 박람회

South Florida Furniture and Accessory Market
98.8.15 - 8.17,99.2.27 - 3.1
포트로더데일 / Broward Country Convention Center
Karel Exposition Management
1 954 4547777/1 954 4540777

포■랜드 선몰 박람회

Portland Gift Show
98.1.10- 1.13,98. 5.30 - 6.2
포틀랜드 / Oregon Convention Center
Western Exhibitors, Inc.
1 415 3466666/1 415 3464965

포■랜드자동차 박람회

Greater Metro Portland Int'l Auto Show
98.1.29- 2.1
포틀랜드 / Oregon Convention Center
Reed Exhibition Company
1 503 2335044/1 503 2314728

포■랜드 사무용장비 박람회

Office System and Business Expo
98. 2.11-2.12
포틀랜드 / Oregon Convention Center 
Business Exhibition Northwest Inc.
1 503 2877541 /1 503 2871926

피츠버그 여행용차량 박람회

Recreational Vehicle Show
98.1.10- 1.18
피츠버그 / Pittsburgh Convention Center 
Three Rivers Promotions
1 412 8288221/1 412 8269308

필라델피아 글동품 박람회

Philadelphia Antiques Show
98.1.9- 1.11,98.7.31 - 8.2
필라뎔피아/Adams Mark Hot이
JMK Promotions
1 201 6279271 /1 201 6270116

미국 공예폼 박람회

Buyers Market of American Crafts
98.2.13 - 2.16,98. 8.15-8.18
필라델피아 / Philadelphia Convention Center 
Rosen Group, Inc.
1 410 8892933/1 410 8891320

미동부 그래픽 박람회

GRAPH EXPO East
98.6.25 - 6.27
필라델피아 / Pennsylvania Convention Center 
Graphic Arts Show Co.
1 703 2647200/1 703 6209187

미국 동부 자전거 박람회

Interbike Eastern States/lnternational Bicycle Expo 
98.10.18-10.20
필라델피아 / Philadelphia Convention Center 
Premedia, IncJNTERBIKE
1 714 7220990/1 714 7226975

하트포드 컴퓨터 昊 전자 박람회

Computer & Communication Show
I 98.11.5-11.6

하트■포드 / Hartford Convention Center 
Daniels Production, Inc.
1 860 5613250 시 860 5612473

미국 정보 및 이미지 기숩 박함회

Information & Imaging Technology
98.10.
휴스턴 / G. R. Brown Convention Center 
National Trade Productions, Inc.
1 703 6838500/1 703 8364486

IDSA 정기총회

Annual National Conference of the Industrial 
Designers Society of America(IDSA)

I 98.9.23 - 9.26
VA / Hotel del Cororado
International Designers Society of America(IDSA)
1 703 759 0100/1 703 759 7679

미얀마

미얀마 종합 박람회

Myanmar Trade Fair
98.2
양곤/ Yangon Trade Center
Directorate of Trade
95 1 283514 / 95 1 289578

양곤 종합 박람회

Yangon Int'l Trade Fair
98. 2.6 - 2.9
양곤/Tatmadaw Hall
TTHYangon) Co., Ltd.
95 1 294006/95 1 296803

양곤 미술, 공예품 박람회

Yangon Arts & Handicrafts
98. 2.24 - 2.26
양곤/Traders Hotel 
TTHYangon) Co., Ltd. 
95 1 294006 / 95 1 296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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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꼰 보석 박함회

Yangon Gems
98.2.24 - 2.26
양곤/Traders Hotel 
TTF(Yangon) Co., Ltd. 
951 294006/95 1 296803

양곤 자동차 박람회

Moyor Show
98.5.21 - 5.25
양곤 / Convention Center
CP Exhibition, Rm 1703, Tung Wai
852 25117427/852 25119692

양꼰 자동차 및 액세서리 박람회

Yangon Auto Show
98.11.19-11.22
양곤/Tatmadaw Hall 
TTHYangon) Co., Ltd. 
95 1 294006/951 296803

양곤 컴퓨터 송신 및 가정용 전자 박람회

Computer Communication, Consumer Electronics
98.12.17-12.20
양곤/Tatmadaw Hall
TTRYangon) Co., Ltd. 
95 1 294006/95 1 296803

양곤 경공업 박副회

MYANMAR ESPO/Myanmar Light Industry Exh.
98.12.8-12.11
양곤/Convention Center
CP Exhibition, Rm 1703, Tung Wai
852 25117427/852 25119692

바레인

베네수엘라 종합 박람회

FlV/lntl Fair of Venezuela
98.4.15-4.21,98.10.16- 10.25
발렌시아/ Parque Recreacional Sur 
SHARRY Exposiciones Internacional S. R. L.
5841 240860 / 58 41 240304

발렌시아 자동차 박람회

INTERAUTO
98.9. 5 - 9.14
발렌시아/ Parque Recreacional Sur
Sharry& Sanna
5841 240860 / 5841 240304

카라카스 패션 박람회

CARACAS PROFESHIONAL
98.3.10-3.13,98.8.4 - 8.7
카라카스/ Poliedro de Caracas
EXPOBUSINESS, C.A.
58 2 5411378 / 58 2 5418620

카라카스 정보산업 박람회

VENCOM INFORMATICS
98.5.20 - 5.23
카라카스/ Poliedro de Caracas
Prex Internacional, S. A.
58 2 2436825/58 2 2435880

카라카스 가정용품 박밤회

COMERCIAHOGAR
98. 8.10 - 8.13
카라카스/ Poliedro de Caracas
EXPOBUSINESS, C. A.
58 2 54111378 / 58 2 5418620

베트남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겐트직号및의류 박람회

TEXTIRAMA-MODE/lnt l Textile and Clothing Fair
98.2.1 - 2.3
겐트/Exhibition Center Flanders Expo
Textirama V. Z. W.
32 9 2235911/32 9 2236642

플란더즈 종합 박람회

FLANDERS INTERNATIONAL TRADE FAIR
98.9.5-9.20,99.9.4-9.19
겐트/Exhibition Center Flanders Expo 
Internationale Jaarbeurs van Vlaanderen V. Z. W.
32 9 2224022/32 9 2201081

98 智기에 인테리어 디자인전
INTERIEUR/9816th International Biennial for
Creative Interior Design

98.10.16-10.25
De Hallen
Interieur Foundation
32 56 229522/32 56 216077

겐트 자동차 액세서리 박람회

EUROTO/lnt'l Exhibition of Car Accessories
98.10.30- 11.2
겐트/Exhibition Center Flanders Expo
Flanders Expo N. V.
32 9 2419211/32 9 2419325

겐트 미술 및 디자인 박람회

UNEART B/Design, Arts & Crafts Exhibition
98.12.
겐트/Exhibition Center 디anders Expo 
Int Jaarbeurs van Vlaandem V. Z. W.
32 9 2224022/32 9 2201081

리에즈 춘계 소비재 박람회

Spring Commercial Fair
98.3.28 - 4.5
리에즈 / Halles des Foires de Liege
Foire Internationale de Liege S. C.
32 41 2271934 / 32 41 2271895

리에즈 추계 소비재 박람회

AUTUMN/Autumn Trade Fair
98.9.6 - 9.21
리에즈 /Halles des Foires de Liege
Foire Internationale de Liege
324 2271934/32 4 2271895

브뤼셀 선몰용품 박람회

EUROPACADO/Gift & Home Decoration Fair
98.3.15-3.19,98.9.6-9.10
브뤼셀 /Parc des Expositions
Foire Internationale de Bruxelles
32 2 4770477/32 2 4770391

브퀴셀 관광 및 레저용품 박람회

VACANCES/lnt l Holidays, Tourism Leisure Show
98.3.21 - 3.29
브뤼셀 / Parc des Expositions
Foire Internationale de Bruxelles A. S. B. L
32 24770424/32 24770399

브뤼셀 광고 박람회

SIPAB/lnt'l Advertising, Marketing & Promotion Fair
98.4.22 - 4.24
브뤼셀 /Parc des Expositions
SOBREXPO N.V.
32 24781441/32 2 4780567

브뤼셀 사무기기 박람회

FACILITY MANAGEMENT
98.9.
브뤼셀 / Parc des Expositions
La Chambre Beige de la Mecanographie A. S. B. L 
32 2 7789940/32 2 7629434

브뤼셀 살내장식직■박람회

DECOSIT/lnt'l Trade Fair for Uph이stery Fabrics
98.9.7 - 9.10
브뤼셀 / Parc des Expositions
Textirama V. Z. W.
32 9 2235911/32 9 2236642

브뤼셀 식품 및 가정용품 박람회

Food & Domestic Equipmet Trade Fair
98.10.
브뤼셀 / Parc des Expositions
S. 1. M. P. A.-S. A.
32 2 2181580 / 32 2 2179633

브뤼셀 여행용품 박람회

BTF/Brussels Travel Fair
98.11.
브뤼셀 / Parc des Expositions
Foire Internationale de Bruxelles A. S. B. L
32 2 4770477/32 24770390

브뤼셀 가구 박람회

S. 1. M. BJlnfl Furniture Fair Brussels
98.11.
브뤼셀 / Parc des Expositions
Salon International du Meuble-Bruxelles A. S. B. L j 
32 2 2182844/32 2 2183844

브뢰셀 실내장식 및 디자인 박람회

COCOON/lnt'l Decoration and Design Fair
98.11.28-12.7
브뤼셀 / Parc des Expositions 
AXE S. A.
32 2 6608930/32 2 6604713

브뢰셀 상용차 박람회

Int'l Commercial Vehicles Show
99.1.16-1.24
브뤼셀/Parc des Expositions
Febiac A. S. B. L
32 2 7786400/32 2 7628171

브뤼셀 자전거 및 액세서리 박람회

EXPO-VELO/lnt'l Bicycles and Accessories Exh.
99.1.30 - 2.3
브뤼셀 / Parc des Expositions
V. Z.W. EXPO-VELO
32 2 7786200 / 32 2 7786222

브뤼셀 자동차부품 및 액세서리 박람회

AUTOTECHNICA/Automotive Parts & Accessories 
Exh.

99.4.23 - 4.28
브뤼셀 / Parc des Expositions
Autotechnica A. S. B. L.
32 2 7786200/32 2 7786222

앤트워프 보석세공품 박람회

JEDIFA/Jewellery, Diamond and Watches Trade Fair
98.9.13-9.15
앤트워프 / Bouwcentrum 
Reed Exhibition Companies 
32 2 5141011/32 2 5144818

앤트워프 주방 및 위생설비 박람회

KEUKEN EN SANIKOMFORT/Kitchen & Sanitary 
Exhibition

98.11
앤트워프 / Bouwcentrum
Bouwen en Wonen N. V.
32 3 2372890 / 32 3 2378771

오스텐드 소비재 박람회

SEA SIDE SHOW/Toys, Gifts, Sport & Camping Goods 
Exh.

98.1.11-1.19
오스텐드 /Media Center
Sea Side Show N. V.
32 59 556611 /32 59 501650

이페르 박람회

Annual Trade Fair
98.4.11 -4.20
이폐르/Westhoek Expo
Kamer voor Handel & Nyverheid van de Westhoek
32 57 219190/32 57 219390

코르트레이크 가구 박람회

FRELUDE/Collective Furniture Preview
98.4.20-4.21
코르트레이크/De Hallen
De Hallen Kortrijk
32 56 204000 / 32 56 217930

코르트레이크 CAD 및 CAM 박람회 
CAD-CAM/lnt'l Trade Fair for Computer Aided 
Design & Manufacturing

98.9.29-10.1,99.9. 28-9.30
코르트래이크/De Hallen
De Hallen Kortrijk
32 56 204000 / 32 56 217930

코르트레이크 실내장식 박람회

INTERIEUR/lnt l Interior Exhibition
98.10.16-10.25
코르트레이크/De Hallen
Stichting Interieur
32 56 229522 / 32 56 216077

마나마 종합 박皆희

BAHRAIN FAIR/Bahrain Tourism & Commercial Exh.
98. 5.28 - 6. 5
마나마/ Bahrain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Arabian Exhibition Management 
973 550033/973 553288

마나마 후계 종합 박참회

AUTUMN FAIR/Bahrain Consumer Goods Exhibition
98.11.26 - 12.4
마4마/ Bahrain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Arabian Exhibition Management 
973 550033/973 553288

| 마나마 보석및 시계박람회

JEWELLERY ARABIA/Middle East Int i Jewellery 
Exh.

98.11.4-11.7
마나마/ Bahrain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Arabian Exhibition Management 
973 550033/973 553288

방狭라데시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다카 종하 박람회

DITF/Dhaka Infl Trade Fair
98.2
다카/ Shere Bangla Nagar Park
수*진홍청(EPB: Export Promotion Bureau)
880 2 9552245/880 2 9568000

다카컴퓨터 박람회

Computer Exhibition
98.11.
다카/ Sheraton Hotel
Bangladesh Computer Samity

I 880 2 9122847/880 2 816341

베나수엘라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마學린종한 박람회 

：EXPO MONGAS
98.10.14-10.18
마루린 / Hotel Morichal Largo 
Fundacion Monagas Siglo XXI 
58 91 427015/58 91 427011

” 修엔시아종합박참회

；G3 EXPO/Expo Provincias Group 3 Capitulo IV
98. 2.
발렌시아/ Foro de Valencia
SHARRY& Sanna
58 41 240860/58 41 240304

하노이 종합 박함회

Vietnam Expo
98.4.3 - 4.7
하노이 / Giang Vo Exhibition Ground
Vietnam Trade Fair & Advertizing C이VINEXA이 

84 4 8255546/84 4 8255556

하노이 산업 박람회

VIETNAM/Infl Fair on Industrial Products
98.10.22- 10. 28
하노이 / Giang Vo Exhibition Center
Vietnam Exhibition Fair Center
84 4 8346408 / 84 4 8254193

호지민 컴퓨터월드 박람회

Vietnam Computerworld Expo
98.4.21 - 4.25
호지민/用ECC
International Data Group(IDG)
65 3466811 /653466822

호지민 춘계 종합 박람회

Quantrung April Fair
98.4. 28 - 5.4
호지민 /Quang Trung Fair Ground
TRAFAC(Trade Fair Company of HCMC)
84 8 8294565 / 84 8 8294248

호지민 종합 박람회

VTTi/Vietnam Int'l Trade and Industry Fair
98.10.
호지민/Kasati Center
Adsale Exhibition Services Ltd.
852 28118897/852 25165024

호지민 릉신, 컴퓨터 및 방송장비 박람회

Vietnam Telecomp/Broadcasting
98.11.17-11.21
호지민/Kasati Center
Adsale Exhibition Services Ltd.
852 28118897/852 25165024

量긔에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겐크 실내장식 박참회

WOONESTETIKA/Home Decoration & Furniture
Exhibition

98.10.
겐크/Limburghal
N. V. EXPORAMA
32 3 2395342 / 32 3 2395564

겐크 무역박람회

LIMBURGSE/Trade Fair
98.11.11-11.16
겐크/Limburghal
KMO EVENTS
3211 231144/32 11 232104

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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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르트레이크 건축기자재 박람회 리오데자네이로 컴퓨터 박람회 젯다 종합 박람회 괴텐부르크 소비재 박람회
MATEXPO/Construction & Wood Industry, Road 
Building

99. 9.
코르트레이크/DeHallen
Matexpo V. Z. W.
32 56 210832/32 56 257982

벨라루시

COMDEX/LEADING TELECOM CONFERENCE AND 
EXPO

98.3.31 - 4.5
리오데자네이로 /Rio Centro
Guazelli Associados Feiras E Prom. Ltda.
5511 8850711 /5511 8859589

상파울로 흉보 및 선물용품 박람회

LIFE STYLE SHOW/Saudi Arabia's Int i Trade Fair 
98.11.15-11.20
젯다 / Jeddah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Al-Harithy Company for Exhibition
44171 2233431 /44171 2284229

젯다 자동차 박람회

JEDDAH MOTOR SHOW

DAGENS HUSHALL/lnt l Consumer Goods Fair
98.9. 26 - 10.4,99.9.25 - 10.3
괴텐부르크/Svenska Massan
Svenska Massan Stiftelse
46 31 7088000 / 46 31 160330

괴텐부르크 서적 및 도서관 박람회

BOK& BIBLIOYEX/Infl Book and Library Exhibition

민스크 가구산업 박람회

MEVEL SALON/lnt'l Exh. on Furniture
98.4.
민스크/Minskexpo
Expoforum

Int'l Promo Prof
98.6.30 - 7.3
상파울로 / Exp。Center Norte 
Miller Freeman Do Brasil
5511 36622021/5511 8264458

98.11.29- 12.4
젯다/Jeddah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Al-Harithy Company for Exhibition
44171 2233431 /44 171 2284229

세네갈__________________________

98.10.22 - 10.25,99.9.16 - 9.19 
괴텐부르크/Svenska Massan 
Svenska Massan Stiftelse
46 31 7088000/46 31 160330

괴텐부르크 실내장식 박람회

375 172 563788 / 375172 546134

민스크 소비재 및 소비재가공설비 박람회

KONSUMEXPO/Infl Consumer Goods Exhibition
98.5.12-5.16
민스크/Minskexpo
Minskexpo
375172 269084/375172 269936

민스크 가구 및 목재가공 박람회

상파울로 컴퓨터 박람회

FENASOFT/lnt'l Software and Hardware Trade Show
98.7.13 - 7.18,99.7.19 - 7.24
상파울로/Anhembi Park
Fenasoft Feiras Comerciais Ltda
5511 8154011 /5511 2120381

상파울로 컴퓨터 및 륭신기기 박람회

COMDEX/Sucesu-SP
98.8.17-8.21

다카르 종합 박람회

Fidak/Dakar Int'l Trade Fair
98.11.
다카르 /Fair Ground
CICES(Center International Du Commerce
Exterieur Du Senegal)
221 201011/221 350712

스리랑카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NTERIOR & DESIGN/Office, Furniture & Interior Exh.
99.10.26- 10.28
괴텐부르크/Svenska Maessan
Svenska Maessan Stiftelse
46 31 7088000 / 46 31 160330

괴텐부르크 산업디자인 기술 박람회

K0NSTRUKTI0N & DESIGN
99.4.8 - 4.12
괴텐부르크/Svenska Maessan

DEREVOOBRABOTKA/Furniture and Woodworking 
Ind. Exh.

98.10.13-10.16
민스크/Minskexpo
Minskexpo
375 172 269084 / 375 172 269936

민스크 사무기기 및 릉신 박람회

Modern Office & Bank/lnt'l Office & Bank Exh.
98.11.
민스크/Minskexpo
TRADECOM GmbH
49 69 6315960 / 49 69 63159610

민스크 기념품 박람회

Int'l Exh. on Souvenir Products
98.12.
민스크/Minskexpo
Expoforum
375 172 563788/375172 546134

■리비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상파울로/Anhembi Park
Sucesu-Sao Paulo c/o Guazzelli Associados 
5511 8850711 /5511 8859589

상파울로 문구 및 사무용품 박람회

ESCOLAR/School, Office & Stati이iery Products 
Show

98.9.
상파울로 /Anhembi Park
Francal Feiras Empreendimentos Ltd.
5511 2890833 / 5511 2515549

상파울로 자동차 박람회

S. A./lnt'l Automobile Trade Show
98.10.29- 11.8
상파울로 /Anhembi Park
Alcantara Machado Feiras e Promocoes Ltd.
55 11 8269111 /55 11 673626

상파울로 이큔차 박람회

SALAO DAS DUAS RODAS
99.11.

코롬보 산업 박람회

INTRAD
98.7.
콜롬보/BMICH
National Chamber of Commerce
94 1 689597 / 94 1 689596

크롬보 의류 및 액세서리 박람회

VWSEX
98.9.
콜롬보 /S. R. Exhibition & Convention Center
Sri Lanka Apparel Institute
94 1 594946 / 94 1 580417

콜롬보 산업 박람회

TECHNO
98.10.
콜롬보/BMICH
The Institute of Engineers of Sri Lanka
94 1 698426 / 94 1 699202

Svenska Maessan
46 31 7088000 / 4631 160330

말뫼 자동차 박람회

Malmoe Motorshow
98.3.25 - 3.29
말뫼 / Malmoe Maessan
Sydexpo Blenheim AB
46 40 248080 / 46 40 248506

말뫼 소비재 박람회

SKANEMAESSAN/lnt'l Consumer Goods Trade Fair
98. 8.29 - 9.7
말뫼 / Malmoe Maessan
Malmoe Maessan
46 40 248080/46 40 248506

말뫼 선를용품 박람회

Form & Present Gift Show
99.3.
말뫼 / Maknoe Maessan
Malmoe Maessan

볼리비아 종합 박람회

EXPOCRUZ/Santa Cruz International Fair
98.9.17 - 9.27,99.9.19-9.29
산타크루스 /Felia Exposicion de Santa Cruz

상파울로/Anhembi Park
Tag Fenxy Ltda.
5511 8712100/55 11 8713110

人 F우디아라비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코롬보 실내장식 박람회

CREATIONS
98.11.
콜롬보 /S. L. Exhibition & Convention Centre
Sri Lanka EXPO Management Private Limited

46 40 248080/46 40 248506

말뫼 여성용품 박람회

Kvinnokraft/Fair f이 the Woman of Today
99. 5.

Feria Exposicion de Santa Cruz
591 3 533535 / 591 3 530888

부르키나파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담맘 컴퓨터, 릉신, 사무자동화 박람회 

CCE/Computer, Communication & Office Tech. Exh.
98.10.17- 10.23,99.10.10- 10.15

94 1 445066 / 94 1 445093

스리랑카 종합 박람회 

SRI LANKA EXPO

말뫼 / Malmoe Maessan
Malmoe Maessan
46 40 248080 / 46 40 248506

부르키나파소 수공예품 박람회

lnt*l African Art & Craft Show
98.10.
와가투구 /Fair Ground
Office National Du Commerce Exterieur, Burkina
Faso
226312342 / 226313241

불가리아

담맘 /Dhahran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Dhahran International Exhibition Co. Ltd.
966 3 8579111/966 3 8572285

담맘 종합 박람회

Gulf Int i Trade Fair
99.9. 26- 10.1
담맘/Dhahran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Dhahran International Exhibition Co. Ltd.

j 966 3 8579111 /966 3 8572285

98.11.
콜롬보 /S. R. Exhibition & Convention Center 
World Trade Coordinating Council 
94 1 445132 / 94 1 433756

콜롬보소비재박람회

Consumer Goods Fair
98.12.
콜롬보 /S. R. Exhibition & Convention Center 
Intertrade Lanka Management(Pvt) Ltd.

송렌부나 예술품 박람회 

STOCKHOLM ART FAIR/lnt'l Art Fair
98.3.4 - 3.8
솔렌투나 / Sollentunamaessan
Sollentunamaessan
46 8 925900/46 8 929774

소렌부나 광고, 마케팅 박람회

NORDISK REKLAM MARKNAD
98.9.23 - 9.25

소피아 릉신사무기기 박람회

BULORGA/lnt'l Telecom Systems
담맘 선묠용품 및 화장품 박람회

LEATHER GIFTS & COSMETICS EXHIBITION

94 1 343238 / 94 1 343237

스웨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솔렌투나 / Sollentunamaessan
Sollentunamaessan
46 8 925900 / 46 8 929774

98.3.10-3.13
소피아/Cultural Palace
Bulgarreklama Ltd.
359 2 9805070/359 2 9803857

플로브디프 가정용품 박람회

Int 1 Trade Fair Home, Clothing. Hobby
98.3.18-3.21
플■로브디프 / Fairgrounds
International Fair Plovdiv
359 32 223025/359 32 265432

브라질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99.10.24- 10.29
담맘 /Dhahran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Dhahran International Exhibition Co. Ltd.
966 3 8579111 /966 3 8572285

리야드 종합 박람회

Saudi Consumer Goods Trade Fair
98.3.21 -3.25
리야드/Riyadh Exhibition Center
Riyadh Exhibition Co. Ltd.
9661 4541448/966 1 4544846

리야드 가구 실내장식박람회

괴텐부르크 자동차 박람회 

Gothenburg Motor Show
98.2.18 - 2.22
괴텐부르크/Svenska Massan
Svenska Massan Stiftelse
4631 7088000/4631 160330

괴텐부르크 관광서비스 및 상품 박람회

TUR/lnt'l Tourism & Travel Fair
98.3.19 - 3.22,99.3 25 - 3.28
괴텐부르크/Svenska Massan
Svenska Massan Stiftelse

스륙書皆 광고 박람회

Advertising & Media Trade Fair
98.1.14-1.15
스톡홀름 / Stockh 이 msmaessan
Stockholm International Fair
46 8 7494100 / 46 8 992044

스HU 그래픽 산업 박람회
GRAFEX/lnt'l Fair for the Graphic Industry 

98.1.14-1.17
스톡흥름 /Fairs & Congress Centre
Stockh 이 msmaessan

깜뽀그란지 종합 박람회

MS FERINTER/Infl Fair of Mato Grosso do Sul
98. 8.4 ~ 8.9
깜뽀그란지 / Albano Franco Exhibition Center 
Certame Eventos Promotional Ltda.
55 67 7212780/5511 7213327

깜뽀그란지 크리스마스 선몰용품 박람회

NATAL & NEGOCIOS/Exh. Christmas and Gift
98.12.8- 12.13,99.12.7- 12.12
깜뽀그란지 /Albano Franco Exhibition Center 
Certame Eventos Promotional Ltda.
55 67 7212780/55 11 7213327

Saudi Furniture & Interiors
98. 5.24 - 5.28,99. 5.23 - 5.27
리야드/Riyadh Exhibition Center
Riyadh Exhibition Co. Ltd.
966 1 4541448 / 966 1 4544846

젯다 컴퓨터 및 사무기기 박람회

Mid이e East Computing & Business Equipment Exh.
98.4.26 - 4.30
졧다/Jeddah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Al-Harithy Company for Exhibition
•44171 2233431 /44 171 2284229

46 31 7088000 / 46 31 160330

괴텐부르크 목재가공기술 박람회

TRA & TEKNIK/Wood & Woodworking Machinery 
Trade Fair

98.8.26 - 8.29
괴탠부르크/Svenska Massan
Svenska Massan Stiftelse
4631 7088000/4631 160330

46 8 7494100 / 46 8 992044

스륵書콤 글동품 박람회

ANTIK/Stockholm Int'l Antiques Fair
98.1.15-1.18
스■톡흥름 /Fairs & Congress Centre
Stockholmsmaessan
46 8 7494100 / 46 8 992044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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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륙허»선■용폼 박람회

FORMEX/Glassware, China, Arts & Crafts & Giftware 
Fair

98.1.22- 1.25,98. 9.3 - 9.6
스록호름 / Stockholmsmaessan
Sollentuna Maessan
46 8 925900/46 8 929774

스스M 조병 박밤회
UGHTING/Lighting Trade Fair

98. 2.4 - 2.8
스록흐름 /Svenska Maessan
Stockh 이 msmaessan
46 8 7494100/46 8 992044

스로M 귀금속세공박밤회
Guldsmeds Maessan

98.2.4 - 2.8,98.8.19 - 8.23
스톡흥름 / S에entuna massan
Sollentuna maessan
46 8 925900/46 8 929774

스륵호鲁가구박삼회

MOBELMASSAN/lnt'l Swedish Furniture Fair
98. 2.4 - 2.8,99. 2.10 - 2.14
스록흐름 /Svenska Maessan
Stockholm International Fair
46 8 7494100 / 46 8 992044

스패션 박삼히

Stockholm Fashion Fair
98.2.13 - 2.15,98. 8. 28 - 8.30
스톡흥룜 /Fairs & Congress Centre
Stockh 이 msmaessan
46 8 7494100/46 8 992044

스류흐鲁 매킨토시 박람회

Mac World Expo
98.3.31 - 4.2
스록흡름 /Fairs & Congress Centre
Stockholmsmaessan
46 8 7494100 / 46 8 992044

스컴퓨터 박람회

Networks Telecom Inti Trade Fair
98. 9.
스톡흥름 / Stockholmsmaessan
Stockholmsmaessan
46 8 7494100 / 46 8 992044

스HU 오락용품 박함회
NOJE/Scandinavian Entertainment Fair

98.10.
스혹휼름 / Fairs & Congress Centre
Stockholmsmaessan
46 8 7494100 / 46 8 992044

욘쇼핑 주택 및 정원용품 박람회

Vi i Villa/House & Garden Show
98.4.3 - 4.5
욘쇼핑 /日mia Fairgrounds
티mia Fairs
46 36 15200 / 46 36 164692

스위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로잔 선믈용품 박밤회

SOUVENIR-CADEAU/Swiss Fair for Souvenirs & 
Presents

98.2.1-2.3
로잔 /Palais de Beaulieu
Palais de Beaulieu
41 21 6432111 /64 21 6433711

로잔 패션 박람회

TEX-SHLE/Swiss Professional Fashion Fair
98. 2.1 - 2.3,98.8.26 - 8.28
로잔 /Palais de Beaulieu
Palais de Beaulieu
41 21 6432111 /64 21 6433711

로잔 컴퓨팅 박람회

COMPUTER AT HOME/Domestic Computing
Exh.

98. 4. 28 - 5.1,99.4.27 - 4.30
로잔 /Palais de Beaulieu
Palais de Beaulieu
41 21 6523070 / 41 21 6525750

로잔 컴퓨터 및 정보산업 박람회

COMPUTER/Informatics, Telecommunication Exh.
98.4. 28-5.1,99.4.27 -4.30
로잔 /Palais de Beaulieu
Palais de Beaulieu
41 21 6523070 / 41 21 6525700

로잔 종합 박밤회

COMPTOIR Swisse/National Fair
98.9.16 - 9. 27
로잔 /Palais de Beaulieu
Palais de Beaulieu
41 21 6432111/41 21 6433711

早체△ 소비재 박람회

LUGA/Agricultural & Handicraft Exhibition
98.4 24 - 5.3,99.4.23 - 5.2
루체룐/Allmend
LUMAG, Luzemer Messe-und
Ausstellungsgenosssenschaft
41 41 3183700/41 41 3183710

早헤0 가구 박람회

Schoener Wohnen/Exh. For Furniture & Furnishings
98.10. 22 - 10.26
루체룐/Allmend
LUMAG, Luzemer Messe-und
Ausstellungsgenosssenschaft
41 41 3183700/41 41 3183710

阜헤△종합 박람회

LUWAL/Trade & Industrial Fair of Central
Switzerland

98.11.28- 12.6,99.11.27- 12.5
루체른/AHmend
LUWAL, Luzemer Ausstellungsgenosssenschaft
41 41 2406666 / 41 41 2406668

바il 소비재 박람회

MUBA/The Great Experience for the General Pu이ic
98.3.13-3. 22
바젤 /Messe Basel
Messe Basel
41 61 6862020/41 61 6862194

바재 시게 및 귀금속 박람회

BASEMEur叩ean Watch, Clock and Jewellery Fair
98.4.22 - 4.29
바젤/Messe Basel
Messe Basel
41 61 6862020 / 41 61 6862194

바補 예술품 박람회

ART/Infl Art Fair
98.6.10-6.15
바젤 /Messe Basel
Messe Basel
41 61 6862020/41 61 6862194

바젤 릉신 및 사무기기 박람회

ORBIT/Information, Communication, Organization 
Exh.

98.9.22 - 9.26
바젤 /Messe Basel
Messe Basel
41 61 6862020/41 61 6862194

바젤 그래픽예술 박람회

PUBLISH/Grafic Trade Fair
98.9. 22 - 9.26
바젤 /Messe Basel
Messe Basel
41 61 6862020/41 61 6862194

바젤 추계 종합 박함회

BHWM/The Basel Autumn Market & Wine Fair
98.10.30- 11.8,99.10.23-11.1
바젤 /Messe Basel
Messe Basel
41 61 6862020/41 61 6862194

바젤 소매용품 박람회

SHOPFAIR/Shopfitting, Display & Sales Promotion 
Fair

99. 2.2 - 2.6
바젤 /Messe Basel
Messe Basel
41 61 6862020 / 41 61 6862194

발렌시아 목재가공 박람회

MADERALLA/Woodworking Products, Hardware, 
미 丫 Exh.

99.11.
발렌시아/Valencia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F. M. I.-Feria Muestrario Internacional de Valencia 
34 6 3861100 / 34 6 3636111

베른 관광상품 박람회

Ferienund Gesundheitsmesse/Holiday and Health 
Fair

98.1.15- 1.18,99.1.7- 1.10
베룐/BEA bern expo
FairCom AG
41 31 9220613 / 41 31 9220445

베튼 종합 박람회

BEA/Handicraft, Agriculture, Trade & Industry Exh.
98.4.25 - 5.4,99.4.24 - 5.3
베른/BEA bern expo
BEA bern expo
41 31 3321988/41 31 3327572

베른 디지W 미디어기숩 박람회
CYBERWORLD/lnteractive Digital Media Tech. Fair

98.6.
베른/BEA bern expo
BEA bern expo
41 31 3321988 / 41 31 3327572

베치콘 박람회

ZOM/Zurich Oberland Trade Fair
98.8.
베치콘/Eisstadion
Zomag ag
41 55 2103133/41 55 2103134

브릭 소비재 박람회

OGA/Regional Consumer Goods Exhibition
98.9.4 - 9.12
브릭 /OGA-Areal Simplonplatz Brig
Oberwalliser Gewerbe-Ausstellung
41 31 3321988 / 41 31 3327572

사파우젠 추계 종합 박람회

SH/Schaffhausen Autumn Fair
98.10.
사파우젠/Auf der Breite
Festhallen-Vermietung AG
41 52 7221744/41 52 7214774

상갈렌 소비재 박람회

OWIRA/Eastern Switzerland's WIR-Christmas Fair
98.12.4- 12.7,99.12.3- 12.6
상갈렌 /이ma Messen St. Gallen
OWIRA-Genossenschaft, Mr. P. Haenseler
41 71 6331855/41 71 6332065

윈터처 종합 박람회

Winterthur Fair
98.11.27- 12.6,99.11.26- 12.5
윈터처/E니achh제e
Maurer+Salzmann AG
41 52 2128001 /41 52 2121100

제네바상용자동차쇼

Int'l Commercial Vehicles Show
98.1.16-1.22
제네바/Palexpo
Orgexpo
41 22 761 11 11 /41 22 798 01 00

제네바 자동차 박람회

Salon de rAutomobile/lnt l Motor Show
98.3.5 - 3.15,99.3.11 -3.21
제네바/Palexpo
Comite Permanent du Salon Int'l de I'Automobile
41 22 7611111 /41 22 7980100

제네바 시계 박람회

HAUTE HORLOGERIE/lnt'l Luxury Watch Exhibition
98.4.
제네바/Palexpo
Comite International de la Haute Horlogerie
41 227153650 / 41 227321765

제네바 현대 미술품 박람회

EUROP'ART/Infl Fair of Contemporary Art Galleries
98.4. 29 -5.3,99.4. 28 - 5.2
제네바/Palexpo
EUROP'ART
41 21 3121717/41 21 3205059

제네바 서적 및 인쇄물 박람회

Livre et Presse/lnt'l Fair of Books & Press
98.4.29 - 5.3,99.4.28 - 5.2
제네바/Palexpo
Salon International du Livre et de la Presse
41 21 3121088/41 21 3205059

제네바 관광용품 박람회

EIBTM/Incentive, Business Travel & Meeting Exh.
98.5.12-5.14,99. 5.18 - 5.20
제네바/Palexpo
E.I.B.T. M.LTD
44 273 735253 / 44 273 749539

취리히 소매품 박람회

ORNARIS/The Tendency & Novelty Fair
98.1.18-1.21
취리히 /Messe Zurich
ORNA 이 S
41 31 3313724 / 41 31 3331861

취리히 굴동용품 박람회

ANTIC/lnt'l Art and Antiques Fair
98.4.
취리히/Messe Zurich
MEDIAG Messe-Dienst AG
41 1 3622300 / 41 1 3631300

취리히 추계 가정용품 • 운동용품 및 패션 박람회 

ZUSPA/Autumn Show for Household, Sports & 
Fashion

98.9.24 - 10.4,99.9. 23 - 10.3
취리히/Messe Zurich
Messe Zurich AG
41 1 3187111/41 1 3187101

취리히 크리스마스용품 박람회

TEMPO/Buyer's Fair for Christmas Gifts
98.10.18-10.19
취리히/Messe Zurich
ORNA 이 S
41 31 3313865 / 41 31 3331861

취리히 자동차 박람회

AUTO ZURICH/Car Exhibition
98.11.12-11.15
취리히/Messe Zurich
Verein Auto Zurich
41 1 8220485/41 1 8220485

취리히 사무용품 및 문구류 박람회

PAPEX/Office Suppliers, Stationery, 티ectronics
99.4.
취리히/Messe Zurich
Messe Zurich AG
41 1 3187111/41 1 3187101

쿠어 소비재 박람회

HIGA/Commercial, Industrial, Trade Exhibition
98. 5.15-5.24,99.5.7 - 5.16
쿠어/Markthalle
HIGA Chur AG, c/o Engel AG Chur
41 81 2841445/41 81 2848285

룬 추계 종합 박람회

OHA/Bernese Oberland Autumn Fair
98. 8. 27 - 9.6,99.8. 26 - 9. 5
툰/OHAThun
Thun-Expo Genossenschaft
41 33 2251120 / 41 332251128

스페인

라스팔마스 카나리 패션 박람회 

EXPOMODA
98.2„ 98.9.
라스팔마스 /Las Palmas Exhibition Center 
Institucion Ferial de Canarias
34 28 416020 / 34 28 411710

라스끌마스 카나리군도 종합 박람회

Canary Islands Int'l Fair
98.4.
라스팔마스/Las Palmas Exhibition Center 
Institucion Ferial de Canarias
34 28 416020/34 28 411710

레우스 여행 및 레저용품 박람회

JARDITUR
98.3.
레우스/Pa 山 cio Ferial
Feria de Reus
34 77 317215 / 34 77 316359

레우스 소비재 박람회

EXPOREUS/Consumer Goods Exhibition
98.10.10-10.18
레干스 /Palacio Ferial
Feria de Reus
34 77 317215/34 77 316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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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 모조장신구 박람회

BISUTEX/Fashion Jewelry and Accessories Trade
Fair
98.1.16-1.20,98. 9.18-9.22
마드리드 / Juan Carlos I Exhibition Center
IFEMA-Feria de Madrid
341 7225000/341 7225801

마드리드 선을용품 박람회

INTERGin/lntl Gift Fair
98.1.16- 1.20,98.9.18-9.22
마드리드 /Juan Carlos I Exhibition Center 
IFEMA-Feria de Madrid
341 7225000/341 7225801

마드리드 보석 및 시계 박람회 

IBERJOYA/Infl Jewelery & Watch Fair
98.1.16 - 1.20,98.9.18-9. 22
마드리드/Juan Carlos I Exhibition Center 
IFEMA-Feria de Madrid
34 1 7225000 / 34 1 7225801

마드리드 관광 박람회

FITUR/lnt'l Tourism Trade Fair
98.1.28-2.1
마드리드 /Juan Carlos I Exhibition Center
IFEMA-Feria de Madrid
34 1 7225000 / 34 1 7225801

마드리드 패션 박람회

PASARELA CIBELES
98.2.10 - 2.13,98.9.8 - 9.11
마드리드 /Juan Carlos I Exhibition Center
IFEMA-Feria de Madrid
341 7225000/341 7225801

마드리드 현대 미술품 박람회

ARCO/lnt'l Contemporary Art Fair
98.2.12-2.17
마드리드/Juan Carlos I Exhibition Center
IFE애A-Feria de Madrid
34 1 7225000 / 34 1 7225801

마드리드 DIY 용품 박람회

BRICOLAGE/lnt'l Do-It-Yourself Fair
98. 3.14-3. 22
마드리드/Juan Carlos I Exhibition Center
IFEMA-Feria de Madrid
34 1 7225000 / 34 1 7225801

마드리드 가구 박람회

Feria Internacional del Mueble de Madrid
98.4. 21 - 4. 26
마드리드/Juan Carlos I Exhibition Center
IFEMA-Feria de Madrid
34 1 7225000 / 34 1 7225801

마드리드 자동차 박람회

SALON DE LA AUTOMOVIL DE MADRID
98. 5. 22 - 5. 31
마드리드 /Juan Carlos I Exhibition Center
IFEMA-Feria de Madrid
34 1 7225000 / 34 1 7225801

마드리드 사무기기 박람회

OFITEC/lnt'l Office Furniture & Equipment Exhibition
98. 5.5-5.9
마드리드/Juan Carlos I Exhibition Center 
IFEMA-Feria de Madrid
34 1 7225000 / 34 1 7225801

마드리드 장식 박람회

DECOTEC/Salon de la Decoracion Tecnica
98. 5.6 - 5.9
마드리드 /Juan Carlos I Exhibition Center
IFEMA-Feria de Madrid
34 1 7225000/341 7225801

마드리드 창문기자재 및 실내장식 박람회 

VETECO/Window, Curtain Walls & Structural Glass 
Exh.

98. 5.6 - 5.9
마드리드 /Juan Carlos I Exhibition Center 
IFEMA-Feria de Madrid
34 1 7225000 / 34 1 7225801

마드리드 상용차 박람회

FIAA/lnt'l Buses and Coaches Fair
98.11.18-11.21
마드리드 /Juan Carlos I Exhibition Center 
IFEMA-Feria de Madrid
34 1 7225000/341 7225801

마드리드 골동품 박람회

FERIARTE/Spanish Antique Dealers' Fair
98.11.21-11.29
마드리드 /Juan Carlos I Exhibition Center
IFEMA-Feria de Madrid
341 7225000/34 1 7225801

마드리드 자료처리 및 멀티미디어 박람회 

SIMO TCL/Data Processing, Multimedia & 
Communication Show

98.11.3-11.8
마드리드/Juan Carlos I Exhibition Center 
IFEMA-Feria de Madrid
341 7225000/341 7225801

마드리드 문구 및 공예품 박람회

GRAFOS/Stationery, Fine Arts & Handicrafts Trade
Show

99.1.
마드리드 /Juan Carlos I Exhibition Center
IFEMA-Feria de Madrid
34 1 7225000 / 34 1 7225801

마드리드 서적 박람회

UBER/Infl Book Fair
99.10.
마드리드 /Juan Carlos I Exhibition Center
IFEMA-Feria de Madrid
34 1 7225000 / 34 1 7225801

마드리드 자동차 박람회

MOTORTEC/Automotive Equipment & Components Exh.
99.6.
마드리드 / Juan Carlos I Exhibition Center
IFEMA-Feria de Madrid
341 7225000/341 7225801

바르셀로나 춘계 선욜 및 문구 박람회

EXPOHOGAR PRIMAVERA/lnt'l Gift & Stationery Fair
98.1.30-2.2
바르셀로나 /Fira de Barcelona
Rra de Barcelona
343 2332000/34 3 2332198

바르셀로나 인 쇄 박람회

GRAPHISPAG/lnt l Printing Exhibition
98.2.5-2.12
바르셀로나 /Fira de Barcelona
Rra de Barcelona
34 3 2332000 / 34 3 2332198

바르셀로나 의류패션 박람회

GAUDI-INTIMODA-MEDITERRANEO JEANS
98.2., 98.9.
바르셀로나/Fira de Barcelona
Rra de Barcelona
34 3 2332000 / 34 3 2332198

바르셀로나 예술박람회

ARTEXPO/Barcelona's Art Trade Fair
98.4.
바르셀로나/Fira de Barcelona
Rra de Barcelona
34 3 2332000 / 34 3 2332198

바르셀로나 관광 박람회

SITC/Infl Tourism Show in Catalonia
98.4.2 - 4. 5
바르셀로나 /Fira de Barcelona
Fira de Barcelona
34 3 2332000 / 34 3 2332198

바르셀로나 컴퓨터 및 데이터프로세싱 박람회 

INFORMAT/Computer and Data Processign Show
98.4. 21 - 4.24
바르셇로나/Fira de Barcelona
Fira de Barcelona
34 3 2332000 / 34 3 2332198

바르셀로나 잡화 박람회

FIRASTOCK/Sale & Liquidation of Stock Trade Fair
98. 5.
바르셀로나/Fira de Barcelona
Fira de Barcelona
34 3 2332000 / 34 3 2332198

바르셀로나서적 박람회

UBER/Infl Book Fair
98.9.
바르셀로나/Fira de Barcelona
Fira de Barcelona
34 3 2332000 / 34 3 2332198 

바르셀로나 보석 및 시계류 박람회 

BARNAJOYA/Jewelery, Clock, Watch, Silverware 
Exh.

98.9.10 - 9.14
바르셀로나/Fira de Barcelona
Fira de Barcelona
34 3 2332000 / 34 3 2332198

바르셀로나 선■용품 및 가정용품 박함회

EXPOHOGAR/lnt'l Gift & Housewares Show
98.9.10-9.14
바르셀로나/Fira de Barcelona
Fira de Barcelona
34 3 2332000 / 34 32332198

바르셀로나 자동차 박람회

AUTO MOVIl/lnt l Motor Show
99.5.22 - 5.30
바르실로나 /Fira de Barcelona
Rra de Barcelona
34 3 2332000 / 34 3 2332198

발렌시아 결혼용품 박람회

MIBODA/Fair of Services & Preparations for 
Weddings

98.1.
발렌시아/Valencia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F. M. I.-Feria Muestrario Internacional de Valencia 
34 6 3861100 / 34 6 3636111

발렌시아 가정용 직믈 및 실내장식 박함회

TEXTILHOGAR/lnt l Fair of Home Textiles & 
Decoration

98.1.20- 1.23
발렌시아/Valencia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F. M. I.-Feria Muestrario Internacional de Valencia 
34 6 3861100 / 34 6 3636111

발렌시아 문구 박람회

DIPA/lnt'l Stationery Fair
98. 2. 7 - 2.10
발렌시아/Valencia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F. M. I.-Feria Muestrario Internacional de Valencia 
34 6 3861100 / 34 6 3636111

발렌시아 모터사이클 및 자전거 박람회

2 RUEDAS/Motorcycle, Biehle & Accessories Show 
98.4.
발렌시아 /Valencia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F. M. I.-Feria Muestrario Internacional de Valencia
34 6 3861100 / 34 6 3636111

발렌시아 상용차 박람회

INDUTRANS/Commercial Transport Vehicle Show
98.6.4-6.7
발렌시아 /Valencia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F. M. I.-Feria Muestrario Internacional de Valencia 
34 6 3861100/34 6 3636111

발렌시아 세라믹, 유리 및 장식용품 박함회 

CEVIDER/Fair of Ceramics, Glass & Decorative 
Articles

98.9.28-10.3
발렌시아 /Valencia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F. M. I.-Feria Muestrario Internacional de Valencia
34 6 3861100 / 34 6 3636111

발렌시아 조영기구 박람회

FIAM/lnt'l Fair of Lighting Fixtures
98.9.28 - 10.3
발렌시아 /Valencia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F. M. I.-Feria Muestrario Internacional de Valencia 
34 6 3861100/34 6 3636111

발렌시아 가구 박람회

FIM/lnt'l Furniture Fair
98.9.28 - 10.3
발렌시아/Valencia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F. M. I.-Feria Muestrario Internacional de Valencia 
34 63861100/34 6 3636111

발렌시아 보석 박람회

FIJOVA/lnt'l Jewellery & Watches Fair
98.10.
발렌시아 /Valencia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F. M. I.-Feria Muestrario Internacional de Valencia 
34 6 3861100/34 6 3636111

발렌시아 현대미술품 박람회

INTERART/lnt'l Fair of Modern & Contemporary Art
98.10.
발렌시아 /Valencia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F. M. I.-Feria Muestrario Internacional de Valencia 
34 6 3861100 / 34 6 3636111

발렌시아 소비재 박람회

EXPOJOVE/Youth Fair
97.12.26-98.1.3,98.12.26-99.1.3
발렌시아/Valencia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F. M. I.-Feria Muestrario Internacional de Valencia 
34 6 3861100 / 34 6 363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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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렌시아 종합 박함회

FIV/Valencia Int'l Trade Fair
97.12.26-98.1.3,98.12.26 - 99.1.3
발렌시아 /Valencia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F. M. I.-Feria Muestrario Internacional de Valencia 
34 6 3861100 / 34 6 3636111

■바오 실내장식 박람회

INTERARK/Exhibition of Interior Decoration
98.3.31 - 4.4
빌바오/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Feria Internacional de Bilbao
34 4 4277200/344 4424222

■바오 소비개 박람회

EXPOCONSUMO/Consumer Goods Fair
98. 5.6-5.10
빌바오/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Feria Internacional de Bilbao
34 4 4277200 / 34 4 4424222

비바오 레저 및 관광 박람회

EXPOVACACIONES/Leisure & Tourism Exhibition
98. 5.6-5.10
빌바오 시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Feria Internacional de Bilbao
34 4 4277200/34 4 4424222

빌바오 자전거 박람회

CYCLE/Bicycle Exhibition
98.10. 29- 11.1
빌바오/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Feria Internacional de Bilbao
34 4 4277200 / 34 4 4424222

세비야 미술용품 박람회

ARTECOFRADE
98.1.30 - 2.8
세비야/FIBES
FIBES-Feria de Muestras Iberoamericana de
Sevilla
34 5 4478700/34 5 4478720

세비야 조명기기 박함회

I LUMINACION
98. 2.26 - 3.1
세비야/FIBES
FIBES-Feria de Muestras Iberoamericana de
Sevilla
34 5 4478700/34 5 4478720

세비야 가구 박람회

MOBIUARIA
98.2.26 - 3.1
세비야/FIBES
FIBES-Feria de Muestras Iberoamericana de
Sevilla
34 5 4478700/34 5 4478720

세비야 자동차 박람회

AUTOMOVIL/Motor Show
98.10.2-10.12
세비야/FIBES
FIBES-Feria de Muestras Iberoamericana de
Sevilla
34 5 4478700/34 5 4478720

엘체 자동차 박람회

FIRAUTO/Automobile & Subcontraction Industry Exh.
98. 5.
엘체 /Palacio Ferial
IFA-lnstitucion Ferial Alicantina
34 6 5682500 / 34 6 5682444

슬로바키아

니트라 가구 및 실내장식품 박람회 

FURNITURE AND HOUSING
98.3.3 - 3.8,99.3.2 - 3.7 
니트라 /Fairground AX
AX NITRA
421 87 536401 /421 87 35859

인포래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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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트라 자동차 박람회

AUTOSALON/lnt'l Motor Show
98.9.15 - 9.20,99.9.7 - 9.12
니트라 / Fairground AX
AX NITRA
421 87 536401 /421 87 35859

브라티슬라바 릉신 및 컴퓨터 박람회

COFAX/Telecommunication and Computer Exh.
98.6.
브라티슬라바/Fairgrounds Petrzalka 
INCHEBA
421 7 801111/421 7 847101

브라티슬라바 관광 및 레저 박람회

DANUBIUS GASTRO
98.9.
브라티슬라바/Fairgrounds Petrzalka
INCHEBA
421 7 801111/421 7 847101

브라티슬라바 종합 박람회

Infl Danubian Fair
98.9.10 - 9.13
브라티슬라바시ncheba Exhibition & Center
INCHEBA
421 7 801111/421 7 847101

브라티습라바 자동차 박람회

AUTOSALON/Infl Motor Show
98. 9. 22 - 9.27
브라티슬라바/Incheba Exhibition & Center
INCHEBA
421 7 801111 /421 7 847101

브라티슬라바 서적 박람회

BIBLIOTEKA BRATISLAVA/lnt I Book Fair
98.11.5-11.8
브라티슬라바시ncheba Exhibition & Center
INCHEBA
421 7 801111/421 7 847101

브라티슬라바 소비재 박람회

Christmas Market-Consumer Goods Exhibition
98.12.
브라티슬라바/Fairgrounds Petrzalka
INCHEBA
421 7 801111/421 7 847101

트렌친 생화용품 박람회

EXPODROGERIA
98.3.5 - 3.7
트렌친/Vystavisko TMM, Trencin
Vystavisko TMM, a. s., OS 200
421 831 432384 / 421 831 535600

슬로베니아

류■리아나 패션 박람회

FASHION
98.2.18 - 2.21,99.2.17 - 2.20
류블리아나/Gospodarsko Razstavisce 
Ljubljanski sejem d. d.
386 61 1735408 / 386 61 1735231

尋■리아나 관광레저 박람회

Alpe Adria-Tourism
98.3.17 - 3.22,99.3.9 - 3.14
류블리아나 /Ljubljana Fairgrounds
Ljubljanski sejem d. d.
386 61 1735408/386 61 1735231

尋■리아나 컴퓨터 박람회

Informatics
98. 5.13-5.16,99.5.12-5.15
류블리아나/Ljubljana Fairgrounds
Ljubljanski sejem d. d.
386 61 1735408/386 61 1735231

류■리아나 인터넷 박람회

Internet in Slovenia
98.9., 99.9.
류불리아나/Ljubljana Cankarjev Dom
Cankarjev Dom
386 61 1767100 / 386 61 217 431

畀■리아나자동차 박람회

Slovenian Motor Show
99.4.17-4. 25
류블리아나/Gospodarsko Razstavisce 
Ljubljanski sejem d. d.
386 61 1735408 / 386 61 1735231

튜블리아나 가구 박람회

Ljubljana Furniture Fair
98.11.2- 11.8,99.11.2-11.7
류블리아나/Gospodarsko Razstavisce 
Ljubljanski sejem d. d.
386 61 1735408 / 386 61 1735231

마리보 컴퓨터인쇄 박람회

GIB/Graphics-Informatics-Bureau
99.6.
마리보 / Maribor Tabor Fairgrounds 
Celjski Sejem d. o. o.
386 62103710 / 386 62100842

췔리예 무역 박람회

Inti Crafts Fair
98.9.11-9.20
쳴리예 / Celje Fairgrounds
Celjski Sejem d. o. o.
386 63 43300/386 6333098

크란 종합 박람회

Int'l Fair of Gorenjska
98.8.7 - 8.16,99.8.6-8.15
크란 / Kranj Fairgrounds
PPC Gorenjski Sejem Kmaj
386 64 221634/386 64 222696

크란중소기업 박람회

Int'l fair of Small-scale Industry & Trade
99.5.4 - 5.6
크란/Kranj Fairgrounds
PPC Gorenjski Sejem Krnaj
386 64 221634 / 386 64 222696

포르토로즈 소비재 박람회

Fair of Primoska
98. 5.27 - 5.31
푸르투루즈 /Marina Portoroz 
Primoski sejem-Doramat d. o. o.
386 66 22048/386 66 22048

시리아

다마스커스 종합 박람회

DAMASCUS INTL FAIR
98.8. 28-9.10,99.8.28-9.10
다마스커스 / Fairgrounds
General Establishment of Damascus Int'l Fair
963 11 2232116/96311 2245546

싱가포르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싱가포르 국제 가구전

International Furniture Fair Singapore(IFFS, AFS, 01)
98.3.2 - 3. 5
싱가포르/World Trade Center Singapore 
Singapore Furniture Industries CounciKSFI이 

65 5682626 / 65 5682922

싱가포르 미용 및 패션 박람회

Cosmetics, Hair, Beauty & Fashion Singapore
98.3.26 - 3.28
싱가포르 /World Trade Center Sing叩ore
Lines Exposition & Management Services Pte Ltd.
65 2998611/65 2998633

싱가포르 여행 박람회

Asia Trav이 Market
98.4.22-4.25
싱가포르,Suntec City Exhibition Centre
Reed Exhibition Pte Ltd.
65 3382002 / 65 3382112

싱가포르 선물용품 및 수공예품 박람회

Asian Int'l Gift, Handicraft, Stationery Fair
98.4.22 - 4.25
싱가포르/Suntec City Exhibition Centre 
Singapore Exhibition Services Pte Ltd.
65 3384747 / 653395651

싱가포르 문구 박람회

Asian International Stationery Fair
98.4.22 - 4.25
싱가포르 /Suntec City Exhibition Centre 
Singapore Exhibition Services Pte Ltd.
65 3384747/653395651

싱가포르 예술 및 굴동품 박람회

TRESORS/The Int'l Fine Art & Antique Fair for Asia
98.4. 23 - 4.28
싱가포르 /Suntec City Exhibition Centre 
Fine Art & Antique Exposition Pte Ltd.
65 3370153 / 65 3374719

싱가포르 자동차 기자재 박람회

AUTO MECHANIKAASIA
98.4.27 - 4.29
싱가포르 /World Trade Center
MESSE FRANKFURT SINGAPORE PTE.
65 7371704/65 7329296

싱가포르 가정용전자 박람회

Appliances & Electronics Asia
98. 5.21 - 5.24
싱가포르 /Suntec City Exhibition Centre
Singapore Infl Convention & Exhibition Centre
65 4312262/65 4312268

싱가포르 컴퓨터 릉신 박람회

Network Asia/Asian Infl Networking Exhibition
98.6.2 - 6. 5
싱가포르 /Suntec City Exhibition Centre 
Singapore Exhibition Services Pte Ltd.
653384747/65 3995651

싱가포르 퍼스컴 박람회

The PC Show/The Software Show
98.6.25 - 6.28
싱가푸르/World Trade Center Singapore
Lines Exposition & Management Services Pte Ltd.
65 2998611 /65 2998633

싱가포르 음향 및 조명기기 박람회

Pro Audio & Light Asia
98.7.14-7.16
싱가포르 /World Trade Center Singapore
HR Exhibition Pte. Ltd.
65 2270688/65 2270913

싱가포르 가정용 소비재 박람회

HIGH LIFE/lnt'l Trade Fair for Consumer Goods
98.9.15-9.17
싱가포르 /World Trade Center Singapore
MESSE FRANKFURT SINGAPORE PTE. Ltd
65 7371704/65 7329296

싱가포르 프랜차이징 박람회

GF/Global Franchising
98.9.17-9.19
싱가포르 /Suntec City Exhibition Centre 
Singapore Exhibition Services Pte Ltd. 
653384747 / 65 3395651

싱가포르 국제 디자인포럼

International Design Forum 1998
98.10.21 -10.24
싱가포르 /Suntec City Convention Center
The Design Center, Division of Singapore Trade 
Development Board
65 297 2822/65 296 2670

싱가포르 컴퓨터 및 기술 박람회

COMDEX/Asia at Singapore Informatics
98.10.7-10.9
싱가포르 /Suntec City Exhibition Centre 
Times Conferences & Exhibition Pte. Ltd.
65 2848844 / 65 2865754

싱가포르 정보 박람회

SITEX/Singapore IT Exposition
98.12
싱가포르 /World Trade Center
Technofair*s Corporation Pte. Ltd.
65 3381789/65 3360718

싱가포르 산업디자인 박람회

Shop Design Asia
99.6.22 - 6.25
싱가포르 /Suntec City Exhibition Centre
Messe Dusseldorf Asia Pte. Ltd.
65 3329630 / 65 3329655

싱가포르 목재가공 및 가구기자재 박람회

WMA, FNT/WoodmacAsia, FurniTek Asia
99.9.7-9.10
싱가포르 /World Trade Center Singapore 
Singapore Exhibition Services Pte Ltd.
65 3384747 / 65 3995651

아랍에미리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두바이 춘계 종합 박람회

I. S. T. F이nt'l Spring Trade Fair
98.3.22-3.29,99.3.14-3.19
두바이 / Dubai World Trade Center
Al Fajer Information & Services
971 4 621133/971 4 622802

두바이 가정용 전자제품 박람회

CES/Middle East Consumer Electronics Show
98.3.4-17
두바이 /Dubai World Trade Center 
Dubai World Trade Centre LLC.
971 4 3086043/971 4 318034

두바이 장신구 박람회

Int'l Jewellery Dubai
98.4.1 - 4. 5
두바이 / Dubai World Trade Center 
Dubai World Trade Centre LLC.
971 4 3086043 / 971 4 318034

두바이 섬유, 의류, 유아 및 아동용품 박람회

MOTEXHA SPRING/CHILO EXPO
98.4.28 - 5.1,99.4.27 - 4.30
두바이 / Dubai World Trade Center 
HR Exhibitions Ltd.
971 4 365161/971 4 364006

두바이 관광산업 박람회

Arabian Travel Market
98.5.5 - 5.8
두바이 / Dubai World Trade Center
Reed Exhibition Companies(UK)
44181 9107910/44181 942171

두바이 가구 및 인테리어 디자인 박람회

INDEX/lnt'l Furniture & Interior Design Exhibition
98.10.7- 10.11,99.10.6- 10.10
두바이 /Dubai World Trade Center
Channels
971 4 824737 / 971 4 825757

두바이 보석 및 시계 박람회

Dubai's Mid, Jewellery, Gems and Watchs Exh.
98.10.21 -10.24
두바이 / Hotel Al Bustan, Dubai
Advexh International
971 4 216587/971 4 272397

두바이 장식, 선물용품 박람회

AMBIENTE ARABIA/The M. E. Gift & Luxury Goods 
Event

98.10.21 - 10.24,99.10.20- 10.23
두바이 / Dubai World Trade Center 
HR Exhibitions Ltd.
971 4 365161/971 4 364066

두바이 컴퓨터 박람회

Computer Shopper Exhibition
98.10.29- 11.2
두바이 / Dubai World Trade Center 
Dubai World Trade Centre LLC.
971 4 3086043/971 4 318034

두바이 정보기술 박람회

GITEX/Gulf Information Technology Exhibition
98.10.29- 11.2,99.10.28- 11.1
두바이 / Dubai World Trade Center 
Dubai World Trade Centre LLC.
971 4 3086043/971 4318034

두바이 자동하 박람회

Middle East Int'l Motor Show
98.11
두바이 /Dubai World Trade Center 
Dubai World Trade Centre LLC.
971 4 3086043/971 4318034

두바이 추계 종합 박람회

I. A. T. FJInt'l Autumn Trade Fair
98.11.8- 11.12,99.11.21 - 11.25
두바이 /Dubai World Trade Center
Al F히er Information & Services
971 4 621133/971 4 622802

샤자 인테리어 박람회

GIF/GuH Interiors Fair
98.5.10 - 5.15,99.5.10-5.14
샤쟈 /Expo Center, Sharjah
Expo Centre Sharjah
971 6391888/971 6 392888

샤자 소비재 박람회

EXPO INTERNATIONAL FAIR
98.5.24 - 5.30,99. 5.23 - 5. 28
샤쟈/Expo Center, Sharjah
Expo Centre Sharjah
971 6 391888 / 971 6 392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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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자 시계 및 보석 박람회

Mideast Watch and Jewellery Fair
98.10.4- 10.8,98.10.4- 10.8
샤쟈/Expo Center, Sharjah
Expo Centre Sharjah 
971 6 391888 / 971 6 392888

더■린 윈도우 박람회

Windows World
98.4.29 - 4.30
더블린 /Royal Dublin Socidty 
Computer Scope Ltd.
353 1 8303455 / 353 1 8300888

런던 패션 박람회

THE LONDON SHOW/London Interseason Fashion
98. 2.1 - 2.3
런던 /Business Design Center 
Barker Brown Events Ltd.
44 171 6373313 / 44 171 4364658

버밍햄 사무기기 임대 박람회

HIREX/Plant, Tool & Eguipment Exhibition
98.1.20- 1.22
버밍햄/NEC 
EMAP Maclaren Ltd.
44181 2775000/44181 27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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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쟈자동차 박람회

MOTOR SHOW/Infl Automobile Show
98.10.22- 10.26
샤쟈 /Expo Center, Sharjah
Expo Centre Sharjah
971 6 391888/971 6 392888

더■린 추계 선물용품 박람회

AGFG/Autumn Gifts & Fancy Goods Fair
98. 8.30 - 9. 2
더블린 /Royal Dublin Socidty 
John Palmer Exhibitions Ltd.
3531 2694022/3531 2692295

런언 진귀 자동차 박람회

Classic Motor Show
98.3.21 - 3.22
런던 /Alexandra Palace 
Greenwoods Exhibitions 
44 1296 631181/44 1296 630394

버밍햄 춘계 종한 박람회

ISF/lnt'l Spring Fair
98. 2.1 - 2. 5,99.2.7.2.11
버밍햄/NEC
Trade Promotion Service Ltd.
44 181 8559201 /44 181 8553506

■M —
J

아부다비 장신구 박람회

Arab Jewellery, Watches
98.10. 29 - 11.1
아부다비 / Abu Dhabi Int'l Exhibition Centre
Emirates Exhibition Certre
971 2 795444 / 971 2795136

더■린 마케링 박람회

The Marketing & Sales Promotion Show
98. 9.
더블린 /Royal Dublin Socidty 
SDL Exhibitions Ltd.
3531 4900600/3531 4908934

런던 서적 박람회

UFB/London Int'l Book Fair
98.3.22 - 3.24
런던/Olympia
Reed Exhibition Co., Ltd.
44 181 9107910 / 44 181 9402171

버밍햄 미래생對 박람회

BBC Tomorrows World Live Event
98. 2.18-2.22
버밍햄/NEC
Consumer Exhibition Ltd.
44 181 9481666 / 44 181 3320495

아부다비 종합 박람회 에스토니아 런던 생祉디자인 박함회 버밍햅 바닥 장식재 박람회

A. D. 1. FJAbu Dhabi Int'l Fair
99.4.12-4.19 警린 의尋 박람회

LDL/Living Design London
98.3.22 - 3.25

INTERFLOOR/Infl Floorcovering Exhibition
98. 2. 22 - 2. 24

아부다비 / Abu Dhabi Int'l Exhibition Centre 
Abu Dhabi International Exhibitions 
971 2 446900/971 2 446135

아르헨티나

BFF/Baltic Fashion Fair
98.1.29- 1.31,98.8.27 - 8.29
탈린 /Eesti Naeitused Exhibition Center 
Athosaar & Tiik Ltd.
372 6 313221/372 6 313811

런던 / Battersea Park 
Art& Design Promotions Ltd. 
44171 8333373 / 44 171 8333379

런던 춘계 공예품 박람회

버밍햄/NEC
Paragon Exhibition Ltd.
44 1283 575564 / 44 1283 575622

버밍햄 소프트웨어 박밤회

부에노스아이레스 가정용품 및 선물용품 박람회

REGALA/lnt'l Houseware & Gift Show
98.3.19-3.23,98.8.20 - 8. 24
부에노스아이레스 /Costa Salguero Center
Salones Especializados s. r. 1.
54 1 3939515 / 54 1 3934131

부에노스아이레스 서적 박람회

티 Libro/The Book from the Author to the Reader
98.4.14-5.4
부에노스아이 레스 /Centro Municipal de
Exposicion
Fundacion El Libro
54 1 3222225 / 54 1 3255681

부에노스아이레스 자동차 박람회

EXPO MOTORS/lnt'l Automobile and Motorcycle Fair
98.4.19 - 4.27
부에노스아이레스 /Predio Ferial de Palermo 
EMIBA Division de Grupo Comercial Argentina S. A.
54 1 3111085 / 54 1 3136975

할린 자동차 박람회

MOTOREX/lnt l Moh)r Show Tallinn
98.3.25 - 3.29
탈린 /Eesti Naeitused Exhibition Center
Apex Racing Ltd.
372 6 556142 / 372 6 556143

修린 관광 박람회

TOUREST/Infl Travel Exhibition
98. 9.17-9.20
탈린 /Eesti Naeitused Exhibition Center
The Estonian Association of Travel Agents
372 6 313013 / 372 6 313622

慟린가구 박람회

Tallinn Furniture and Interior Decoration Fair
98.10.30- 11.1
탈린 /Eesti Naeitused Exhibition Center
Estonian Fairs Ltd.
372 2 238697 / 372 2 239177

에루아도르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RAFT FAIR/Spring Craft Fair
98.4.11 -4.13,99.4.3 - 4. 5
런던 /Alexandra Palace
Marathon Event Management Ltd.
44181 3663153/44 181 3666844

런던 정보처리 박람회

COMDEX
98.4.28 - 4.30
런던 /Eads Court
SOFTBANK COMDEX Inc.
44 171 2084188 / 44 171 2084184

런던 소매유롱 박람회

INCENTIVE/National Incentive & Promotions Exh.
98. 5.12-5.14
런던/이 ympia
Miller Freeman Exbns & Conferences Ltd.
44181 7422828 / 44 181 7473856

런던 인터넷 박람회

INTERNET WORLD UK/lnternet Conference & Exh.
98.5.12-5.14

Supply Chain Software
98.3.
버밍햄/NEC
Interactive Exhibition Ltd.
44 181 5415040/44 181 9745188

버밍햄 CAD, CAM 박참회

ICAT/lntegrating Computer Aided Technology
98.3.3 - 3. 5
버밍햄/NEC
EMAP Computing Ltd.
44 171 3882430 / 44171 3882578

버밍핼 관광 박람회

BTTF/British Travel Trade Fair
98.3.25 - 3.26
버밍햄/NEC
Reed Exhibition Co., Ltd.

：44181 9107910/44181 9402171

버밍햅 산업디자인 박삼회

Design for Man비acture Exhibition
j 98.4.28-4.30

부에노스아이레스 가구 박람회

EXPOMUEBLE/lnt l Furniture Salon
98. 5.15-5.25
부에노스아이 레스 /Cenro Municipal de Exosicion 
Camara del Fabricantes de Muebles, Tapicerias y 
Afines
54 1 5835606 / 54 1 5835608

부에노스아이레스 컴퓨터 박람회

C0MDEX/1NF0C0MM/WIND0WS WORLD ARGENTINA
98. 5.19-5.22
부에노스아이 레스 /Costa Salguero Center
E. J. Krause & Associates, Inc.
1 671 4331500/1 671 4496953

부에노스아이레스 종합 박람회

RURAL/lnt'l Livestock Agricultural & Industrial Exh.
98.7.24 - 8.13
브에노스아이레스 /Predio Ferial de Palermo
Sociedad Rural ArgentinafS. R. A.)
54 1 7775518/541 7775518

아일랜드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에쿠아도르 종합 박람회

Feria International del Ecuador
99.10
과야낄/FeriasTotal
Ferias S. A.
593 4 290011/593 4 290080

퀴토 서적흐판 박람회

LlP/lnt'l Fair for Book, Paper & Printing
98.6.
퀴토 / Centro de Exposiciones Quito
Ecuasistem Cia. Ltda.
593 2 220336/593 2 220855

퀴토 롱신기기 박람회

COMPU Quito/lnfl Data Processing Fair
98.10.19-10. 25
퀴토/Centro de Exposiciones Quito
Ecuasistem Cia. Ltda.
593 2 220336/593 2 220855

' 열국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런던/이 ympia
Learned Information(Europe) Ltd.
441865 388000/44 1865 736354

런던 귀금속 박람회

IJL/lnternational Jewellery London Trade Fair
98. 9.
런던 /Earls Court Hotel
Reed Exhibition Co.. Ltd.
44181 9107910/44 181 9402171

런던 문구박람회

STATINDEX-Stationery Industry Exhibition
98. 9.26 - 9. 28
런던/이 ympia
HR Exhibitions Ltd.
44 171 4535300 / 44 171 4535302

버밍햄 인테리어디자인 박람회

DECORATIVE INTERIORS/lnterior Design Trade
98.1.18-1.21
버밍햄/NEC
Miller Freeman Exbns & Conferences Ltd.

버밍햄/NEC
Argus Business Media Ltd.

I 44 1737 768611 /44 1737 761685

버밍행 ♦레식 자몽차 박참회

Classic & Sportscar Show
98. 5.2 - 5.4
버밍햄/NEC
Haymarket Exhibitions Ltd.
44171 4022555/44171 4020920

버밍행 간판 박람회

：SIGN UK/Signs & Signmaking Exhibition
98.5.12-5.14
버밍햄/NEC
Miller Freeman Exhibitions Ltd.
44 181 7422828 / 44 181 7473856

버밍해 소매판애 마케빙 박習회

RETAIL SOLUTIONS/Retail Technology
1 98.5.19-5.21

버밍햄/NEC
EMAP Business Communications

더■뢴 전릉민예품 박람회

Showcase Ireland
98.1.18-1.21
더블린 /Royal Dublin Society 
Euro Fairs Ltd.
353 1 2958185 / 353 1 2958187

더■린 춘계 의류 박람회

Moda Ireland Spring Fair
98.2.
더블린 /Royal Dublin Socidty 
Moda Ireland Ltd.
353 1 2954911 /353 1 2958187

더보린 춘계 선물용품 박람회

SGFG/Spring Gifts & Fancy Goods Fair
98.4.19 - 4.27
더블린 /Royal Dublin Socidty 
John Palmer Exhibitions Ltd. 
353 1 2694022 / 353 1 2692295

글래스고우 춘계 소비재 박람회

Glasgow Trade Fair
98.1.22- 1.25
글래스고우 /Scottish Exhibition Center 
Made in Scotland Ltd.
44 1463 782578/44 1463 782409

런던 미슬 박람회

ART/London Contemporary Art Fair
98.1.21-1.25
런던 / Business Design Center
Business Design Center
44171 3593535 / 44171 2886446

런던 끌동폼 박람회

West London Antiques & Fine Art Fair
98.1.22 - 1.25
런던 / Kensington Town Hall
Penman Antiques Fairs
44 1444 482514 / 44 1444 483412

44181 7422828/44 181 7473856

버밍햄 가정용품 박람회

KBB/Kitchens, Bedrooms & Bathrooms Equipment 
Exh.

98.1.18-1.21
버밍햄/NEC
Miller Freeman Exbns & Conferences Ltd.
44181 7422828/44 181 7473856

버밍행 가구 박람회

THE FURNITURE SHOW
98.1.18-1.21
버밍햄/NEC
Miller Freeman Exbns & Conferences Ltd.
44181 7422828/44 181 7473856

44 181 2775000 / 44 181 2775125

버밍핼 타일 박람회

EXPOTILE/Tile Trade Exhibition
98. 5.31 - 6. 2
버밍햄/NEC
Tile Promotion Board
44 181 6631569 / 44 181 6630949

버밍핼 무역 박람회

INTRADE/The Int'l Trade Exhibition and Conference
98.6.
버밍햄/NEC
Brintex Ltd.
44171 9736401 /44 171 233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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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밍햄 여행용품 박람회

Nat Accessory & Luggage Fair
98.6. 5 - 6. 8
버밍햄 / Mort 아xycle Museum
M & S Management Services
44 161 4371943 / 44 161 4371943

버밍햄 추계 소비재 박람회

IAF/lnternational Autumn Fair
98.9.6 - 9.9
버밍햄/NEC
Trade Promotion Services Ltd.
44 181 8559201 /44 181 8553506

버밍햄 자동차 박람회

British Int'l Motor Show
98.10. 20- 11.1
버밍햄/NEC
SMMT Ltd.
44171 2357000/44171 2357112

버밍햄 가구산업 박람회

ASFI/Furniture Industry Suppliers Exhibition
98.11.15-11.18
버밍햄/NEC 
ASFI Events Ltd.
44 1423 530586 / 44 1423 503520

버밍햄 춘계 소비재 박람회

International Spring Fair
99.Z7-211
버밍햄/NEC
Trade Promotion Service Ltd.
44 181 8559201 /44 181 8553506

번마우스 관광 박람회

INTERHOUHoliday Show
98.1.30 - 2.1
번마우스 /International Centre
Premier Exhibitions Ltd.
44 1242 516738/44 1242 222305

번마우스 춘계 공예용품 및 선몰용품 박람회

Spring Craft & Gift Fair
98.3.13-3.15
번마우스 /International Centre
BIC Exhibitions
44 1202 456509 / 44 1202 456500

讨 페스트 관광 박람회

HOLIDAY WORLD/Travel and Tourism Exhibition
98.1.7-1.11,99.1.6- 1.10
벨페스트 /Kings Hall
Holiday & Leisure Fair Ltd.
353 1 2954911 /353 1 2957417

사우스햄턴 마케팅 박람회

Marketing Forum/Sales & Marketing Exhibition
98.9. 23 - 9.26
사우스햄턴 /。riana/Southhampton Dock 
Richmond Events Ltd.
44 181 3322422 / 44 181 3320939

에딘버러 오토바이 박람회

Scottish Motorcycle Show
98.3.7-3.8
에딘버러/RHC-lngliston
M & R Promotions
44 1555 893405 / 44 1555 893405

토키 선물용품 박람회

WCGF/West Country Gifts Fair
98.1.11 - 1.14,99.1.17- 1.20
토키 /Riviera Centre/Grand Hotel
Hale Events Ltd.
44 1934 733433 / 44 1934 733233

헤로게이트 선■용품 박람회

Gift Trade Fair
98.2.22 - 2.24
해로게이트/Showground
Kenneth Patterson Ltd.
44 1937 574851 /44 1937 574851

해로게이트 골동품 박람회

Antique & Fine Art Fair
98. 2.26 - 3.1
해로게이트 시nternational Exhibition Centre
Harrogate Antique & Fine Art Fair
44 1823 323363 / 44 1823 271072

헤로게이트 공예품 박람회

BCTF/British Craft Trade Fair
98. 5.10-5.12,99.5.9-5.11
헤로게이트/International Exhibition Centre 
Marathon Event Management Ltd.
44 181 3663153 / 44 181 3666844

오만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무스카트 춘계 소비재 박람회

Spring Fair
98.3., 99.3.
무스카트/Oman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re
Silver Star Corporation LLC
968 790695/968 700528

무스카트이드소비재박람회

EID Fair
98.4.6 - 4.13
무스카트/Oman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re
Omanexpo LLC
968 706274 / 968706276

무스카트 컴퓨터, 사무자동화 및 릉신 박람회

COMEX/lnt'l Computer, Auto. & Telecom. Exh.
98.4.20 - 4.23
무스카트/Oman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re 
Oman International Trade & Exhibitions
968 564303/968 565165

무스카트 추계 소비재 박람회

ATF/Autumn Trade Fair
98.9.28 - 10.4
무:夕卜트/Oman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re 
Oman International Trade & Exhibitions
968 564303 / 968 565165

무스카트 종합 박람회

Muscat International Fair
99.10 25- 10.29
무스카트/Oman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re 
Oman International Trade & Exhibitions
968 564303 / 968 565165

우수写리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라쯔 관광 박람회

Graz Int'l Tourism Fair
98.2.27 - 3.1,99.2.26 - 2.28
그라쯔/Messeg 이 aende Graz
Grazer Messe International
43 316 80880/43 316 8088250

그라쯔 춘계 종합 박람회

GFMI/lnt l Spring Fair
98.4.25 - 5.3,99.5.1 - 5.9
그라쯔/Messegelaende Graz
Grazer Messe International
43316 80880 / 43316 8088250

그라쯔 추계 종합 박람회

GHMI/lnt'l Autumn Fair
98.9.26- 10.4,99.9.25- 10.3
그라쯔/애 essegelaende Graz
Grazer Messe International
43316 80880/43 316 8088250

그라쯔 선물 및 수공예품 박람회

G & H-CHM/Christmas Market
98.12.5- 12.13,99.12.4- 12.12
그라쯔/Messegelaende Graz
Grazer Messe International
43316 80880/43 316 8088250

돈비론 소비재 박람회

Donbim Fair
98.9.5 - 9.13,99.9.4 - 9.12
돈비른/이 essegelaende Dornbirn
Dornbirner Messegesellschaft mbH
43 55723050 / 43 5572305311

리트 춘계 종합 박람회

EURO-CONSUMA
98.5.20 - 5.24
리트/Messegelaende
Rieder Messe
43 7752 840110 / 43 7752 84044

린쯔 여행용품 박람회

International Trailing Market
98.1.30 - 2.1
린쯔 /Design Center
Fachgruppe der Reiseburos fur Oberosterreich
43 732 7800414/43 732 7800602

린쯔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박람회

Computer & Buero Messe
98.9.
린쯔 /Design Center
Reed Messe Salzburg GmbH
43 662 4477146/ 43 662 4477415

밸스 춘계 소비재 박람회

Aktiva Spring Fair
99.4.
벨스 /Messegelaende
Weiser Messe
43 7242 62222 / 43 7242 6684074

비엔나 관광 박람회

FE이EN/lnt'l Tourism Fair Vienna
98.1.22- 1.25
비엔나 / 애essezentrum Wien Prater
Wiener Messen & Congress Gesellschaft mbH
43 1 727200 / 43 1 72720443

비엔나 건축 및 가구 박람회

BAUEN WOHNEN/lnt'l Building and Furniture Fair 
98.2.21-3.2
비엔나 /Messezentrum Wien Prater
Wiener Messen & Congress Gesellschaft mbH
43 1 727200/431 72720443

비엔나 선물용품 박람회

PRAESENTA+FORMA
98.3.25 - 3.27
비엔나/Messegelaende Wien
PRAESENTA Werbe-und Ausstellungs GmbH
43 1 21665260/43 1 216652922

비엔나 사무, 릉신, 컴퓨터, 소프트웨어 박람회

IFABO/lnt'l Office, Computers & Telecom Fair
98.4.21 - 4.24
비엔나/Messezentrum Wien Prater
Wiener Messen & Congress Gesellschaft mbH
43 1 727200 / 43 1 72720443

비엔나 PC 멀티미디어 엑스포 박람회

PC Multimedia Expo
98.11.5-11.8
비엔나/Messegelaende Wien
Wiener Messen & Congress GmbH
431 727200/43 1 72720443

오베르바르트 종합 박람회

Land & Fruit Oberwart
98.3.27 - 3.29
오베르바르트/Messegelaende Oberwart 
Burgenland Messe GmbH
43 3352 33022 / 43 3352 33024

오베르바르트 소비재 박람회

Inform/Regional Consumer Goods Exhibition
98.8.29 - 9.6
오베르바르트 /Messegelaende Oberwart 
Burgenland Messe Betriebsges, mbH & Co., KG 
43 3352 33022 / 43 3352 33024

인스부르크 관광용품 박람회

Urlaub/lnternational Holiday Fair
98.2.27-3.1,99.2.26-2. 28
인스부르크/Kongreshaus Innsbruck
Congress Innsbruck GmbH
43 512 59360 / 43 512 59367

인스부르크 춘계 종합 박람회

Spring Fair-Building, Home, Garden, Leisure
98.3.26 - 3.29
인스부르크 /Messegelaende Innsbruck 
Innsbrucker Messe-Gesellschaft mbH
43 512 585911/43 512 584290

인스부르크 관광 및 식품 박람회

FAFGA/Tourism and Gastronomy Trade Fair
98.4. 20 - 4.23
인스부르크/Messeg이aende Innsbruck 
Innsbrucker Messe-Gesellschaft mbH 
43 512 585911 /43 512 584290

인스부르크 추계 종합 박람회

Innsbruck Autumn Fair
98.9.19-9.27
인스부르크/Messegelaende Innsbruck 
Innsbrucker Messe-Gesellschaft mbH 
43 512 585911 /43 512 584290

잘쯔부르크 부활절 박람회

Orderfruhling/Trade Fair Spring & Easter Articles
98.1.18-1.18
잘쯔부르크/Messezentrum Salzburg
Reed Messe Salzburg GmbH
43 662 4477113/ 43 662 4477245

잘쯔부르크 관광용품 박람회

TOURF/lnt l Tourism Fair
98.2.6-2.8
잘쯔부르크/애 essezentrum Salzburg
Reed Messe Salzburg GmbH
43 662 4477228 / 43 662 4477226

잘쯔부르크 패션 박람회

MODE MADE IN AUSTRIA/lnt'l Trade Fair
98. 2.27-3.1
잘쯔부르크/Messezentrum Salzburg
Reed Messe Salzburg GmbH
43 662 4477113 / 43 662 4477245

잘쯔부르크 인테리어 박람회

TexBo/lnt'l Fair for Furnishing Suppliers
98.2.28 - 3.1
잘쯔부르크/Messezentrum Salzburg
Reed Messe Salzburg GmbH
43 662 4477138 / 43 662 4477210

잘쯔부르크 기념품 박람회

SOUVENIR-CREATIV
98.3.6-3.8
잘쯔부르크/애 essezentrum Salzburg
Reed Messe Salzburg GmbH
43 662 4477113/43 662 4477245

오스트리아 문구 박람회

PBS PLUS/Stationery & Office Supplies Exh.
98.3.6-18
잘쯔부르크 / Messezentrum
Reed Messe Salzburg GmbH
43 662 4477116/43 661 4477249

잘쯔부르크 종합 박람회

DULT/Salzburg Fair Salzburg
98. 5.30 - 6.7
잘쯔부르크 / Messezentrum
Reed Messe Salzburg GmbH
43 662 4477215/43 662 4477226

클라겐푸르트 종합 박람회

Klagenfurter Messe/Capital & Consumer Goods Fair
98.8.9-8.16,99. 8.7 -8.15
클라겐푸르트/Messegelaende Klagenfurt
Klagenfurter Messe Betriebsges mbH
43 463 5680068 / 43 463 5680029

喜라부분 추계 소비재 박람회

WEINLANDMESSE/Regional Consumer Goods Exh.
98.4., 99.4.
흘라부룬/Messegelaende Hollabrunn
Hollabrunner Veranstaltung-und
Messegesellschaft mbH
43 2952 33330 / 43 2952 333329

요르단   

암만 가구 및 인테리어 박람회

FURDEX 2/Furniture & Interior Design Exhibition
；98.6.24 -6.28,99.6.25 - 6.29

암만 /Amman International Exhibition Hall
GJG/The Golden Jordanian Group
962 6 837370 / 962 6 837370

암만 관광 박람회

Mid이e East Trav이 & Tourism Market
98. 9. 231 - 9.24
암만 /Philadelhia Hotel Exhibition Hall
Al - Madina Information
962 6 688141/962 6 699508

암만 종합 박람회

Jordan Int'l Trade Fair
98.12.2-12.6
암만/Amman International Exhibition Hall
Al-Harithy Company for Exhibitions
44171 2233431 /44 171 2284229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종합 박람회

FIPLA/lnt l Fair of the 이ata River
98.10.
몬테비데오/Fair Facilities-LATU Complex
LATU
598 2 606325/598 2 61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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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텔아비브 컴퓨터 박람회

COMPUTAX/lnt'l Exh. On Computer Sys. Hardware & 
Software

98.6.8 - 6.10,99.6.1 -6.3
텔아비브 / Israel Trade Fairs & Convention Center
1.1. Stier Group Ltd.
972 3 5626090 / 972 3 5615463

텔아비브 소비재 박람회

MODERN 니VING/lnt'l Fair for Consumer Goods
98.7.18-7.27
텔아비브 /Israel Trade Fairs & Convention Center 
Israel Trade Fairs & Convention Center Ltd.
972 3 6462422/972 3 6462494

텔아비브 주방기기 박람회

KITEX
98.10.26 - 10.29
텔아비브 /Isra이 Trade Fairs & Convention Center
1.1. Stier Group Ltd.
972 3 5626090 / 972 3 5615463

엘아비브목재 • 가구 박람회

TIMBER
98.11.9-11.12
텔아비브/Isra이 Trade Fairs & Convention Center
1. E. 1. International Exhibitions Israel Ltd.
972 3 5273111/972 3 5245673

텔아비브 사무기기 박람회

FlS/lntl Exh. On Canputers & Office Supplies &
Equipment

98.11.23- 11.26,99.11.22- 11.25
텔아비브 /Israel Trade Fairs & Convention Center
1.1. Stier Group Ltd.
972 3 5626090 / 972 3 5615463

이진르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카이로 종합 박람회

Cairo Int'l Fair
98.3.11-3.20
카이로 /Cairo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 
General Organization for International Exh. & Fairs 
20 2 2607810/20 2 2607845

카이로 자동차 박람회

MOTOR SHOW
98.11.12-11.15
카이로 /Cair이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
Art Line Co. *
2023362095 -7/20 23362095 -7

의랄리아_________________________

또리노 자동차 박람회

Torino International Auto Show
98.4.24 - 5.3
또리노/Lingotto Fiere
Promotor
39 51 6451011/39 51 6451099

또리노서적박람회

SALONE DEL LIBIRO/National Book Exhibition
98. 5.21 - 5.26
또리노/Ungotto Fiere
Expo 2000 S. P. A.
3911 6644111/3911 6646642

또리노 뭐티미디어 박람회

HOBBYTRONIC/Multimedia Family Show
98.11.18-11.22
또리노/Lingotto Fiere
Expo 2001 S. P. A.
39 11 6644235 / 39 11 6647847

로마 종합 박람회

Roma Int'l Trade Fair
98.6.14-6.30
로마 /Fiera di Roma
Ente Autonome Fiera di Roma
39 6 51781237/396 5178205

로마 종교용품 및 가구 박람회

KOINE/Nat'l Furnishing and Religious Articles
98.10.
로마/Fiera di Roma
Conference Service srl
39 51 331466 / 39 51 333804

리미니 잡화 및 액세서리 박람회

Professional Fair of Haberdashery & Fashion 
Accessory

98. 5.14 - 5.17
리미니 /Fiera di Rimini
Edizioni Miglio
39 51 385700 / 39 51 384793

리미니 실외용품 박함회

SUN/Exhibition of Outdoor Furnishings & Equipments 
98.10.2-10.4
리미니 /Fiera di Rimini 
Ente Autonomo Fiera di Rimini 
39 541 711711/39 541 896686

모데나 공동품 박람회

Modenantiquaria/lnt'l Antiques Show and Market
98.2.21 - 3.1
모데나/Quartiere Fieristico di Modena 
Studio Lobo
39 522 631042 / 39 522 641470

일라노 선믈 및 문구용품 박람회

CHIBICART
98.1.23- 1.26
밀라노 /Fiera di Milano 
Fiera Milano International spa 
39 2 485501 /39 2 49977712

밀라노 관광 박람회

BIT/lnt'l Tourism Exchange
98.2.25 - 3.1,99. 2.24 - 2.28
밀라노/Fiera di Milano
Expo CTS
39 2 349841 /39 2 33600493

밀라노 춘계 가정용품 박람회

MACEF PRIMAVERA
98.2.6 - 2.9
밀라노/Fiera di Milano
Fiera Milano International spa 
39 2 485501/39 2 49977712

밀라노 패션의류 박람회

MILANOCOLLEZIONI/Ladies' Fashion Show
98.3., 98.10.
밀라노/Fiera di Milano
Studio GM
39 2 76000244 / 39 2 784033

밀라노 조명 박람회

EUROLUCE/lnt'l Lighting Exhibition
98.4.16-4.21
밀라노 /Fiera di Milano
Cosmit
39 2 485921 /39 2 4813580

밀라노 가구 박람회

Milano Int'l Furniture Show
98.4.16 - 4.21,99.4.13 - 4.18
밀라노/Fiera di Milano
Cosmit
39 2 485921 / 39 2 4B13580

밀라노 골동품 박람회

Int'l Antiques Exhibition
98.5.1 - 5.10
밀라노 /Fiera di Milano
Expo CTS
39 2 349841 /39 2 33600493

밀라노 전자추판 박람회

GRAFITALIA/Printing & Electronic Publishing 
Industry

98.5.6 - 5.8
밀라노/Fiera di Milano 
CENTREXPO S. P. A.
39 2 3319811/39 2 341677

밀라노 목재가공기계 박람회

INTERBIMALL/Exh. for Woodworking Machine & 
To 이

98. 5.19 - 5.24
밀라노/Fiera di Milano
Efimall-Cepra spa
39 289210200/39 2 8259009

밀라노 가구용기자재 박람회

SASMIL
98.5.19 - 5.24
밀라노/Fiera di Milano 
CEDRA S. P. A.
39 289210200/39 2 8259009

밀라노 판촉 및 선믈용품 박람회

CHIBIDUE
98.6.
밀라노 /Fiera di Milano
Fiera Milano International spa 
39 2 485501 /39 2 49977712

밀라노 자전거 및 모터사이0 박람회 

티CMA/lnt'l Fair of Bicycle & Motorcycle
98.9.15-9.21,99.9.14-9.19
밀라노/Fiera di Milano 
티 CMA
39 2 66981818/39 2 66982072

밀라노 보석 박람회

BIJOUX/Jewellery Exhibition
98.9.4 - 9.7
밀라노 /Fiera di Milano
Fiera Milano International spa 
39 2 485501/39 249977712

밀라노 추계 가정용품 박람회

MACEF AUTUNNO
98.9.4 - 9.7
밀라노 /Fiera di 애ilano
Fiera Milano International spa 
39 2 485501 /39 2 49977712

밀라노 실내장식 및 가구 박람회

La mia casa/Furniture & Modern Living Exh.
98.10.
밀라노 /Fiera di Milano
ASSOEXPO
39 2 4813204 / 39 2 4980330

밀라노 웨딩드레스 및 액세서리 박람회

Sposaltalia/Wedding Dresses & Accessories Exh.
98.10.
밀라노 /Fiera di Milano
EXPOCTS
39 2 349841/39 2 33600493

밀라노 사무용품 박람회

SMAU/Infl Office Exhibition
98.10.15-10.16
밀라노/Fiera di Milano 
GEMUFFI 이。

39 2 7606752 / 39 2 784407

밀라노 프랜차이징 박람회

FRANCHISING/Exhibition of Franchising and Innovative 
98.11.6-11.9
밀라노 /Fiera di Milano
EXPO CTS
39 2 349841 /39 2 33600493

밀라노 사인• 제작기술 박람회

Sign Italia/Trade Exhibition on Signs and Signmaking 
98.11.7-11.9
밀라노/Forum Milanofiori
Miller Freeman Italia srl 
39 744 400544 / 39 744 403708

밀라노 관광 박람회

Expo Tour
99.11.
밀라노/Fiera di Milano
EXPO CTS
39 2 349841 /39 2 33600493

밀라노 사무용가구 박람회

EIMU/lnt'l Exhibition of Office Furniture
99. 4.
밀라노/Fiera di Milano
Cosmit
39 2485921 /39 2 4813580

바리 레저 스포츠 및 관광용품 박람회

EXPOLEVANTE/lnt'l Fair for Leisure & Sports
98.3.28 - 4.5
바리 /Quartiere Fieristico
Fiera del Levante
39 80 5366111/39 80 206487

바리 종합 박람회

FIERA DEL LEVANTE/General Trade Fair
98.9.12-9.20
바리 /Bari Levante Rera
Fiera del Levante
39 80 5366111/39 80 206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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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쉬켄트 패션 및 의류 박람회

CENTRAL ASIA MODA/Infl Fashion & Garments 
Trade Fair

98.9.
타쉬켄트 / Uzexpocenter
Fairtrade Messe und Ausstellungs GmbH
7 3712 553830/7 3712 3341593

타쉬켄트 소비재 박람회

CONSUMEXPO/Infl Consumer Fairs in Uzbekistan
98.11.
타쉬켄트 / Uzexpocenter
TNT Productions, Inc.
1 703 4060이 0 시 703 4068543

타쉬겐트 종합 박람회

INTERUZBEK/Uzbekistan Inti Fair
98.11.
타쉬켄트 / Uzexpocenter
IMBAT Fairs Exhibitions Inc. Co.
7 6624477146/7 662 4477415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소비재 및 관련기계 박람회 

CONSUMTECH/lnt'l Exh. Of Consumer Goods
98.6.
도네츠크 /Exhibition Center Expodonbass 
Expodonbass
7 622 588348 / 7 622 587480

키예프 소비재 박람회

CONSIMEX/Infl Consumer Goods Import/Export Exh.
98.6.9-6.12
키예프 /Exhibition Center Expodonbass
NOWEA International GmbH
49 211 456002 / 49 211 4560740

이라크

바그다드 종합 박람회

Baghdad Int'l Fair
98.11.1-11.10
바그다드/Fairground
State Co. for Fair & Trade Services
964 1 5417022

이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테헤란 전기전자 및 컴퓨터 박람회

Int'l 티ectric, Electronics & Computer Fair
98.4.26 - 4.28
테헤란 /Tehran Permanent Fairgrounds
E. P. C. l.(Export Promotiom Center of Iran)
98 21 2191563/98 21 2042858

테헤란 서적 박람회

Tehran Book Infl Fair
98.4.26 - 5.5,99.4. 26 - 5.5
테해란 /Tehran Permanent Fairgrounds
E. P. C. l.(Export Promotiom Center of Iran)
98 21 2191563 / 98 21 2042858

테헤란 종합 박람회

Tehran Inti Trade Fair
98.10.2- 10.9,99.10.2- 10.9
테헤란/Tehran Permanent Fairgrounds
E. P. C. l.(Export Promotiom Center of Iran)
98 21 2191563/98 21 2042858

이스라엘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예루살렘 서적 박람회

Jerusalem Int'l Book Fair
99.4.25 - 4.30
예루살렘 /ICC Jerusalem Convention Center
Jerusalem Fairs & Conventions Bureau
972 2 6240663 / 972 2 6243144

벨아비브 귀금속 박람회

Israel the Source Diamonds & Jewellery
98.4.
텔아비브 /Israel Trade Fairs & Convention Center
Miller Freemam
972 3 575이 96 / 972 3 5754829

텔아비브 전기, 조명 박람회

RAX/Electrical Engineering, Instrumentation, 
Pneumatic

98. 5.4 - 5.7
텔아비브/Isra이 Trade Fairs & Convention Center 
1.1. Stier Group Ltd.
972 3 5626090 / 972 3 5615463

인포메이션 industrial design/march»apri1/1998



베로나 가구 박람회

SALONE DEL MOBILE TRIVENETO/Triveneto 
Furniture Exh.

98.9.10 - 9.14
베로나 /Fiera di Verona
PMT(Promozione Mobile Trivento)
39 49 8753730 / 39 49 8756113

베로나 인테리어 박람회

ABITARE ILTEMPO/lnt'l Interior Design
98.10.9-10.12
베로나/Fiera di Verona
ACROPO니 SRL
39 51 864310 / 39 51 864313

볼로나 현대미술 박람회

ARTE FIERA/lnt'l Fair of Contemporary Art
98.1.22- 1.26
볼로냐/Fiera di Bologna
Bologna Fiere
39 51 282111/39 51 282332

볼로나 아동도서 박람회

Children's Book Fair
98.4.9-4.12
볼로냐 /Fiera di Bologna
Bologna Fiere
39 51 282111/39 51 282332

볼로나 정보롱신 박람회

Future Show-Motor Show
98. 5.1 - 5.5
볼로나/Fiera di Bologna
Allestimenti Sabattni
39 51 766773 / 39 51 466133

볼로나 종합 박람회

LA FIERA/Bologna Int i Trade Fair
98.6.6-6.14
볼로냐/Fiera di Bologna
Bologna Fiere
39 51 282111/39 51 282332

볼로나 보석 및 시계 박람회

MIOR/Fair of Jewelry. Precious Stone, Wristwatch
98.10.
볼로나/Fiera di Bologna
Manifestazioni srl
39 2 33600639/39 233100094

볼로나 가정용품 박람회

SMART EXPORT
98.10.
볼로냐/Fiera di Bologna
Manifestazioni srl
39 2 33600639/39 233100094

볼로나 자동차 박람회

BOLOGNA MOTOR SHOW
98.12.5-12.13
볼로나/Fiera di Bologna 
Promotor srl.

39 51 6451011/39 51 6451099

号짜노 사무기기 박람회

UFFI이。/Office Exhibition
98.3.
볼짜노/Fiera di Bolzano
Ente Autonomo Fiera di Bolzano
39 471 280211/39 471 281308

볼파노 생활용품 박람회

ARREDO/Living Exhibition
98. 5.15-5.18
볼짜노 /Fiera di Bolzano
Ente Autonomo Fiera di Bolzano
39471 280211/39 471 281308

블짜노 샘플 박람회

Bolzano Int'l Samples Fair
98.9.12-9.20
볼짜노/Fiera di Bolzano
Ente Autonomo Fiera di Bolzano
39471 280211/39471 281308

볼짜노 현대미술 박람회

MOSTRA D'ARTE/Art and Antiques Exhibition
98.10.17-10. 28
볼짜노/Fiera di Bolzano 
Ente Autonomo Fiera di Bolzano 
39 471 280211 /39 471 281308

비첸짜 금은제품 박람회

VICENZAORO/Exh. Of Gold Jewellery & Silverware
98.1.11 - 1.18,98.7.13 - 7.18
비첸짜 /Rera di Vicenza
Ente Fiera di Vicenza
39 444 969111/39444 563954

비첸짜 가구 박람회

SPAZIOCASA/Furniture Exhibition
98.2.14 - 2.22
비챈짜 /Fiera di Vicenza
Ente Fiera di Vicenza
39 444 969111/39 444 563954

비첸짜 미술공예품 박람회

VICENZA ARTE
98.4.3 - 4.6
비첸짜 /Fiera di Vicenza
Ente Fiera di Vicenza
39 444 969111 /39 444 563954

비첸짜 세공 및 보석 박람회

OROMACCHINE/Exh. of Gold & Jewellery
98.6.13-6.18,99.6.12-6.17
비첸짜 /Fiera di Vicenza
Ente Fiera di Vicenza
39 444 969111/39 444 663954

비센짜 보석 박람회

VICENZAOROZ/Gemological Exhibition
98.6.14-6.19,99.6.12-6.17
비첸짜 /Fiera di Vicenza
Ente Fiera di Vicenza
39 444 969111/39 444 663954

비센짜 보석 박람회

OROGEMMA/Exh. of Gold, Jewellery, Silverware, 
Gem

98.9.12 - 9.16,99. 9.11 -9.15
비첸짜 /Fiera di Vicenza
Ente Fiera di Vicenza
39 444 969111 /39 444 663954

비센짜 꿀동품 박람회

VICENZA ANTIQUARIA/Antique Exhibition
98.10.1-10.4
비첸짜./Fiera di Vicenza
Fiera di Vicenza
39 444 969111/39 444 663954

비첸짜 시계 박람회

Watches Trade Fair
98.11.12-11.16
비첸짜 /Fiera di Vicenza
Ente Fiera di Vicenza
39 444 969111/39 444 563954

우디네 의자 박람회

Int'l Chair Exhibition
98.10.11-10.14
우디네 /Fiera Udine
Promosedia Srl.
39 432 520720/39 432 522185

제노바 가정 및 선물용품, 수공예품 박람회

PRIMAVERA/Exh. of Home, Gifts, Holiday & Leisure
98.3.13-3.22
제노바 /Fiera di Genova
Fiera Internazionale di Genova
39 10 53911 /39 10 5331104

코모 섬유디자인 박람회

COMO CREA/Fair of Textile Design
98. 5.12- 5.14,98.11.24 - 11.26
코모 /Villa Erba
IDEARCO
39 31 316352 / 39 31 316353

트리에스테 종합 박람회

Trieste Sample Fair
98.6.19-6. 28
트리에스테 / Fiera di Trieste
Ente Autonomo Fiera di Trieste
39 40 392961 /39 40 393062

파도바 종합 박람회

FIERA CAM이ONARIA INTERNAZIONAL/Padova Int'l
Fair

98. 5.16 - 5.24
파도바 /Fiera di Padova
Ente Padovafiere
39 49 840111 /39 49 840570

파도바 현대미술 박람회

ARTE PADOVA/Contemporary Art Fair
98.10.22- 10.26
파도바 /Fiera di Padova
INTERMEDIA SRL
39 49 8800305 / 39 49 8800944

페라라 무역 박람회

Ferrara Trade Exhibition
98.4.18-4. 26
페라라/Quartiere Fieristico
Marco s. r. I.
39 532 94366 / 39 532 94358

페라라 선물용품 박람회

NOEL/Ferrara Gift Show
98.11.18-11.22
페라라/Quartiere Fieristico 
Marco s. r. I.
39 532 94366 / 39 532 94358

페라라 식품관광 박람회

Int'l Food Tourism Fair
98.11.19-11.22
페라라/Quartiere Fieristico 
Marco s. r. I.
39 532 900768 / 39 532 94358

포르데노네 종합 박람회

FIERA CAMPIONARA/lnt'l Trade Fair
98.9.5 - 9.13
포르데노네 / Fiera di Pordenone
Ente Autonomo Fiera di Pordenone
39 434 232111 /39 434 9801378

플로렌스 선물용품 박람회

Florence Gift Mart
98.1.30 - 2.2,98. 9.11 -9.14
플로렌스/Fortezza da Basso
Florence Mart Srl
39 55 477841 /39 55 480110

플로렌스 패션직믈 박람회

PRATO-EXPO/Fashion Fabrics Trade Fair
98.2.27 - 3.1,98.9.25 - 9.27
플로렌스/Fortezza da Basso 
PRATOTRADE
39 574 455280/39 574 21293

플로렌스 수공예품 박람회

Int'l Handicraft Fair
98.4.23 - 5.3
플로렌스/Fortezza da Basso 
Sogese S. P. A.
39 55 49721 /39 55 490573

피렌체 실내장식직号 박람회

INCONTRI VENEZIA/lnterior Textile Fair
98.1.23- 1.26
피렌체 / Fiera di Firenze
Consorzio Aneta-Tessilvari
39 2 86465011 /39 2 86465009

인도

뉴델리 공예품 및 선믈용품 박람회

Indian Handicraft and Gift Fair
98.1.
뉴델리 /Pragati Maidan Exhibition Complex
Export Promotion Council for Handicrafts
91 11 600871 /91 11 606144

뉴델리 서적 박람회

World Book Fair
98.2.7 - 2.14
뉴댈리 /Pragati Maidan Exhibition Complex
National Book Trust of India
91 11 664540 / 91 11 6851795

뉴델리 의류기계 박람회

GARTEX
98.3.24 - 3.27
뉴델리 /Pragati Maidan Exhibition Complex 
Modern Multi Media Marketing Co., Pvt. Ltd. 
91 11 5704450 / 91 11 5702138

뉴델리 자전거 박람회

CYMO India/lnt'l Bicycle Exhibition
98.5.
뉴델리 /Pragati Maidan Exhibition Complex 
Modern Multi Media Marketing Co., Pvt. Ltd. 
91 11 5704450 / 91 11 5702138

인도 종합 박람회

IITF/lndia Int'l Trade Fair
98.11.14- 11.27,99.11.14- 11.27
뉴델리 /Pragati Maidan Exhibition Complex
India Trade Promotion Organization
91 11 3319754 / 91 11 3318142

뉴델리 정보산업 박람회

IT ASIA/Information Technology Exhibition
98.12.3-12.6
뉴델리 /Pragati Maidan Exhibition Complex 
Manufacturers' Association for Information
Technology
91 11 6855487 / 91 11 6851321

뭄바이 선믈용품 박람회

GIFTEX/Gift Fair
98.8.13-8.18
뭄바이 /Nehru Centre
Trade & Technology Exposition Co., Pvt Ltd.
91 22 2841362/91 22 2876166

캘커타 종합 박람회

Calcutta Fair
98.1.
캘커타 /Salt Lake
New Wave Display Services Pjt. Ltd.
91 33 2471958/91 33 2405235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완구, 선물, 문구류 박람회

Toy, Gift & Stationery Expo
98.4.8 - 4.12,99.4. 9 - 4.13
자카르타 /Jakarta Convention Center
PT. Multi Sarana Niaga
62 21 651167/62 21 6520820

자카르타 국제 섬유의류 박람회

INDO TEXTILE/lnt'l Textile, Apparel Fabrics Fair
98. 5.28 - 5.31
자카르타/Jakarta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PT. Peraga Nusantara Jaya Sakti
62 21 6493717 / 62 21 6390062

자카르타 종합 박람회

Jacarta Fair
98.6.13-7.12,99.6.12-7.11
자카르타 /Jakarta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PT. Jakarta International Trade Fair Corporation 
62 21 4218000/62 21 4216146

자카르타 인테리어 박람회

Interiors Indonesia
98.9.15-9.19,99.9.14-9.18
자카르타/Jakarta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PT. Pamerindo Buana Abadi
62 21 325560/62 21 331223

자카르타 가구 박람회

Furnitek Indonesia
98.10.6 -10.10
자카르타/Jakarta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PT. Pamerindo Buana Abadi
63 21 325560/63 21 331223

자카르타 선号 • 문구류 박람회

Gift & Stationery Fair
98.11.11-11.14
자카르타/Jakarta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PT. Kristamedia Pratama
62 21 6345861 /62 21 6345001

자카르타 관광레저 박람회

Tourism & Leisure Indonesia
99.2.24 - 2.27
자카르타/Jakarta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PT. Pamerindo Buana Abadi
62 21 325560 / 62 21 331223

자카르타 컴퓨터봉신 박람회

Business Communications Indonesia
99.4.21 - 4.24
자카르타 /Jakarta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PT. Pamerindo Buana Abadi
62 21 325560 / 62 21 331223

자카르타 조명기기 박람회

Lighting Indonesia
99.11.17-11.20
자카르타/Jakarta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PT. Pamerindo Buana Abadi
62 21 325560/62 21 3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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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고시마 수입 박람회

Kagoshima Int'l Import Fair
98.1.16-1.18
가고시마/Kamoike Dome
Kagoshima International Import Fair Executive 
Committee
81 99 2241111 /81 99 2221572

나고야 월드 비즈니스 박람회

Dynamic World Business Fair
98.2.
나고야 / Nagoya Trade & Industry Center
다이나믹 월드 비즈니스페어 실행위원회

81 52 6616476 / 81 52 6515460

98 나고야 국제 디자인 페어

International Design Fair 98 in Nagoya
98.10.16-10.18
나고야/Lyric Hall Nagoya
International Design Fair '98 in Nagoya
81 258 39 2251 /81 258 39 2278

나고야 자동차 박람회

Nagoya Motor Show
99.11.
나고야/Nagoya International Exhibition Hall
Mid-Japan Economist
81 52 5615675/81 52 5615211

97 나라 굿디자인전

97 NARA GOOD DESIGN
98.2.6-2.11
나라 /Nara Prefectural Regional Industry
Promotion Center
Nara Prefectural Regional Industry Promotion 
Center
81 745 22 2727 / 81 745 0561

도야마무역 박람회

Toyama Trade Fair
98.6.
도야마/Toyama Techno Hall
Toyama Trade Fair Jikkoininkai
81 764 918118/81 764 236492 '

동경 서적 박람회

Tokyo Int'l Book Fair
98.1.22- 1.25
동경 /Big Sight
Reed Exhibitions Japan Ltd.
81 3 33498501/81 3 33457929

전일본 선물용품 박람회

All Japan Gift Festival Tokyo
98.1.28*1.29
동경 /Tokyo Industry & Trade Center
Gift Goods Association of All Japan
81 3 38470691 /81 3 38470694

동경 보석 박람회

IJT/lnt'l Jewellery Tokyo
98.1.28- 1.31
동경 /Big Sight
Reed Exhibition's Japan Ltd.
81 3 33498503 / 81 3 33457929

동경 선물용품 박람회

T. I. G. S/Tokyo Int'l Gift Show
98. 2.4 - 2.6,98.9. 2 - 9.4
동경 /Big Sight
Business Guide-Sha, Inc.
81 3 38439851/81 338439850

동경 모피 및 패션 박람회

OUTERWEAR/Japan International Fashion Fair
98. 2.17-2.19
동경 /Sunshine City Convention Center
Fur & Fashion Frankfurt Messe GmbH
81 3 52953703 / 81 3 52953704

동경 레저용 차량 박람회

RV SH0W/T0KY0 Int'l Recreation Vehicles Show
98.2.20 - 2.22
동경 /Big Sight
Tokyo International Trade Fair Commission
81 3 55301111 /81 3 55301222

동경 판촉용품 박람회

PI SHOW/lntl Premium Incentive Show
98.4.15-4.17
동경 /Sunshine City Convention Center 
Business Guide-Sha, Inc.
81 3 38479155/81 3 38479436

동경 굿리빙 박람회

GL SHOW/Tokyo Int'l Good Living Show
38.4.22 - 4.26
동경 /Big Sight
Tokyo International Trade Fair Commission
81 3 55301111/81 3 55301222

동경 사무용기기 박람회

Business Show Tokyo
98.5.19 - 5.22
동경 /Big Sight
Nippon Omni Management Association
81 3 34038910/81 334035716

동경 정보통신 박람회

Telecom Japan/Telecommunication Japan
98. 6.
동경 /Sunshine City Convention Center 
Nihon Keizai Shimbun Inc.
81 3 5255284/81 3 5255286

동경 가상현실 박람회

IVR/lndustrial Virtual Reality Show & Conference
98. 6.17-6.19
동경 /Big Sight
Reed Exhibition Japan Ltd.
81 3 33498504 / 81 3 33457929

동경 가정용품 박람회

IHS/lnt'l Housewares Show
98.6.25 - 6.27
동경 /Big Sight
International Housewares Show Conference
81 3 36398881 /81 3 36398880

동경 소프트웨어개발 박람회

Software Development Expo & Conference
98. 7.8 - 7.10
동경 /Big Sight
Reed Exhibition Japan Ltd.
81 3 33498504/81 3 33457929

동경 문구 및 사무용품 박람회

ISOT/lntl Stationery & Office Products Tokyo Show
98.7.9- 7.11
동경 /Big Sight
Reed Exhibition Japan Ltd.
81 3 33498501 /81 3 33457929

동경 데이터베이스 박람회

DATABASE SHOW
98.9.
동경 / Tokyo International Forum
Japan Database Industry Association
81 3 32304300 / 81 3 32304301

동경 보석 박람회

JJF/Japan Jewelry Fair
98.9.9- 9.11
동경 /Big Sight
Japan Jewelry Association
81 3 38358567 /81 3 38396599

동경 건축자재 및 인테리어 박람회

Japan Home Show
98.10.20 - 10.23
동경 /Big Sight
Japan Management Association
81 3 34341243 / 81 3 34348076

동경 마이크로 컴퓨터 박람회

MST/Microcomputer System & Tool Fair
98.11.
동경 /Big Sight
Japan Systemhouse Association
81 3 36683151/81 3 36682197

동경 자전거 박람회

Japan Int'l Cycle Show Tokyo
98.11.5-11.7
동경 /Big Sight 
Inter Press Inc.
81 3 38359296/81 3 38338168

동경 여행 박람회

WTF/World Travel Fair
98.11.13-11.15
동경 / Big Sight 
World Travel Fair, Inc.
81 3 32347054 / 81 3 32379278

동경 가구 박람회

IFH/lnt'l Furniture Fair Tokyo
98.11.18-11.21
동경 /Big Sight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of the
Furniture Industry of Japan
81 3 52619401 /81 3 52619404

동경 종합 박람회

TITF/Tokyo Infl Trade Fair
99.4.
동경 /Big Sight
Tokyo International Trade Fair Commission
81 3 55301111 /81 3 55301222

동경 자동차서비스 박람회

Auto Service Show
99.6.
동경 /Big Sight
Japan Automotive Service Equipment Association 
81 3 32035131 /81 3 32082157

오사카 선물용품 박람회

Int'l Gift Show All Western Japan
98. 2.18 -2.21
오사카/OSAKA ATC
Business Guide, Inc.
81 6 2630075 / 81 6 2630074

오사카 섬유패션 박람회

WFTF/World Fashion Trade Fair
98.2.24 - 2.26
오사카/INTEX Osaka
Association of Total Fashion
81 6 9446210 / 81 6 9446209

오사카 디자인 비즈니스

Osaka Desgin Business Convention 97
98.3 .1
오사카/Mydome Osaka
Osaka Design Business Convention Committee
81 6 262 5661 /81 6 262 5665

오사카 모터사이클 박람회

Osaka Motorcycle Show
98.3 .27 - 3. 29
오사카/INTEX Osaka
S. P. Planning Co., Motorcycle Office
81 6 3761884/81 6 3761876

오사카 종합 박람회

MESSE-BITION/Osaka Int i Trade Fair
98.4 . 24 - 4.29
오사카/INTEX Osaka
Osaka International Trade Fair Commission
81 6 6121042 / 81 6 6128585

오사카 럼퓨터그래픽 박람회

Computer Graphics Osaka
98.6 .
오사카/Mydome Osaka
Japan Management Association
81 6 2617151 /81 6 2615852

오사카 사무기기 박람회

IBS/Business Show Osaka
98.6.3 - 6.5
오사카 /INTEX Osaka
Nippon Omni - Management Association
81 6 4436093 / 81 6 4414319

아시아 중소기업 박람회

Dynamic Asia
98.9.9 -9.11
오사카/INTEX Osaka
Osaka International Trade Fair Commission
81 66121717/81 6 6128585

오사카 관광 및 여행용품 박람회

TOUR EXPO
99.4.
오사카/INTEX Osaka
Osaka International Trade Fair Commission
81 6 6123773 / 81 6 6128585

치바 인트라넷 및 그룹웨어 솔루션 박람회

Intranet & Groupware Solution
98.3.5 - 3.6
치바/INTEX Osaka
NIKKEI
81 3 52552847/81 3 52552860

동경 컴퓨터 박람회

COMDEX JAPAN
98.4.6 - 4.9
치바/Makuhari Messe(NCC)
Sfot Bank Comdex Inc.
81 3 56428433/81 3 56414617

치바컴퓨터 박람회

WORLD PC EXPO
98.10.7-10.10
치바 /Makuhari Messe(NCC)
Nikkei BP
81 3 52108259/81 3 52108285

치바 멀티미디어 박람회

MULTIMEDIA
98.11.
치바/Makuhari Messe(NCC)
NIKK 티
81 3 52552847/81 3 52552860

치바 컴퓨터 그래픽 박람회

NICOGRAPH
98.11.
치바 /Makuhari Messe(NCC)
NIKKEI
81 3 52552847/81 3 52552860

치바 조명기기 박람회

International Lighting Fair Tokyo
99.3.
치바/Makuhari Messe(NCC)
Nihon Keizai Shimbun, Inc.
81 3 52552847/81 3 52552860

동경 자동차 박람회

Tokyo Motor Show
99.10.
치바 /Makuhari Messe(NCC)
Japan Motor Industrial Federation
81 3 32118731/81 332115798

키타큐슈 토탈리빙 박람회

West Japan Total Living Show
98.3.
키타큐슈 /West Japan Exhibition Center 
West Japan Industry & Trade Exh. Association 
81 93 5116848 / 81 93 5218845

키타큐슈 멀티미디어 박람회

West Japan Multi-Media Fair
98.6.
키타큐슈 /West Japan Exhibition Center
West Japan Industry & Trade Exh. Association
81 93 5116848 / 81 93 5218845

후쿠오카 종합 박람회

FITF/Fukuoka Int'l Trade Fair
99.9.
후쿠오카/Marine Messe Fukuoka
Fukuoka International Trade Fair Committee
81 92 7114829/81 927335593

히로시마 하이테크 박람회

TECHNOPIA IN HIROSHIMA/High Technology Exh.
98.10.
히로시마/Hiroshima Industrial Exhibition Hall 
Nikkan Kogyo Shimbun, Ltd.
81 82 2616454 / 81 82 2633070

중국___________________________ 

광주 오락설비 박람회

China Int'l Amusement Machine & Park Facilities 
Exh.

98.2.27 - 3.2
광주/China ForeignTrade Center
Union Fair & Trade Co., Ltd.
86 20 87361887/86 20 87361350

광주 가구 및 목재가공 박람회

Guangzhou Int'l Furniture & Woodworking Mach.
Fair

98. 3. 20-3. 23
광주 /China Export Commodities Ctr
Guangzhou Int'l Furniture and Lighting Trade Fair
852 25636916/852 25651393

광주 보석 박람회

Guangzhou Inti Jewelry Fair
98. 6.
광주 /White Swen Hotel
86 10 65240118/86 10 65138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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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종합 박람회

GUANGZHOU FAIR
98.7.
광주 /China Foreign Trade Center
CC 이 T 광주시 분회

86 20 83576312 / 86 20 83576200

광주 가전용품 박람회

Int'l Fair for Electric Household Appliances
98.9.
광주 /China Foreign Trade Center 
Union Fair& Trade Co., Ltd.
86 20 87361887 / 86 20 87361350

대련 수츠상품 박람회

애ina Dalian Export Commodities Fair
98.7.1 5-7.21
대련

86 411 4809617/86 411 4809627

대련 의류패션 박람회

Dalian Int'l Garment Fair
98.9.6 - 9.10
대련

86 411 4809617 / 86 411 4809627

무한 롱신 및 컴퓨터 박람회

Wuhan Telelcom& Computer Expo China
98.10. 13-10.16
무한 /China Promotion Ltd.
852 25117427 / 852 25119692

무한 섬유 및 의류산업 박람회

CHINA TEXTILES GARMENT
98.11.
무한/Wuhan Gang Exhibition Hall
Tianjin Kenwall Int’l Trade & Exhibition Corp.
86 22 3312556 / 86 22 3310042

북경 목재가공 및 가구산업 박람회

WM FAIR CHINA/FURNITURE CHINA
98.3.1 0-3.14
북경 /China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Adsale Exhibition Services Ltd.
852 28118897/852 25165024

북경 컴퓨터 박람회

COMDEX China
98.3. 24 - 3.28
•북^ /China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IDG World Expo/Asia
852 25279338/852 25299956

북경 의류, 액세서리 박람회

China Infl Clothing & Accessories Fair
98.4.
북경 /Worle Trade Center
China World Trade Center
86 10 65050545 / 86 10 65053260

복경 유명상품 박람회

Int'l Famous Brands Expo
98. 4.1 - 4. 5
북경 / Beijing Exhibition Center
China Zhuanliju
86 10 2093544 / 86 10 62019503

복격 오디오 조명 밓 음악 박람회

PRO-AUDIO, LIGHT & MUSIC CHINA
98. 5.15-5.17
북경 / World Trade Center 
HR Exhibitions Pte. Ltd.
65 2270688/65 2270913

북경 도자기기슬 및 장비 박람회

Beijing Ceramics
98.6.
북경 / World Trade Center
CCPIT Light Industrial Sub-Council
86 10 68396419 / 86 10 68396422

북경 컴퓨터 박람회

CompuChina/lnt'l Computers & Application Exh.
98. 6.26 - 6.30
북경 /China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China National Electronics Import/Export Corp. 
86 10 68296358 / 86 10 68213348

복경 서적 박람회

CHINA BIBF/Beijing Int'l Book Fair
98.8. 28 - 9.2
북경 / 아lina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China National Publication Import/Export Corp. 
8610 5066688 / 8610 5063101

북경 컴퓨터 박람회

China Computer World & Networking China
98.9.8-9.12
북경 / China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China Computerworld Publishing & Servicing 
Company
86 10 68259420 / 86 10 68259768

북경 전자추판시스템 박람회

Beijing Int'l Electronic Publishing System Exh.
98.10.21 -10.24
북경 / World Trade Center
China World Trade Center
8610 65050545 / 8610 65053260

북경 롱신, 컴퓨터 및 전자 박람회

PT/EXPO COMM CHINA
98.10.27- 10.31
북경 /China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E. J. Krause & Associates, Inc.
1 301 9867800/1 301 9864538

북경 보석, 시계, 안경 박람회

Beijing Jewellery, Watch, Spectacle Equipment 
Exh.

98.11.
북려 /World Trade Center
China World Trade Center Exhibition Division
86 10 65050545 / 86 10 65053260

북경 종합 박람회

BIF/Beijing Infl Fair
99.4.
북경 /China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China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86 1064672452/861 64676811

북경 음향, 조명 및 악기 박람회

CHINA SOUND, LIGHT & MUSIC
99.6.
북려 /Beijing Exhibition Center
Beijing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of CCPIT
86 1065125185 / 86 1065125183

북경 하드웨어 및 가정용품 박람회

CIHEX/China Int'l Hardware & Houseware Expo
| 99.11.

북경 /China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Reed Exhibition Companied
852 28240330/852 28240246

상해 컴퓨터 및 네트워크 박람회

Compu-Net Shanghai/Shanghai Int'l Computer &
Networks Expo

98. 5.12-5.15
상해 /SHANGHAI MART
Shanghai SinoExpo International Ltd.
86 21 64371178 / 86 21 64370982

상해 멀티미디어 박람회

Multimedia Shanghai
98.5.12-5.15
상해 /SHANGHAI MART
Shanghai SinoExpo International Ltd.
86 21 64371178/86 21 64370982

상해 직믈 및 패션 액세서리 박람회

FABRICS CHINA
98.6.23 - 6.27
상해 /Shanghai Exhibition Center
Adsale Exhibition Services Ltd.
852 28118897/852 25165024

상헤 가구 박람회

China Int'l Furniture Expo
| 98.9.14 - 9.17

상해/SHANGHAI MART
Shanghai SinoExpo International Ltd.
86 21 64371178/86 21 64370982

상해 가구 생산설비 및 원재료 박람회

FURNITURE MANUFACTURING CHINA
98.9.14 - 9.17
상해/Shanghai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Shanghai SinoExpo International Ltd.
86 21 64371178/86 21 64370982

상해 건축 및 실내장식 박람회

BUILDING SHANGHAI
99.9.
상해 /Shanghai Exhibition Center
Adsale Exhibition Services Ltd.
852 28118897 / 852 25165024

상해 가구 및 목재가공산업 박람회

WOODMAC CHINA & FURNITECK CHINA
99.11.
상해 /Shanghai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HongKong Exhibition Services Ltd.
852 28041500 / 852 25283103

성도 일반상품 박람회

Chengdu Infl General Merchandise Exhibition
98.10.
성도

86 283399315 / 86 283356121

심천 소비재 박람회

Shenzhen New Year Consumer Goods Fair
98.1.24 - 2.2
심천 /Shenzhen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Shenzhen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86 755 2263338 / 86 755 2264250

심천 의류 박람회

China Int'l Garment Trade Fair
98.12.
심천 /Shenzhen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Shenzhen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86 755 2263338 / 86 755 2254250

천진 보석, 시계 및 선몰용품 박람회

INTERJEWELLERY/lnt'l Jewellery, Watches & Gifts 
Exh.

98. 5.28 - 6.1
쳔진 /Tianjin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Tianjin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86 22 28352222 / 86 22 28359854

천진 롱신 , 검퓨터 및 사무자동화 박람회

Int'l Telecomm., Computer & Office Automation Exh.
98.6.18-6.21
천진 / Tianjin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Tianjin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86 22 28352222 / 86 22 28359854

천진 컴퓨터 및 네트워킹 박람회

China Int'l Computer and Networking Exhibition
98.9.16-9.19
천진 /Tianjin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Tianjin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86 22 28352222 / 86 22 28359854

체코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리베레츠 소비재 박람회

LIBERECKE VYSTAVNY TRHY/Markets Fashion and 
Living

98.7.15-7.22
리베레츠 /Liberec Fairground 
LVT-Liberecke vystanvni trhy, a. s.
420 48 424604 / 420 48 421435

브르노 관광 박람회

REGIONTOUR/lnt l Exh. of Travel Opptnities in
Regions

98.1.8-1.11,99.1.7- 1.10
러르누 /BW Fairgrounds
BW Veletrhy A Vystavy, a. s.
420 5 41151111/420 5 41153070

브르노 패션 박람회

STYL/lnt'l Fashion Fair
98.2.17 - 2.19,98.8.18 - 8.20
버르누 /BW Fairgrounds
BW V 이 etrhy A Vystavy, a. s.
420 5 41151111/420 5 41153070

부르노 가구 박람회

MOBIS/Infl Exhibition of Furniture
98.3.18-3.22
러己누 / BW Fairgrounds
Brnenske Veletrhy a Vystavy, a. s.
420 5 41151111 /420 5 41153070

브르노 소비재 박람회

Int'l Consumer Goods Fair
98.3.18 - 3.22
■己누 / BW Fairgrounds
BW Veletrhy A Vystavy, a. s.
420 5 41151111/420 5 41153070

브르느 조명기기, 유리제품, 도자기 및 보석 박람회 

LUMICA/lnt'l Exh. of Light Fittings, Glass, China
98.3.18-3.22
브르노/BW Fairgrounds
Brnenske Veletrhy a Vystavy, a. s.
420 5 41151111/420 5 41153070 

브르노 사무기기, 완구 및 선물용품 박람회

X-ART/lnt'l Fair of Office Equipment, Toys & Gifts
98.3.18-3.22
「르누 /BW Fairgrounds 
BW Veletrhy A Vystavy, a. s. 
420 5 41151111 /420 5 41153070

브르노 마케팅 및 광고 박람회

MDK/Marketing and Advertising Services and 
Desgin

98.5.19-5.22
러르누 /BW Fairgrounds 
BW Veletrhy A Vystavy, a. s. 
420 5 41151111/420 5 41153070

브르노휴가소비재박람회

Holidays Markets
98.6.27 - 7.5
러己누 /BW Fairgrounds 
BW Veletrhy A Vystavy, a. s. 
420 541151111 /420 541153070

브르노 컴퓨터 사무기기 및 릉신기술 박람회 

INVEX-COMPUTER/lnt'l Fair of Information 
Technology

98.10.5-10.9
廿三 누 /BW Fairgrounds 
BW Veletrhy A Vystavy, a. s. 
420 541151111/420 5 41153070

브르노 승용차 박람회

AUTOSALON/lnt'l Show of Passenger Cars
99.6.3-6.10
브르노/BW Fairgrounds 
Brnenske Veletrhy a Vystavy, a. s. 
420 541151111 /420 5 41153070

헤스케부데요비체 컴퓨터 박람회

COMPUTER
98.3.25-3.28
체스케부데요비체 /Fairground 
Vystaviste Ceske Budejovice, a. s. 
42038 7714911/420 38 42369

프라하 가구 및 인테리어 박람회

PRAGOINTERIER/lnt'l Furniture & Interior Exhibition
98.2 4 - 2.7
프라하 /Fairgrounds Praha
INCHEBA Praha, s. r. o.
420 2 24195201 /420 2 24195286

프라하 모터사이클 박람회

MOTORCYCLE
98.3.14-3.17
프라하/Fairgrounds Praha 
INCHEBA Praha, s. r. o.
420 2 24195201 /420 2 24195286

프라하 사무 및 릉신 박람회

IFABO Prag/Office Organization & Communication
98.9.8-9.12,99.9.7-9.11
프라하 /Fairgrounds Praha 
Progres Partners Advertising s. r. o. 
420 2 24218403 / 420 2 24218312

프라하 가정용 전자제품 박람회

HIT/lnt'l Trade Fair for Consumer Electronics and
Domestic Appliances

98.9.23 - 9.27
프라하 /Fairgrounds Praha
Progres Partners Advertising s. r. o. 
420 2 24218403 / 420 2 24218312

프라하 시계 및 보석 박람회

COMPLET/Watch, Clock. Jewellery Trade Fair
98.9.24 - 9.27
프라하/Fairgrounds Praha 
Multi Level Trading, s. r. o. 
420 2 24246548 / 420 2 24246548

프라하 자동차 박람회

AUTOSHOW/lnt l Motor Show
98.10.22- 10.25
프라하/Fairgrounds Praha
INCHEBA Praha, s. r. o.
420 2 24195358 / 420 2 24195323

칠레

산티아고 인터넷 박람회

Internet World Chile
98.10.7- 10.9,99.10.6-10.8
산티아고 /Fisa Oriente
Feria Internacional de Santiago
56 2 5307000 / 56 2 533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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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티아고 종합 박람회

FISA/lnt'l Trade Fair of Santiago
98.10.30- 11.8,99.10.29-11.7
산티아고/Parque Fisa-Maipu 
Feria International de Santiago 
56 2 5307000 / 56 2 5331667

산티아고 서적 박람회

FILSA/lnt'l Book Fair
98.11.19- 12.6,99.11.18- 12.5
산티아고/Centro Cultural Mapocho 
Camara Chilena de Libro
56 2 6989519 / 56 2 6989226

카나다

뱅쿠버섬 사무용품 박람회

Vancouver Island Business Trade Show
98.3.13-3.15
나나이모 /Beban Park Social Centre
Greater Nanaimo Chamber of Commerce
1 604 7531191/1 604 7545186

몬트리올 춘계 선■용품 박람회

Montreal Spring Gift Show
98.3.8-3.11
몬트리올/ 이ace Bonaventure
Southex Exhibitions
1 4163851880/1 416 3851855

몬트리올 가구 박람회

M. F. I내/Montreal Furniture Market
98.6.17-6.20
몬트리올 / 이ace Bonaventure
Quebec Furniture Manufacturers Association Inc.
1 514 8663631/1 5148719900

몬트리을 추계 선물용품 박람회

Montreal Fall Gift Show
98.8„ 99.8.
몬트리올/ 이ace Bonaventure
Southex Exhibitions
1 416 3851880/1 4163851855

몬트리을 비즈니스 박람회

Business World Exhibition
98.10.6-10.8
몬트리올/ 이ace Bonaventure
Martin International
1 514 2883931 /1 514 2880641

몬트리올 컴퓨터 박람회

COMDEX-SCIB/Computer Trade Show
98.10.6 -10.8
몬트리올/ 이ace Bonaventure
Softbank Comdex, Inc.
1 617 4331500/1 617 4496953

뱅쿠버 컴퓨터 및 릉신장비 박람회

COMDEX/PacRim Computer and Communication 
Show

98.1.20- 1.22
뱅쿠버 /Vancouver Trade & Convention Centre 
COMDEX
1 617 4331550/1 617 4493434

뱅쿠버 춘계 선몰용품 박람회

Vancouver Spring Gift Gallery Show
98.3.8 - 3.10,99.3.7 - 3.9
뱅쿠버 /B. C. Place Stadium
Southex Exhibitions
1 604 4335121/1 604 4334807

카나다 컴퓨터 네트워크 박람회

NetCon Caravan
98.4.11-4.17
뱅쿠버 /Vancouver Trade & Convention Centre 
Plesman Expositions & Conferences Inc.
1 416 4979562/1 4164979427

뱅루버 소비재 박람회

PNE/Pacific National Exhibition
98.8.16-9.1,99.8.15-9.1
뱅쿠버/PNE Ground
Pacific National Exhibition
1 604 2532311/1 604 2517726

뱅루버 추계 선물용품 박람회 

Vancouver Fall Gift Show
98.9.13 - 9.15,99.9.11 -9.13 
뱅쿠버 /B.C. Place Stadium 
Southex Exhibitions
1 604 4335121 /1 604 4334807

에드언븐 선물용폼 박람회

Alberta Gift Show
98.2.8-2.11
에드먼톤 / Northlands Agricom
Southex Exhibitions
1 604 4335121 /1 604 4334807

빅토리아 주택 박람회

Victoria Home Show
98.3., 98.9.
에스퀴몰트 / Esquimatt Sport Centre
Evergreen Exhibitions Ltd.
1 250 2484440/1 250 2480640

오타와 비즈니스 및 사무자동화 박람회

Ottawa Business Show/Comtech
98.5.5 - 5.6
오타와 / Lansdowne Park
Connelly Business Exhibition
1 6137319850/1 6137312407

앨거리 수공예품 및 취미용품 박람회

Craft & Hobby Trade Show
98. 5.29 - 5.31
캘거리 /Calgary Exhibition & Stampede 
Candaian Craft and Hobby Association 
1 403 2910559/1 403 2910675

캘거리 가정용품 및 인테리어 박람회

Calgary Home& Interior Design Show
98.9.17 - 9.20.99.9.23 - 9. 26
캘거리 /Calgary Exhibition & Stampede
Southex Exhibitions
1 403 2446111/1 403 2458666

토논토 가구 박람회

Toronto Infl Home Furnishing Market
98.1.10-1.13
토론토시 nternational Centre
Quebec Furniture Manufacturers Association
1 514 8663631 /1 514 8719900

카나다 패션 액세서리 박람회

MODE ACCESSORIES/Mode Accessories Infl Exh.
98.1.25- 1.27,98.8.9 - 8.11
토온토/International Plaza Hotel
Two Plus One Group Inc.
1 416 5100114/1 416 5100165

카나다 선■용품 및 테이■웨어 박람회

CGTA/CanadianX>ift & Tableware Show
98.1.25- 1.29,98.8.9 - 8.13
토론토 시 nternational Centre 
The CGTA Gift Show
1 416 6790170/1 416 6790175

카나다 완구 및 장식용품 박람회

Canadian Toy & Decoration Fair
98.1.29-2.1
토론토 /Metro Toronto Convention Centre 
Canadian Toy Manufacturers Association 
1 905 8931689/1 905 8932393

토론토 춘계 선물용품 박람회

Toronto Spring Gift Show
98.2.15-2.18
토론토 /Exhibition Place
Southex Exhibitions
1 4163851880/ 1 416 3851855

카나다 장식용품 박람회

DECOR/lnterior Decor Showcase
98.2.21 - 2.23
토론토/Toronto Congress Center
Canadian Decorating Products Association
1 905 6780331 /1 905 6780335

토론토경주용차전문박람회

Performance World Custom Car Show
98.3.6 - 3.8
토론토 / International Centre
Pro-Sho Inc.
1 416 2299919/1 416 2232826

카나다 주택 박람회

National Home Show
98.4.3-4.12
토론토/Exhibition Place
Southex Exhibitions
1 4164456641 /1 4164422207

카나다 자동차 박람회

Canadian International Automotive Show
98.4.25 - 4.27
토론토 /International Centre
Automotive Industries Association of Canada 
1 613 7285821/1 613 7286021

카나다 컴퓨터 박람회

COMDEX/Canada Int'l Computer Trade Show
98.7.8-7.10
토론토 / Metro Toronto Convention Centre 
Softbank Comdex, Inc.
1 617 4331500/1 617 4496953

카나다 윈도우 박람회

Windows World
98.7.8 - 7.10
토론토 /Metro Toronto Convention Centre
LANDA Toronto c/o SOFTBANK COMDEX
1 617 4331500/1 617 4496953

카나다 판촉용품 박람회

Motivational Marketing Expo
98.9.3-9.5
토론토 /Toronto Convention Centre 
Industrial Trade and Consumer Shows Inc.
1 416 6912852/1 416 6912891

카나다 하이테크 박람회

CHTS/The Canadian High Technology Show
98.9.15-9.16
토론토 / International Centre
Reed Exhibition Companies Inc.
1 416 4917565/1 416 4915088

토론토 추계 선■용품 박람회

Toronto Fall Gift Show
98.9.20 - 9.23
토론토/Exhibition Place
Southex Exhibitions
1 416 3851880/1 416 3851855

토본토 인터넷 박람회

Internet Expo
98.9.21 - 9.25
토론토 /Toronto Convention Centre
Digital Consulting Inc.
1 508 4703870/1 5084702755

토론토 조명 박람회

I. L EVInt'l Lighting Exposition
99.10.
토론토 /Toronto Convention Centre
Kerrwil Publications Ltd.
1 905 8901846/1 905 8905769

카자흐스탄

알마티 아태 종한 박람회

ASPAT/Asia Pacific Int i Trade Fair
98.10.15-10.19
알마티/ESCAP
66 2 2881234/66 2 2881000

카타르

도하 종합 박람회

Q. I. T. FVQatar International Trade Fair
98.4.25 - 4.30
도하 /Qatar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Gulf Marketing & Exhibition Organisation W. L. L.
97 4 313777 / 97 4 313222

케나

나이로비 자동차 박람회

AUTOTECH
98.2.11-2.14
나이로비 /Kenyatta International Conf. Center 
Event & Conference Organizers Ltd.
254 2 446862 / 254 2 443267

나이로비 컴퓨터 박람회

AITEC KENYA
98.6.18-6.20
나이로비 /Kenyatta International Conf. Center 
African It Exhibitions & Conferences
254 2 749771/254 2 751438

나이로비 호텔 • 관광용품 박람회

HOSPITALITY & FOOD & DRINK SHOW
98.10.2-10.9
나이로비/Sarit Center
Event & Conference Organizers Ltd.
254 2 446862 / 252 2 443267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 종합 박람회

FERICORI/lnternational Fair of Costa Rica
98.2.17-2.23
산호세 /Centro Nacional de Exposiciones 
Ferias Internacional, S. A.
506 2336631 /506 2335791

산호세 컴퓨터 박람회

FE 이 COMP
98.10.23 - 10.26
산호세 /Grupo Sere S. A.
506 2734545 / 506 2733385

꼬콤비아

꾸롬비아 패션 박람회

C0L0MBIAM0DA
98.8.12-8.15
메데인 /Palacio de Exposiciones
Inexmoda-Ms. Alicia Mejia
57 43115915/57 4 2662050

보고타서적박람회

FIL/lntemation이 Book Fair
I 98.4.23 - 5.8 

보고타/Corferias 
Camara Colombia Del Libro-Mr. Guido Tamayo 
57 1 2886188 / 57 1 2873320

보고타 섬유패션 박람회

TEXTILMODA
98.7.
보고타/Corferias
Corferias
57 1 3377676 / 57 1 3377272

보고타 생활용품 박람회

Feria del Hogar
98.8.1 - 8.17
보고타/Corferias
Corferias-Ms. Maria Equgenia 
57 1 3377676/57 1 3377272

보고타 종합 박람회

FIB/lnt'l Fair of Bogota
98.9.25 - 10.4
보고티:/Corferias
Corferias-Ms. Perla Roa 
57 1 3377676 / 57 1 3377272

보고타 컴퓨터 및 사무용품 박람회

COMPUEXPO/Computer and Office Equipment Fair
98.10.15-10.21
보고타/Corferias
Corferias-Ms. Marisol Suarez
57 1 3377676 / 57 1 3377272

보고타 자동차 박람회

FERIA INTL DEL AUTOMOVIL
98.11.
보고타/Corferias
Corferias-Ms. Marisol Suarez
57 1 3377676 / 57 1 3377272

코롬비아 민속공예품 박람회

EXPOARTESANIAS
98.12.
보고타，/Corferias
Artesanias De Colombia-Ms. Lucy Cajiao 
57 1 3377658 / 57 1 3377272

보고타 건축 및 디자인 박람회

Expo - Constrution & Expo - Deseno
99.5.
보고타/Corferias
Prodiseno
57 1 3377555 / 57 1 3377272

루바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하바나서적 박람회

International Book Fair
98.2.4-2.10
하바나/PABEXP0
Pabexpo-Palacio de las Convenciones 
53 7 225011/53 7 219065

쿠바컴퓨터 및 자동화기기 박람회

INFORMATICA/Intl Data Processing & Automation 
Exh.

98.2.17-122
하바나/PABEXP0
Exposiciones Avanzadas Intemacionales, SA de C.V. 
52 5 5665978 / 52 5 7050800

인포메이션



쿠바 관광산업 박람회

TECNOTUR/Technology & Products of the Tourism
Industry

98. 5.26 - 5.30
하바나/PABEXPO
Pabexpo-Palacio de las Convenciones
53 7 225011 /53 7 219065

하바나 종합 박람회

FIHAV서avana International Fair
98.11.1-11.8
하바나/Expocuba
Exposiciones Avanzadas Internacionales, SA de C.
v・
52 5 5665978 / 52 5 7050800

쿠웨이트

키프러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터어키 파나마 사무기기 박람회

EXPO OFI이NA/Computers, Office Equipments Trade 
Fair

98.10.16-10.20
파나마시티 /ATLAPA Convention Center
World Trade Center
507 2640464 / 507 2696126

파나마 자동차 박람회

EXPO AUTO/lnt l Exhibition of Automobiles
98.10.16 -10. 25
파나마시티 /ATLAPA Convention Center
Adap, Congrexpo Internacional
507 2610906 / 507 2614341

파라과이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니코시아 종합 박람회

C. 1. S. FJCyprus Int'l State Fair
98. 5.21 - 5.31,99.5.27 - 6. 6
니코시아 / International Fairgrounds
Cyprus State Fairs Authority 
357 2 352918 / 357 2 352316

니코시아 사무용가구 및 장비 박람회

Offitec/Office Furniture & Equipment Exhibition
98.10.21 -10.25
니코시아 /International Fairgrounds
Cyprus State Fairs Authority
357 2 352918 / 357 2 352316

니코시아 가구 및 실내장식용품 박람회

FUNIFAIR
99.10.23- 10.31
니코시아 /International Fairgrounds
Cyprus State Fairs Authority
357 2 352918/357 2 352315

니코시아 주방용품 박람회

IDEAL HOME/Domestic Appliances
99.10.23- 10.31
니코시아 /International Fairgrounds
Cyprus State Fairs Authority
357 2 352918/357 2352316

태국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방콕 춘 • 추계 보석 박람회

Bangkok Gems & Jewellery, Watch & Clock Fair
98.3.14-3.17,98.9.9-9.12
방콕/QSNCC
Dept, of Export PromotionfTrade Fair Division)
66 2 5115066/7 / 66 2 5122670

방콕 선물용품 박람회

Bangkok International Gift & Houseware Fair
98.4.18-4.22
방콕/QSNCC
Dept, of Export Promotion(Trade Fair Division)
66 2 5115066 / 66 2 5122670

방콕 사무자동화 박람회

Office Asia
98.5.14-5.17
방콕/QSNCC
N. C. C. Management & Development Co., Ltd.
66 2 2293000/66 2 2293191

방콕 컴퓨터 및 릉신장비 박람회

C& C/Computer& Communication Marketplace
98. 5.21 -5.24,98.11.26- 11.29
방콕 /BCC, QSNCC
TTF International Co., Ltd.
66 2 7172477/66 2 7172466

방콕 정보기술 박람회

IT TRADE/Information Technology Exhibition
98.7.
방콕/QSNCC
Reed Tradex Co., Ltd.
66 2 5032199 / 66 2 5034100

방콕 자동차 박람회

Asia Automotive
98.11.
방콕/QSNCC
N. C. C. Management & Development Co., Ltd.
66 2 2293000/66 2 2293191

방콕 가정용품 박람회

Living & Indec
98.11.26- 11.29
방콕/BITEC
TTF International Co., Ltd.
66 2 7172477/66 2 7172466

방콕 레저용 차량 박람회

OFF ROAD
98.11.26- 11.29
방콕/BITEC
TTF International Co., Ltd.
66 2 7172477 / 66 2 7172466

방콕 조명기기 박람회

Lighting Thailand
99.3.3 - 3. 6
방콕/BITEC
Bangkok Exhibition Services Ltd.
66 2 6171475/66 2 6171407

이스탄불 패션 박람회

IMF/lnt'l Moda Fair
98. 2. 26 - 3.1,98.8.20 - 8.23
이스탄불 /World Trade Center
CNR International Fair Organizations Inc.
90 212 6630881 /90 212 6630973

이스탄呈 시계, 보석 박람회

ISTANBUL INT L WATCH, CLOCK, JEWELLERY & 
EQUIPMENT

98.3. 5-3.8
이스탄불 /World Trade Center
ROTAFORTE A. S.
90 212 5190719/90 212 5133038

이스탄불 선号용품 및 판촉물 박람회 

Promotion/Premiums, Promotional Articles,
Business Gifts

98.9.2-9.6
이스탄불 /Wodd Trade Center
CNR International Fair Organizations Inc.
90 212 6630881 /90 212 6630973

이스탄불 공예품 박람회

Istanbul Art Fair
98.9.30 - 10.4
이스탄불/Tuyap Exhibition & Congress Center 
Tuyap Fairs and Exhibitions Organization Inc.
90 212 2123100/90 212 2123109

이스탄불 주방, 욕실용품 박람회

Kitchen & Bathroom
98.10.21 -10.25
이스탄불 /Hilton Exhibition Center
Interteks International
90 212 2250920 / 90 212 2250933

이스탄불 사무용품 박람회

OFFICE DESIGN
98.11.4-11.8
이스탄불/Tuyap Exhibition & Congress Center 
Tuyap Fairs and Exhibitions Organization Inc.
90 212 2123100 / 90 212 2123109

이스탄불 선물용품 박람회

Gift Fair
98.12.19-12.31
이스탄불 /Tuyap Exhibition & Congress Center 
Tuyap Fairs and Exhibitions Organization Inc.
90 212 2123100/90 212 2123098

이스탄불 자동차 전시회

AEF AUTOMOTIVE
99.5.6 - 5.9
이스탄불 /World Trade Center
Hannover-Messe International GmbH
90 511 8931400 / 90 511 8931419

직물 기성복 및 패션 박람회

IZMIR PRET/Textile, Ready-to-Wear and Fashion
98.2.19-2.21,98.9.17-9.19
이즈밀 /Culture Park
IZFAS-lzmir Fair Organization
90 232 4821270 / 90 232 4254342

이즈밀 종합 박람회

IIF/lzmir Int'l Fair
98.8. 26 - 9.10
이즈밀 /Culture Park
IZFAS-lzmir Fair Organization
90 232 4821270 / 90 232 4254342

이즈밀 소비재 박람회

SOUVENIR/Consumer Goods Fair
98.12.18- 12.30,99.12.17 - 12.30
이즈밀 /Culture Park
IZFAS-lzmir Fair Organization
90 232 4821270 / 90 232 4254342

파나마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다비드 종합 박람회

San Jose Int'l Fair of David
98.3.12-3.22
다비드/Feria de David
Patronato de La Feria de San Jose de David
507 7752128 / 507 7752458

파나마 종합 박람회

EXPOCOMER/Exposicion Comercio Internacion이

98.3.4 - 3.9,99.3.3 - 3.8
파나마시티 /ATLAPA Convention Center
Camara de Comercio Industria 丫 Agricultura
507 2270033 / 507 2264049

파라과이 종합 박람회

EXPO
98.7.11-7.26
마리아노로께알론소 /Compo de Exposiciones
Comision Coordinators de Expo 
595 21 295748/595 21 291775

파키스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쿠웨이트 동계 패션 박람회

Kuwait Winter Fashion
98.1.24- 1.30,98.10.21 - 10.30
쿠웨이트/Mishiref International Fair Ground 
Kuwait International Fair Co.
965 5387100 / 965 5393872

쿠웨이트 하계 패션 박람회

Kuwait Summer Fashion
98.3. 24 - 3.31
쿠웨이트 /Mishiref International Fair Ground 
Kuwait International Fair Co.
965 5387100 / 965 5393872

쿠웨이트 종합 박람회

Kuwait Int'l Trade Fair
98.3.25 - 4.3
쿠웨이트/Mishiref International Fair Ground 
Kuwait International Fair Co.
965 5387100 / 965 5393872

쿠웨이트 선물용품 박람회

Kuwait Int'l Gifts & Accessories Exhibition
98.4.29 - 5.8
쿠웨이트 /Mishiref International Fair Ground 
Kuwait International Fair Co.
965 5387100 / 965 5393872

크로아티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카라치 직묠 및 의류 박람회

PTCF/Pakistan Textile & Clothing Fair
98.3.
카라치 /Karachi Sheraton Hotel
Export Promotion Vureau
92 21 512260/92 21 516205

카라치 패션 박람회

FAF/Pakistan Fashion Apparel Fair
98.10.13-10.15
亍囘치 /Karachi 아leraton Hotel
Pakistan Apparel Association 
92 21 4533936 / 92 21 4546711

페루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리마 통신 정보시스템 및 사무기기 박람회 

TECNOTRON/lnt'l Fair For Telecommunication& 
Office Equipment

98.4.20 - 4.26
리口卜/Feria International del Pacifico
Feria International del Pacifico
51 1 5660775 / 51 1 5660320

리마소비재박람회

FE이A DEL HOGAR/Consumer Goods Exhibition
98.7.23 - 8.9
리마/Feria International del Pacifico
Feria International del Pacifico
51 1 5660775 / 51 1 5660320

태평양 종합 박람회

FlP/Pacific Int'l Trade Fair
99.11.
리마/Feria International del Pacifico
Feria International del Pacifico
51 1 5660775/51 1 5660320

포르루갈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자그레브 자동차 박람회

Zagreb Auto Show
98.3.30 - 4. 5,99.3.22 - 3. 28
자그레브 / Fairgrounds
Zagrebacki Velesajam 
3851 6503111/385 1 6520643

자그레브 소비재 박람회

Int'l Consumer Goods Fair
98.4.21 - 4.25,99.4. 26 - 4.30
자그레브 /Fairgrounds
Zagrebacki Velesajam 
3851 6503111 /385 1 6520643

자그레브 공예품 박람회

Int'l Crafts Fair
98.4.21 - 4.25,99.4.26 - 4.30
자그레브 / Fairgrounds
Zagrebacki Velesajam 
385 1 6503111/385 1 6520643

자그레브 추계 종합 박람회

Zagreb Int'l Autumn Fair
98.9.14 - 9. 20,99.9.13-9.19
자그레브 / Fairgrounds
Zagrebacki Veles 히 am 
385 1 6503111 /3851 6520643

자그레브 가구 및 인테리어 산업 박람회

AMBIENTA/lnt'l Fair of Furnishing, Interior Decor.
98.10.14- 10.18,99.10.13-10.17
자그레브 / Fairgrounds
Zagrebacki Velesajam 
3851 6503111/385 1 6520643

자그레브 정보산업기술 박람회

INFO /Int'l Fair of Information Technology
98.11.11 - 11.15,99.11.10- 11.14
자그레브 / Fairgrounds
Zagrebacki Velesajam 
385 1 6503111 /385 1 6520643

리스본 여행 박람회

BTL/Lisboa Travel Market
98.1.21-1.25
리스본/RL
Feira Internacional de Lisboa(FIL)
351 1 3601500/351 1 3639048

리스본 패션디자이너 박람회

EXPO Fashion/Exhibition of Fashion Designers
98.2.4 - 2.8,98.9.10-9.13
리스본/FIL
Feira Internacional de Lisboa(FIL)
351 1 3601500 / 351 1 3639048

리스본 패션 박람회

FILMODA/Portuguese Fashion Fairs
98.2. 5 - 2.8,98.9. 5 - 9.8
리스본/FIL
Feira Internacional de Lisboa(FIL)
351 1 3601500/351 1 3639048

리스본 장식용품 및 가정용품 박람회 

CERAMEX/lnt'l Exh.of Decorative Arts & 
Housewares

98.2.19 - 2.22
리스본/FIL
Feira Internacional de Lisboa(FIL)
351 1 3601500 / 351 1 3639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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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본 유물 박람회

FILANTIGUIDADE/Antiques Fair
98.4.18-4.26
리스본/FIL
Feira Internacional de Lisboa(FIL)
351 1 3601500/351 1 3639048

리스본 공예 박람회

FLA-USBOA/Infl Handicraft Exhibition
98.7.4-7.12
리스본/FIL
Feira Internacional de Lisboa(FIL)
351 1 3601500/351 1 3639048

리스본 선물용품 박람회

GIFT SHOW/lnt'l Exh. For X-mas & Decorative
Articles

98.9.17-9.20
리스본/FIL
Feira Internacional de Lisboa(FIL)
351 1 3601500 / 351 1 3639048

리스본 가구 및 조명 박람회

INTERCASA/lnt'l Furniture & Lighting Exhibition
98.10.9-10.14
리스본/FIL
Feira Internacional de Lisboa(FIL)
351 1 3601500/351 1 3639048

리스본 사무자동화기기 및 가구 박람회

FILEME/Office Automation, Equip. & Furniture Exh.
98.10.23 - 10.27
리스본/FIL
Feira Internacional de Lisboa(FIL)
351 1 3601500 / 351 1 3639048

리스본 모터사이클 박람회

MOTO EXPO/Two-Wheels Show
98.12.1-12.6
리스본/FIL
LOGICO
351 1 3876770/351 1 3875144

리스본 장식용품 박람회

INTERIORES/Infl Decoration Exhibition
99.9.
리스본/FIL
Feira Internacional de Lisboa(FIL)
351 1 3601500 / 351 1 3639048

리스본 전봉산업 박람회

FllC/lnt'l Cultu혀 Industries Fair
99.11.
리스본/FIL
Feira Internacional de Lisboa(FIL)
351 1 3601500 / 351 1 3639048

리스본 자동차 박람회

MOTOR EXPO/Motor Show
99.11.
리스본/FIL
LOGICO
351 1 3876770/351 1 3875144

포르토 의류 박람회

SELECTIV MODA/European Trade Marks
98.1.30 - 2.1,98.9.18 - 9.20
포르토/EXPON0R
EXPONOR
351 2 9981400 / 351 2 9957499

포르토 휴가 • 여행 박람회

NORFERIAS/Holidays & Tourism Exhibition
98.3.
포르토/EXPONOR
EXPONOR
351 2 9981400/351 2 9957499

포르토 의류 및 액세서리 박람회

M0DTISSIM0
98.3.13-3.14,99.10.9- 10.10
포르토/EXPONOR
SELECTIV MODA/MOD' TISSIMO
351 1 4745323 / 351 1 4756329

포르토 조명기기 및 가정용품 박람회

EXPORT HOME/Furniture, Lighting & Household
Goods for Export

98.3.4 - 3.8,99.3.3 - 3.7
푸르투/EXPONOR
EXPONOR
351 2 9981400/351 2 9957499

포르토 공예품 박람회

FIP-ARTESANATO/lnt'l Handicraft Exhibition
98.4.25 - 5.3,99.4.24 - 5. 2
푸르투/EXPONOR
EXPONOR
351 2 9981400/351 2 9957499

포르토 가구 빛 조명기기 박람회

EXPOMOVEUFurniture & Lighting Exhibition
98.4. 25 - 5.3,99.4.24 - 5.2
푸르투/EXPONOR
EXPONOR
351 2 9981400 / 351 2 9957499

포르토 자동차 박람회

S. I. AJInt'l Motor Show
98.5.
푸르투/EXPONOR
Publisalao
351 1 3473561 /351 1 3473564

포르토 문구 및 교육기자재 박람회

DIDTACTICA/Educational Products and Services
98.5.14-5.17
포르토/EXPONOR
EXPONOR
351 2 9981400/351 2 9957499

포르로 사무용 가구, 장비 박람회

OFFICE
98. 5.14-5.17
포르토/EXPONOR
EXPONOR
351 2 9981400/351 2 9957499

포르토 자동차 박람회

PORTUGAL/Infl Motor Show-Passenger Cars
98.5.29 - 6.7
푸르투/EXPONOR
Publisalao
351 1 3473561 /351 1 3473564

포르토 완구, 선물용품 박람회

BRINDE/Toys& Gifts Exhibition
98.9.10-9.13
푸르투/EXPONOR
EXPONOR
351 2 9981400/351 2 9957499

포르투 세라믹 및 장식용품 박람회

CERANOR/Ceramics, Glass, Decorative Arts
I Exhibition

98.9.10 - 9.13
포르토/EXPONOR
EXPONOR
351 2 9981400/351 2 9957499

포르토 보석 및 시계 박람회

PORTOJOIA/Goldsmithery and Watchmaking Exh.
98.9.23 - 9.27,99.9.15 - 9.19
포르토/EXPONOR
EXPONOR
351 2 9981400/351 2 9957499

포르토 의류 및 장식용품 박람회

CASATEXTIL/lnt*l Home Textiles & Decoration Exh.
98.10.15- 10.17,99.10. 28- 10.30
푸르투/EXPONOR
EXPONOR
351 2 9981400/351 2 9957499

포르토 가구산업 박람회

FERRALIA/Auxiliary Eguipment and Supplies for the
Furniture Industry

98.10.22 -10.25
포르토/EXPONOR
EXPONOR
351 2 9981400/351 2 9957499

포르토 목재가공 박람회

FIMAP/lnternational Woodworking Ma아linery Fair
98.10. 22 - 10.25
푸르투/EXPONOR
EXPONOR
351 2 9981400/351 2 9957499

포르토 상용차 박람회

UTIUTA이。/Inti Commercial Vehi이es Show
99.4.
포르토/EXPONOR
Publisalao
351 1 3473561 /351 1 3473564

포르토 가정용 첨단기기 및 오디오 박람회 

DOMOTEC-AUDIAMGE/Home Technology & Audio- 
Visual Exh.

99.10.
포르토/EXPONOR
EXPONOR
351 2 9981400/351 2 9957499

푸鼻 투 모터사이킁 박람회

MOTOSHOW/lnt l Motorcycle Show
99.11.
푸르투/EXPONOR
EXPONOR
351 2 9981400/351 2 9957499

풀란드

그단스크 보석 박람회

AMBERIF/Amber and Jewellery Art Fair
98.3.5-3.8
그단스크 /Technology Centre
Gdansk International Fair
48 58 549000 / 48 58 522168

그단스크 자동차 박람회

MOTO-Expo/lntl Motor Show
98.3.19-3.22
그단스크/Technology Centre
Gdansk International Fair
48 58 520071 /48 58 522168

그단스크 인테리어 및 정원용품 박람회

Home & Garden/Home Interior & Garden Equipment 
Fair

98.4.22 - 4.25
그단스크/Technology Centre
Gdansk International Fair
48 58 520071 /48 58 522168

그단스크 마케팅 박람회

MARKETING/Promotion and Marketing Exhibition
98.10.13-10.15
그단스크/Technology Centre
Gdansk International Fair
48 58 520071 /48 58 522168

그단스크 인테리어 디자인 및 사무용 컴퓨터 박람회 

BALTS애O/lnterior Design Exh.+Computers in 
Office, Shop

98.10.21-10.24
그단스크/Techn 이 ogy Centre
Gdansk International Fair
48 58 520071 /48 58 522168

바르샤바서적 박람회

MTK/lntl Book Fair
98.5.14 - 5.18
바르샤바/Culture & Science Palace
ARS Polona
48 22 8261201/48 22 8269256

바르샤바 소프트웨어 박람회

CAD -CAM/lnt'l Software Fair
98.6.10 - 6.13
바르사a "Culture & Science Palace
Biuro Reklamy S. A.
48 22 496006 / 48 22 493584

바르샤바 사무용기기 박람회

OFFICETEC/lnt'l Office Technology Exhibition
98.11.19-11.21
바르샤바/Culture & Science Palace
Biuro Reklamy S. A.
48 22 496006 / 48 22 493584

우지 건축내외장재 박람회

INTERFLAT/Infl Interior Decoration, Building
। Material Fair

98.11.27- 11.29
우지/EXPO-LODZ
Miedzynarodowe Targi Lodzkie SP. Z. 0.0.
48 42362983/48 42 372935

카토비체 자동차 박람회

AUTOSALON/lnt'l Car Fair
98.11.4- 11.8,99.11.10- 11.14
카토비체/Spodek
Katowice International Fair
48 32 596061 /48 32 588919

크라코프 자동차 박람회

AUTO-MOTO-EXPO
98.4.3-4.5
크라코프 /Cracow Expo Center
Fairs in Krakow
48 12 230183 / 48 12 230156

크라코프여행박람회

ITEMAC/lnt'l Tourist Market
98.11.26- 11.28
크라코프/Vist니a Stadium
Fairs in Krakow
48 12 230183 / 48 12 230156

포츠난춘계소비재박람회

Spring/lnt'l Fair of Consumer Goods
98.3.3 - 3.6
포츠난/Poznan FairGrounds
Poznan International Fair
48 61 692592 / 48 61 665827

포츠난 멀티미디어 및 추판인쇄 박람회

Multi-Media/Publishing, New Media Fair
98.4.21 - 4. 24
포츠난 /Poznan Fairgrounds
Poznan International Fair
48 61 692592 / 48 61 665827

포츠난 목재가공기기 박람회

DREMA/lnt'l Woodworking Machinery Fair
I 98. 5.4 - 5.8

포츠난/Poznan Fairgrounds
Poznan International Fair
48 61 692592/48 61 665827

포츠난 가구 박람회

MEBLE/Fair of Funcifune and Furni아ing
98. 5.4 - 5.8
포츠난/Poznan Fairgrounds
Poznan International Fair
48 61 692592/48 61 665827

포츠난 종합 박람회

Poznan Infl Fair
98. 6.15-6.19
포츠난 /Poznan Fairgrounds
Poznan International Fair
48 61 692592/48 61 665827

포츠난추계 소비재 박람회

AUTUMN/lnt'l Consumer Goods Fair
98.9.1 - 9.4
포츠난/Poznan Fairgrounds
Poznan International Fair
48 61 692592 / 48 61 665827

포츠난 가정용 소비재 박람회

DOMExpo/Consumers Fair 'Everything for the Home'
98.9.15- 9.18
포츠난/Poznan Fairgrounds
Poznan International Fair
48 61 692592 / 48 61 665827

포츠난 광고기자재 박람회

International Advertising Fair
98.9.15- 9.18
포츠난 /Poznan Fairgrounds
Poznan International Fair
48 61 692592 / 48 61 665827

포츠난 관광 박람회

TOUR SALON/lnt'l Tourist Salon
98.11.4-11.7
포츠난 / Poznan Fairgrounds
Poznan International Fair

i 48 61 692592 / 48 61 665827

； 프랑스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레노보 골동품 박람회

S.E.AJEuropean Antiques Fair
98.1.23- 1.27
그레노블/ALPEXPO

j ALPEXPO/GRENOBLE
33 4 76396600/33 4 76093648

그레노■ 춘계 종합 박람회

Grenoble Spring Fair
98.3.
그레노불/ALPEXPO
ALPEXPO
33 4 76396600 / 33 4 76093648

그레노블 추계 종합 박람회

Autumn Fair
98.11.
그레노블/ALPEXPO
ALPEXPO
33 4 76396600 / 33 4 7609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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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노■미숩 공예폼 박람회

ARTISA/Art, Arts and Crafts Fair
98.11.28-12.6
그레노블/ALPEXPO
ALPEXPO
33 4 76396600 / 33 4 76093648

까앙 종함 박람회

FlC/lnt l Fair of Caen
98.9.
까앙 / Parc des Expositions
CAEN EXPO CONGRES
33 2 31299999/33 231299960

깐느 면세용품 박람회

TAX FREE/Tax Free World Exhibition
98.10.19 -10.23
깐느 / Palais Festivals Cannes
Tax Free World Association
33 1 40740984 / 33 1 40740985

낭시 종한 박람회

FIN/Infl Fair of Nancy
98. 5.29 - 6.8
낭시 /Parc Expo
Association Foire et Salons Internationaux
33 3 83156800 / 33 3 83156819

낭트 문구 박람회

SCRIPT/Regional Stationery Trade Fair
98.2.
낭트 /Parc de la Beaujoire
Foire Internationale de Nantes S. A.
33 2 40520811/33 2 40938050

낭트 종합 박람회
F. FN./Nantes Int'l Fair

98.4.3-4.13
낭트/Parc de la Beaujoire
Foire Internationale de Nantes
33 2 40520811/33 2 40938050

낭트가구 박람회

Furniture Trade Fair
98.9.7 - 9.9
낭트/Parc de la Beaujoire
Foire Internationale de Nantes S. A.
33 2 40520811/33 2 40938050

니스 종합 박람회

Nice International Fair/Foire Int'le de Nice
98.3.7 - 3.16
니스/Palais Expo
NICEXPO
33 4 92002080/334 93564977

니오르 소비재 박람회

Regional Consumer Goods Exhibition/Foire de Niort
98.4.25 - 5.3
니오르 /Parc des Expositions de Noron
Hotel de Ville
33 5 49325877 / 33 5 49790086

도빌 관광여행 박람회

TOP RESA/Tourism and Travel Trade Exhibition
98. 9. 25 - 9.28
도빌/Hippodrome
Top Resa
33 1 42502135 / 33 1 42508958

디종 끌동품 박람회

ANTIQUAIRES DIJON/Antiques Fair
98. 5.16-5.24
디종 /Parc des Expositions
Parc Des Expositions
33 3 80773900 / 33 3 80773939

디종 식품 및 가정용품 박람회

Int'l Gastronomy Fair
98.10.30-11.11
디종 / Parc des Expositions
Parc Des Expositions
33 3 80773900 / 33 3 80773939

디종 수공예품 박람회

Arts and Crafts Fair/Artisanat D'art
98.12.11-12.14
디종 /Parc des Expositions
Parc Des Expositions
33 3 80773900/333 80773939

핸느 종합 박람회

F. I. RJInt'l Fair of Rennes
98.3.21 - 3.29
렌느/Parc des Expositions
S. A. PARC EXPO
33 2 99526842 / 33 2 99527185

렌느 리빙홈 박람회

S. I. M. A. D./Real Estate, Home, Furnishing, Interior 
Decoration Exh.

98.10.
랜느 / Parc des Expositions
Parc Expo Rennes
33 2 99526842/33 2 99527185

早앙 종합 박람회

FIR/lnternational Fair
98.4.3 -4.13
루앙 /Parc des Expositions
COMET

* 33235182828/33 2 35662021

르망소비재박람회

Int'l Consumer Goods Exhibition
98.9.
르망 / Parc des Expositions
ASS. Les Quatre Jours du Mans
33 2 43725100 / 33 2 43725119

리모즈 소비재 박람회

Limoges Consumer Goods FaiKFELL)
98.5.15-5.24
리모즈 /Parc des Expositions
Foire-Exposition de Limoges & du Liousin
33 5 55372020 / 33 5 55379220

리용 종합 박람회

Lyons Int'l Fair/FIL
98.3.13 - 3. 23
리용/EUREXPO
SEPELCOM
33 4 72223344 / 33 4 72223334

리용가구 박람회

MEUROPAM/European Furniture Fair
98 9
리용/EUREXPO
SEPELCOM
33 4 72223344 / 33 4 72223334

리용 그래픽릉신 박람회

GRAPHI-TOP/Regional Graphic Communication
99.3.3-3.6
리용/EUREXPO
GOLDING/Division EDIGRAPHIC
33 1 41404140 / 33 1 42709683

리용 자동차 박람회

Auto Show
99.10.9-10.17
리용 /Lyon Eurexpo
Maille in France
33 1 47563232 / 33 1 47561300

副 직몰디자인, 의류 및 벽지 박람회

INDIGO/Textile Design, Clothing & Wall Paper Exh.
98.2.13-2.15
릴 /Grand Palais
C. C. I. Lille, Roubaix, Tourcoing
33 3 20637832 / 33 3 20637834

일종합 박람회

Lille Int i Fair
98.4.
릴/NOREXP0
NOREXPO
33 3 20158195/333 20158191

닐 가정용품 박람회

CONFORT/Houseware & Family Show
98.11.
릴/NOREXP0
N0REXP0
33 3 20799460 / 33 3 20051999

마르세이유 종합 박람회

SAFIM/Marseille Int i Trade Fair
98.9. 25- 10.5
마르세이유 /Parc Chanot
S. A. Foire Internationale de Marseille(SAFIM)
33 4 91761600 / 33 4 91221645

마르세이유 골동품 박람회

ANTIQUAIRES/Antiques Fair
98.10.
마르세이유/Parc Chanot
S. A. Foire Internationale de Marseille(SAFIM)
33 4 91761600 / 33 4 91221645

마르세이유 자동차 박람회

SALON DE L'AUTO/Motor Show-New Car, 
Accessory, Service

99.10.
마르세이유 / Parc Chanot
S. A. Foire Internationale de Marseille(SAFIM)
33 4 91761600 / 33 4 91221645

에츠 종합 박람회

FIM/lnt l Trade Fair of Metz
98.10.2-10.12
메츠 /PARC DEX EXPOSITIONS 
FIM(Foire International de Metz)
33 3 87556600/333 87556618

에츠 가정용품 박람회

INTERNATIONAL METZ FAIR
98.10.2-10.12
메츠/PARC DEX EXPOSITIONS
FIM(Foire International de Metz)
33 3 87556600 / 33 3 87556618

몽펠리에 종합 박람회

Montpellier lnt*l Fair
98.10.
몽펠리에/Frejorgues
Foire Internationale de Montpellier
33 4 67176717/334 67176700

보르도 끌동품 박람회

ANTIQUAIRES/Antiques Fair
98.1.30 - 2.8
보르도 /Parc des Expositions
FIM(Foire International de Metz)
33 5 87556600 / 33 5 87556618

보르도 종합 박람회

Bordeaux Int'l Fair
98.5.16 - 5.25
보르도 /Parc des Expositions
Comite Expositions Bordeaux
33 5 56119900 / 33 5 56119999

보르도 자동차 박람회

AOTO-MOTOR SHOW
98.10.30- 11.11
보르도 /Parc des Expositions
Comite Expositions Bordeaux
33 5 56119900 / 33 5 56119999

보르도 생황용품 박람회

CONFOREXPO/Exh. for Better Living & Ideal Home
98.11.1-11.11
보르도/Parc des Expositions
Comite Expositions Bordeaux
33 5 56119900 / 33 5 56119999

브장송 사무기기 및 정보서비스 박람회 

SERVITER/Office Technology, Informatics & 
Services

99.10.
브장송 /Parc des Expositions
Parc des Expositions, Planoise
33 3 81527353 / 33 3 81521836

생떼띠엔느 소비재 박람회

Regional Consumer Goods Exhibition
98.9.18 - 9.28
생떼띠엔느 /Palais Expo
Foire Economique st Etienne
33 4 77385110 / 33 4 77255463

스트라스부르그 종합 박람회

F. EJEuropean Fair
98.9.4 - 9.14,99.9.3 - 9.13
스트라스부르그/Parc des Expositions
SOFEX/Ste Foires Expositions
33 3 88361190 / 33 3 88373795

안느시 소비재 박람회

FOIREXPO ANNECY/Regional Consumer Goods 
Exhibition

98.9.25 - 10.4.99.924- 10.3
안느시 /Parc des Sports
Foirexpo d* Annecy
33 4 50672304 / 33 4 50577803 

앙제르 가정용품 박람회 

ANGERS FAIR
98.4.18-4.26
앙제르/Parc Expo 
Angers Parc Expo
33 2 41934046 / 33 2 41934050

오■래앙골동품 박람회

Antiques Fair
98.3.6 - 3.9 
오를레앙/Parc Expo 
Orleans Gestion-Parc Expo
33 2 38569710 / 33 2 38513010

오■레앙 가정용품 종합 박람회 

ORLEANS FAIR
98.3.27-4.5 
오■■•레앙/Parc Expo 
Orleans Gestion
33 2 38569710 / 33 2 38513010

오■레앙가정, 레저용품 박람회

HABITAT/ldeal Home and Leisure Exhibition 
98.10.2-10.5 
오를레앙 / Parc Expo
Parc Expo, Orleans
33 2 38569710 / 33 2 38513010

■루즈 종합 박람회

Toulouse Int'l Fair
98.3.21 -3.30,99.3.27 - 4.4 
툴루즈 /Parc Expo
Pant des Expositions Toulouse
33 5 62254545 / 33 5 62254500

■부즈 글동품 박람회

Regional Antiques Exhibition/Antiquaires 
98.11.5-11.6 
툴루즈 /Parc Expo
SF0RMAN SA
33 5 61219325 / 33 5 61231472

파리 가구공급자 박람회

APPROFAiyinternational Furnishing Suppliers' Exh.
98.1.8- 1.12,99.1.14- 1.18 
파리 /Porte de Versailles
C. 0. S. P-Compagnie d'Organisation des Salons de 
Professions
33 1 40764500 / 33 1 45637824

파리 실내장식 박람회

SCENES DECO INTERIEUR/lntl Interior Decoration 
Show

98.1.9- 1.13
파리 / Paris-Nord/Villepinte
ASSOCIATION DE SALON DU LABORATOIRE 
33 1 44290200 / 33 1 44290201

파리 선몰용품 및 헌대 실내장식품 박람회

Int'l Home Decoration, Giftware & Ta비e Art Show
98.1.9- 1.13,98.9.6 - 9.10 
파리 /Paris-Nord/Villepinte 
SAFI
33 1 44290200 / 33 1 44290201

파리 보석세공품, 시계, 선■용품 박람회

BIJORHCA/Jewellery, Clock & Watch, Costume
। Jewellery
! 98.1.23-1.26,98.9.4 - 9.7

파리 / Paris-Nord/Villepinte 
Miller Freeman
33 1 47565000 / 33 1 47561440

파리의휴박함회

Inter Selection/lnfl Fashion Rendezvous
98.1.24- 1.26,98.6.29-7.1 
파리 / Paris-Nord/Villepinte 
INTERSELECTION B. P.
33 1 47563232 / 33 1 47563299

파리 마케팅 박람회

SIMD/lnternational Direct Marketing Week
98.1.28- 1.30 
파리 /La Defense 
CEP EXPOSIUM
331 49685100/331 47377460

파리 문구 박람회

SIPPA/Infl Stationery and Office Supplies Show
98.2. 5 - 2.9
파리 /Porte de Versailles 
REED-O. I. P.
33 1 41904747 / 33 1 419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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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그래픽기숩 박람회

INTERGRAPHIC/Graphic Arts Trade Fair
98.3.4-3.6
파리/Palais Congres
GOLDING/Division E 이 GRAPHIC
33 1 41404140 / 33 1 42709663

파리 CAD, CAM, CIM 그래픽 박람회

MICAD/CAD, CAM, 이M Computer Graphic & C-
Technology

98.3.17-3.20
파리 /Porte de Versailles
BIRP-Bureau International de Relations
R 叩 ubliques
33 1 53171140 / 33 1 53171145

파리 서적 박람회

Book Fair
98.3.20-3.25
파리 / Porte de Versailles
REED-0.1. P.
33 1 41904740 / 331 41914700

파리 관광산업 박람회

SMT/World Tourism Show
98.3.26 - 3.30
파리 /Porte de Versailles
CEP EXPSIUM
33 1 49685100 / 33 1 47377460

파리 의류직믈 박람회

PREMIERE VISION/Clothing Textiles Fair
98.3.6 - 3.9,98.10.2 - 10.5
파리/Paris-Nord/Villepinte
Premiere Vision
334 72606500/334 72606509

파리 현대미술 박람회

SAGA/Contemporary Arts Fair
98.4.23 - 4.27
파리 /Expace Eiffel Brauly
REED-O. I. P.
33 1 41904780 / 33 1 41904789

파리 종합 박람회

FOIRE DE PARIS/lnt l Fair
98.4.29 - 5.10,99.4. 28 - 5.9
파리 /Porte de Versailles
Comite Expositions Paris
33 1 49096082 / 33 1 49096003

파리 관광 박람회

TOURISME/Paris Fair-Tourism Exhibition
98.4.29 - 5.10,99.4. 28 - 5.9
파리 / Porte de Versailles
Comite Expositions Paris
331 49096000/33 1 49096103

파리 그래픽아트 박함회

GRAPHITEC/Graphic Arts Industries Exhibition
98. 5.12 - 5.16
파리 / Paris-Nord/Villepinte
CEP EXPOSIUM
33 1 49685100 / 33 1 47377438

파리가구 박람회

SM/lnt'l Furniture Fair
98.6.
파리/Ports de Versailles
COSP
33 1 40764500 / 33 1 45637824

파리 비즈니스 여행 박람회

FIRST EUROPEEN BUSINESS TRAVEL SHOW
98.6.
파리/CNIT
Miller Freeman
331 47565000/33 1 47561440

파리 실내장식용품 박람회

BATIMAT DECOR/PARITEX DECORMAT
98.9.
파리 / Porte de Versailles
Miller Freeman
33 1 47565000 / 33 1 47560818

파리 관광 레저 박람회

LOISIREXPO/Professional Tourism & Group Leisure 
Act

98.9.
I자己I / Palais Congres
CEP EXPOSIUM
33 1 49685100 / 33 1 47377460

파리 선물용 장식용폼 및 보석 박람회

M. I. CVInt'l Gift Decoration Jewelry & Object Show
98. 9.
파리 / Porte de Versailles
MAISON &OBJET
33 1 44290200 / 33 1 44290201

파리 사무실 가구 박람회

OFFICE FURNITURE EXHIBITION
98.9.
파리 /Porte de Versailles
Miller Freeman
33 1 47565000 / 33 1 47561440

파리 가구 및 장식품 박람회

Interieurs D'Automne/Furnishing, Decoration, 
Kitchen

98.9.
파리 /Porte de Versailles
Comite des Expositions de Paris
33 1 49096000 / 33 1 49096003

파리전기,전자, 컴퓨터 박람회

SOLUTRONIC/Electrical, 티ectronic & Computer 
Solution

98.9.15- 9.17
파리 /Porte de Versailles
CEP EXPOSIUM
33 1 49685100 / 33 1 47377438

파리 벽장식용품 박람회

DECORMAT/Decoration Materials, Wall - Covering,
Floor Coverings

98.9.16- 9.19
파리 /Porte de Versailles
Miller Freeman
33 1 47565252 / 33 1 47562412

유럽 사인 박람회

SIGN Europe/Signs & Signmarking
98.9.16 - 9.19
파리 /Porte de Versailles
Miller Freeman France SARL
33 1 47565252 / 33 1 47377438

파리 여행 박람회

TOP RESA PARIS
98.9.24- 9.27
파리/Palais Congres
Top Resa
33 1 42502135 / 33 1 42508958

파리 현대미숩 박람회

FIAC/lnt'l Contemporary Art Fair
98.10.
파리 /Espace Eiffel Branly
0.1. P.
33 1 41904747 / 33 1 41904700

프랑스 춘계 직■디자인, 의류 및 벽지 박람회

INDIGO/Textile Design, Clothing & Wall Paper Exh.
98.10.
파리 /Paris-Nord/Villepinte
C. C. I. Lille, Roubaix, Tourcoing
33 3 20637832 / 33 3 20637834

파리 자동차 박람회

Mondial Automobile/lnt'l Motor & Transport Show
98.10.1-10.11
파리 / Porte de Versailles
Salon de ('Automobile
33 1 53230740 / 33 1 47230630

파리 멀티미디어 박람회

PreAO/MULTIMEDIA
98.10.2-10.4
파리/CNIT
INFOPROMOTIONS
33 1 44398500 / 33 1 45443040

파리 자동차 관광 박람회

MITCAR/Salon European du Tourisme de Groupe
98.10.21.10.24
파리 /Porte de Versailles
에TCAR Group Liaisons
33 1 41299617 / 33 1 41299668

대중용 멀티미디어 박람회

MULTIMEDIASHOW
98.11.
파리 /Porte de Versailles
MILLER FREEMAN
33 1 47565000 / 33 1 47561359

파리 실내장식 박람회

Do-it-Yourself and Home Decoration
98.11.6- 11.15,99.10.8- 10.17
파리 /Porte de Versailles
Comite des Expositions de Paris
33 1 49096000 / 33 1 49096003

파리 전시장, 휴양지 박람회

FORAINEXPO/Fairground Operations & Leisure Park
98.12.8-12.11
파리/Le Bourget
MILLER FREEMAN
33 1 47565252 / 33 1 47562412

파리 사무용 장비 박람회

BUREAU CONCEPT EXPO
99.9.
파리 /Porte de Versailles
C. 0. S. P.
33 1 40764500 / 33 1 45637824

핀란드

라호티 가구구애 박밤회

FURNITURE/lahti Kauppiaspaeivaet
98.3.6 - 3.8
라흐티 / Lahti Sports and Fair Center
Lathi Fair Oy
358 3 7525800 / 358 3 7525805

라호티 가구 박람회

Fumia Decoration/lnfl Furniture Fair
98.8.
라흐티 /Lahti Sports and Fair Center
Lahden Messut Oy
358 3 7525800 / 358 3 7525805

라호티 목재 가공산업 박람회

WOODWORKING/Special Fair for Woodworking 
Industry

99.10.
라흐티 / Lahti Sports and Fair Center
Lahden Messut Oy
358 3 7525800 / 358 3 7525805

이바스킵라 종합 박람회

Jyvaskyla Trade Fair
98.11.27-11.29
이바스킬라/Exhibition Center
Jyvaskylan Messut Oy
358 14 3440000 / 358 14 610272

早르쿠 종합 박람회

TURUN MESSUT
99.8.
투르쿠 /Fair Center
Turun Messukeskus Oy
358 2 337111/358 2 2401440

부르쿠 데이터 및 정보롱신 박람회

DATA& TOIMISTO/Office Systems Machines Equip. 
Exh.

99.9.
투르쿠/Fair Center
Turun Messukeskus Oy
358 2 337111/358 2 2401440

II싱키 관광 박람회
MATKA/The Finish Int i Travel Fair

98.1.15-1.18
헐싱키 /Helsinki Fair Center
Suomen Messut
358 915091 /358 9 142358

햅싱키 패션 박람회

Helsinki Int'l Fashion Fair
98.1.15- 1.18,98.8.21 - 8.23
핼싱키 /Helsinki Fair Center
Suomen Messut
358 9 15091/358 9142358

修싱키 사무자동화기기 박람회

Tt/The Office Technology Fair
98.9.8-9.11
헬싱키 /Helsinki Fair Center
Suomen Messut
358 9 15091 /358 9 142358

II싱키 가구 및 실내장식 박람회

HABITARE/Furniture and Interior Decoration Fair
99.9.
헬싱키 /Helsinki Fair Center
Suomen Messut
358 915091/358 9 142358

필리핀

필리핀 선믈 • 가정용품박람회

Manila F. A. M. E. GHMW
98.4.20 - 4.23,98.10.15-10.18
마닐라 / 아lilippine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 
CITE Machineenter for International Trade 
Expositions & Mission, Inc.
63 2 8331258 / 63 2 8323965

마닐라 릉신기기 박람회

TELECOMEX ASIA
98. 5.20 - 5. 23
마닐라/World Trade Center
HQ Link Pte. Ltd.
63 2 8103684 / 63 2 8153152

마널라 판촉용품 박람회

Corporate Give ways
98.7.2-7.5
마닐라 /Phil. Trade Training Center
Worldexco/World Exhibitions and Conventions, 
Inc.
63 2 8342404 / 63 2 8340602

마닐라 선몰용풀 박삼회

Asia Gifts Int i
98.8.12-8.15
마닐라 /Phil. Trade Training Center
World Exhibitions and Conventions IncJWorldexco
63 2 8342404 / 63 2 8340602

퓔리핀 장식용품 박람회

Int'l Visual Merchandising Expo
98.11.
마닐라/Megatrade Hall
Philippine Exhibition Services Organization, Inc.
63 2 9143180 / 63 2 9143179

필리핀 릉신 및 정보기슐 박함회

COMMUNIC PHILS/lnt'l Elec. Comm. & Info. Tech.
Exh.

98.12.9-12.12
마닐라 /World Trade Center
이 EC, Inc.
63 2 7593263 / 63 2 7593226

헝가리

부다페스트 의류 박람회

Fashion Days
98.3.1 - 3.3,98.9.6 - 9.8
부다페스트/Hungexpo
Magyar Divat Intezet Kft.
36 1 2663720/36 1 2661625

부다페스트 보석 박람회

CARAT/lnt'l Exhibition for Jewellery & Watches
98.3.12-3.15
부다페스트/Hungexpo
HUNGExpo
36 1 2636060 / 36 1 2636068

부다페스트 선믈용폼 박함회

FESTIVE DAYS/lnt'l Gift Exhibition
98.3.12-3.15

I 부다페스트 / Hungexpo
Hungexpo
36 1 2636060 / 36 1 2636068

부다페스트 예술 박람회

ART BUDAPEST/lntl Contemporary Art Fair
98.3.25-3.29
부다페스트/Hungexpo
HUNGExpo
361 2636093/36 1 2636092

부다페스트 관광 박람회

Utazas/Travel-lnt'l Tourism Exhibition
98.3.25 - 3.29
부다페스트/Hungexpo
HUNGExpo
36 1 2636103 / 36 1 2636104

부다재스트 컴퓨터 및 사무 롱신기기 박람회

IFABO/EDP, Communications & Office Organization 
Fair

98.5.5 - 5.9
부다페스트/Hungexpo
ECI Expoconcept Gnt GmbH
43 1 5237011/43 1 5237018

인포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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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다페스트 소비재 박람회

BNV/Budapest Inti Fair for Consumer Goods
98.9.11-9. 20
부다페스트/Hungexpo
HUNGExpo
36 1 2636548 / 36 1 2636066

부다페스트 자동차 박람회

AUTOMOBIL/Budapest Motor Show
98.9.29 -10.4
부다페人튼 / Hungexpo
Hungexpo
36 1 2636060 / 36 1 2636068

부다페스트 가구 박함회

Butor Szakvasar/Furniture Trade Fair
98.10.10-10.15
부다페스트/Hungexpo 
KG Homeart Kft.
361 3193324/36 1 2481378

부다페스트 컴퓨터 박람회

COMPFAIR/Infl Computer Exhibition & Fair
98.10.13-10.17
부다페스트/Hungexpo
COMPExpo
36 1 1171933 / 36 1 1170436

잘레게브데지 소비재 박람회

Zalaggerszegi Oszi Vasar
98.10.22- 10.26
부다페스트/Varosi Sportcsarnok
Zalaegerszegi Vasar Kft
36 92 322220/36 92 322221

부다페스트 마케칭 박람회

PROMOTION/lnt l Marketing Trade Fair
99.10.27- 10.30
부다페스트/Hungexpo
HUNGExpo
36 1 2636077 / 36 1 2636435

세게드 종합 박람회

Szeged lnt*l Fair
98.7.4-7.12
세게드 /Mars Ter
Szegedi Vasar Kft
3662 471397/36 62 471325

호주

다윈 종합 박람회

Northern Territory Expo
98.6.26 - 6.28
다윈 /Darwin High Scho이

NT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61 8 89815559/61 8 89813190

엘버△선몰용품 박람회

Melbourne Int'l Gift Trade Fair
98.2.7 - 2.10,98.8.1 - 8.5
엘버른/Melbourne Exhibition Center
Reed Exhibitions Companies(Australia)
61 2 93183893 / 61 2 93105592

아태 판촉 박람회

AIME/Asia-Pacific Incentive Meetings Expo
98. 2.16-2.18
엘버룐 /Melbourne Exhibition Center 
Exhibitions & Trade Fairs Pty. Ltd.
61 3 96960666 / 61 3 96960808

델버△자동차 박람회

Mebourne/lnt'l Motor Show
98.2.27 -3.9,99. 2.26-3.8
멜버른 /Melbourne Exhibition Center
Victorian Automobile Chamber of Commerce
61 3 98291111/61 3 98203401

멜버른 보석 및 액세서리 박람회

Fashion Jewellery & Accessories Fair
98. 8.1 - 8. 5
멜버른 /Melbourne Exhibition Center
Reed Exhibition Companies(Australia)
61 2 93183893/61 2 93105592

엥버△ 목재 가공기개 박람회

Timber and Working with Wood Show
98.10.16 -10.18
멜버른/Melbourne Exhibition Center
Riddel Exhibition Promotions Pty. Ltd.
61 3 94296088 / 61 394270829

호주 섬유, 의류, 신발산업 박람회

AUSTEX-SEWTECH-GARMENT TECH
99.7.17-7.19
멜버른 /Melbourne Exhibition Center 
Exhibitior Services Pty. Ltd.
61 2 98948911/61 2 98948533

브리스베인 자동차 박람회

Brisbane Inti Motor Show
98.2.6 - 2.15,99.2.5 - 2.14
브리스베인 /Melbourne Exhibition Center
Australian Automobile Dealers Association Motor 
Industry Events Ltd.
61 7 33664886 / 61 3 33664460

브리스베인 여행 및 관광용품 박람회

Brisbane Holiday & Travel Show
98.4.3 - 4. 5,99. 5.21 - 5.23
브리스베인 /Brisbane Exhibition Center
Woodland Exhibitions
61 7 38565044/61 7 38565066

브리스베인 퍼스널 컴퓨터 박람회

PC Brisbane/Personal Computer Show
98.4.15 - 4.17,99.5.11 -5.13
브리스베인 /Brisbane Exhibition Center 
Australian Exhibition Services Pty. Ltd.
61 3 98674500/61 3 98677981

브리스베인 선몰용품 박람회

Brisbane Int'l Gift Trade Fair
98.10.24- 10.26
브리스베인/Brisbane Exhibition Center
Reed Exhibition Companies(Australia)
61 2 93183893 / 61 2 93105592

브리스베인 프랜차이즈 박람회

Franchising & Business Opportunities Expo. 
Brisbane

98.10.24- 10. 26
브리스베인 / Brisbane Showground
Australian Exhibition Services Pty. Ltd.
61 3 98674500/61 3 98677981

시드니 보석 및 액세서리 박람회

Int'l Fashion Jewellery and Accessories Fair
98. 2.21 - 2.24
시드니 /Sydney Exhibition Center
Reed Exhibition Companies(Australia)
61 2 93183893/61 293105592

시드니 선■용품 박람회

Sydney Int'l Gift Trade Fair
98.2.21 - 2.25
시드니 /Sydney Exhibition Center
Reed Exhibition Companies(Australia)
61 2 93183893 / 61 2 93105592

시드니 가정용품 박람회

Common Wealth Bank Home Show
98.3.11-3.15
시드니 /Sydney Exhibition Center
Riddel Exhibition Promotions Pty. Ltd.
61 2 95651099/61 2 95504345

호주 의畀 박람회

TCF International
98.3.24 - 3.26
시드니 /Sydney Exhibition Center
Australian Exhibition Services Pty. Ltd.
61 3 92614500 / 61 3 92614545

호주 프랜차이즈 박람회

Franchising & Business Opportunities Expo, Sydney
98.3.27 - 3.29
시드니 / Sydney Exhibition Center
Australian Exhibition Services Pty. Ltd.
61 3 92614500 / 61 3 92614545

호주 춘계 퍼스컴 박람회

PC Sydney/Personal Computer Show
98.3.3 - 3.6,99.3.9-3.12
시드니 /Sydney Exhibition Center
Australian Exhibition Services Pty. Ltd.
61 3 98674500/61 3 98677981

호주 부對절기념 박람회

The Royal Easter Show/Agricultural Show
98.4.3-4.18
시드니 / Sydney Showground
Royal Agricultural Society of New South Wales
61 2 93319111/61 2 93315709

호주 가구 박람회

Australian Furniture Exhibition
98. 5.14 - 5.17
시드니 /Sydney Showground
Australian Furniture Exhibition
61 2 95808922/61 2 95808992

시드니 도서 박람회

Australian Book Fair
98.8.1 - 8.3
시드니 /Sydney Exhibition Center
Expertise Events Pty. Ltd.
61 2 99770888/61 2 99770336

호주 소매 박람회

The Retail Show
98.9.28 - 9.30
사드니 /Sydney Exhibition Center
Australian Supermarket Institute
61 2 92996126/61 2 92901045

호주 자동차 박람회

Australian Int'l Motor Show
98.10.16- 10.25,99.10.15- 10.24
시드니 /Sydney Exhibition Center
Chamber of Automotive Industries of NSW Trade 
Association
61 2 93610537 / 61 2 93323346

아델레이드 종합 박람회

Adelaide Int'l Expo
98.4.22 - 4.26
아델레이드 /Royal Exhibition Center
SA Employers' Chambers of Commerce & Industry
61 8 8300 이 07/61 8 83000206

아델레이드 종합 박람회

Royal Adelaide Show
98.9.4-9.12,99.9.3-9.11
아델레이드/Royal Exhibition Center
Royal Agricultural & Hortic비tural Society of S. 
Australia
61 8 82105211/61 8 82121944

캔버라 여행용품 박람회

Holiday & Travel Show, Canberra
98.3. 21 - 3.22
캔버라/Exhibition Park
Tourism Council Australia
61 293586055 / 61 2 93580188

홍콩차이나

흥콩 패션 박람회

Hong Kong Fashion Week-Winter/Fall, Spring/Summer
98.1.14- 1.17,98.7.15-7.18
홍콩차이나/Hong Kong Convention & Exh. Center 
Hong Kong Trade Development Council 
852 25844333/852 28240249

흥콩 쇼핑 박람회

Shopping Expo/Hong Kong Products & Services Exh. 
98.1.15-1.18
홍콩차이나 /HK International Trade & Exh.
Center(HITEC)
Hong Kong General Chamber of Commerce
852 28231269/852 25279843

홍콩 실내설계장식 박람회

Interior
98.3.9-3.11
홍콩차이나/Hong Kong Exh. Center
(HK Trade Development Council) Messe Frankfurt 
Ltd.
852 28027728/852 25113466

홍콩 장신구 박람회

Hong Kong Int'l Jewellery Show
98.3.18-3.21,99.3.15-3.18
홍콩차이나/Hong Kong Convention & Exh. Center 
Hong Kong Trade Development Council
852 25844333/852 28240249

홍콩 선물 및 가정용품 박람회

Hong Kong Gifts and Houseware Fair
98.4.15-4.18,99.4.12-4.15
홍콩차이나/Hong Kong Convention & Exh. Center
Hong Kong Trade Development Council
852 25844333/852 28240249

홍콩 프레미엄 박람회

Hong Kong Premium Show
98.4.15-4.18,99.4.12-4.15
홍콩차이나/Hong Kong Convention & Exh. Center 
Hong Kong Trade Development Council 
852 25844333/852 28240249

홍콩 컴퓨터 박람회

COMPUTER/lnt'l Computer Expo
98. 5.7-5.10
홍콩차이나/Hong Kong Convention & Exh. Center 
Business & Industrial Trade Fairs Ltd.
852 28652633 / 852 28655513

홍콩 조명기술설비 박람회

Luminex/Asian Int'l Lightingz Tech. Fitting & System 
Show

98.6.2 - 6.5
홍콩차이나 /Hong Kong Convention & Exh. Center 
Hong Kong Exhibition Services Ltd.
852 28041500 / 852 25283103

홍콩 소비재 박람회

Asia Pacific Merchandise Fair
98.6.25 - 6.28
홍콩차이나 /Hong Kong Convention & Exh. Center
Miller Freeman
852 28276211 /852 28277831

홍콩 보석 및 시계 박람회

Hong Kong Jewellery and Watch Fair
98.6.25 - 6.28,98. 9.23 - 9.27
홍콩차이나/Hong Kong Convention & Exh. Center
Miller Freeman
852 28276211 /852 28277831

홍콩 도서 박람회

Hong Kong Book Fair
98.7.22 - 7.27
홍콩차이나 /Hong Kong Convention & Exh. Center 
Hong Kong Trade Development Council 
852 25844333 / 852 28240249

홍콩 웨딩패션 박람회

Wedding Fashion Expo
98.8.15-8.17
홍콩차이나 /Hong Kong Convention & Exh. Center 
Hong Kong Exhibition Co., Ltd.
852 25919823/852 25733311

홍콩 시계 박람회

Hong Kong Watch & Clock Fair
98. 9.9-9.13
홍콩차이나 / Hong Kong Convention & Exh. Center 
Hong Kong Trade Development Council 
852 25844333 / 852 28240249

홍콩 정보기술 박람회

ASIAN IT EXPO/Asian Information Technology Exh.
98.9.16-9.19
홍콩차이나/Hong Kong Convention & Exh. Center 
Adsale Exhibition Services Ltd.
852 28118897 / 852 28165024

홍콩 문구류, 사무용품, 교육시스템 박람회

Pen & Paper/lnt'l Trade Fair for Stationery, Office
98.10.
홍콩차이나/HKCEC
HK TDC/Messe Frankfurt Ltd.
852 25844333/852 28240249

홍콩 접객업 인테리어 • 가구 • 주방용품 박람회

Hospitality Interiors & Tableware
99.6.
홍콩차이나/HKCEC
Hong Kong Exhibition Services Ltd.
852 28041503/852 28240249

홍콩 의류기자재 박람회

GARMENTEC
99 8
홍콩차이나/HITEC
Business & Industrial Trade Fairs Ltd. 
852 28652633 / 852 2865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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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대한민국 산업디자인 전람회

주최기관

• 주최 : 통상산업부（MOTIE）
• 주관 :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KIDP）

출품물 접수기간

• 예비심사（1차） 접수: 98.3.12（목） 〜 3.13（금） 2일간

• 예비심사통과 출품물과초대•추천디자이너 출품물 접수 : 4.13（월） 〜4.14（화）

2 일간

제출물

• 예비심사（1차） : 출품원서, 출품물（제출물규격 참조）, 출품료（1점당40,000원）

• 본심사（2차） : MOCK-UP또는완성된출품물,슬라이드（35*-예비심사통과 

출품물에 한함

출품부문

• 제품디자인 （산업공예 포함） 부문, 환경디자인 부문, 포장디자인 부문, 시각디자인 

부문

예비심사（1차） 접수시 제충물 규격

• 패널크기 : A1, 두께 5mm의 우드락 부착 2매 이내

단, 입체 출품물의 경우 진열면적은 90cm x 180cm 이내, 별도의 설명판넬 제출 

컴퓨터그래픽의 애니메이션 제작물은 3분 이내의 비디오 테이프로 제출

• 작품 설명서 : A4 용지에 10매 이내, 디자인 컨셉 의도 및 특기 사항 게재

본심사（2차） 접수시 제출물 （MO 아GUP 또는 완성된 춭품물로 제추）

• 출품물 진열면적은 가로, 세로,높이 각각 180cm 이내

• 포장디자인 부문의 경우에는 진열면적은 90cm x 180cm이내, 완성된 출품물과 

별도로 설명 판넬을 동시에 출품, 판넬 규격 : A1,2매 이내

출품물의 제한

• 국내외에 이미 공개발표된 산업디자인

• 다른 작품을 모방한 것으로 인정되는 산업 디자인

•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산업디자인

• 요강에 명시된 출품물의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산업디자인

• 1인출품수제한은3점이내

• 형상 또는 표제 등으로 보아 동일한 디자인에 의한 출품물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2개 

이상으로 분리하여 출품한 경우에도 이를 1 점의 출품물로 간주

• 출품물의 공동 제작은 2인 이내로 하며 출품원서 작성시 주'디자이너와 

종' 디자이너를 반드시 구분 기재해야 함

http://www.kidp.or.kr

츹품물 심사

• 심사기구: 관련분야 및 디자인계 권위자로 구성

• 심사기준: 부문별 제작요령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출품물의 조형성, 실용성, 창의성, 

양산성에 주안점을 둠

• 심사방법 : 예비심사, 본심사로구분하여 심사

심사발표

• 예비심사 : 1998. 3.19（목） KIDP 통신망（인터넷） 및 문의시 개별통보

• 본 심 사 : 1998.4. 20（월） KIDP 통신망（인터넷） 및 문의시 개별통보

※ 대통령상 수상자가공동 출품일 경우, 그상은 인정하나 경력 인정시 주 디자이너

1 명만 추천디자이너로 위촉하며 부 디자이너는 특선 수상으로 인정

전시회 개막 및 시상식

• 일시 : 1998. 5. 2（토） 10： 30
• 장소: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전시회

• 기간: 1998.5.2（토）〜 5.11 （월）

• 장소: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전시관

• 전시대상 :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출품물, 초대•추천디자이너 출품물 

기타 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출품물

派 대통령상 및 국무총리상 수상물은 한국산업 디자인진흥원에 영구 소장됨

출품물반출기간

• 예비심사 출품물 : 1998.3. 23（월） 〜 3.24（화）

• 전 시 출품물 : 1998. 5.12（화）〜5.13（수）

派 기간내 반출하지 않은 출품물에 대해 주관기관은 분실 및 파손, 기타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

우대사항

• 출품물의 디자인 보호 및 실용화를 위한 업계와의 연계 적극 추진

• 입선 이상 수상자는 본인 회망시 취업 추천서 발급

• 기타 자세한 정보와 자료는 KIDP 인터넷 홈페이지 （  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음

http://www.kidp.or.kr）

• 모든 출품부문에서 태극기 , 애국가, 무궁화 등 국가 상징을 소재로 한 디자인 출품을 

적극 장려함

문의처

• 한국산업 디자인진흥원 전시사업 팀

110-4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128-8
Tel. 02-708-2067/74
Fax. 02-741-1653

http://www.kidp.or.kr
http://www.kidp.or.kr%25ef%25bc%2589


천리안캐릭터 캐피로

데이콤은 PC통신 천리안의 새 캐릭터 

명칭을 '캐피 로 확정하고 본격적인 이미 

지작업에 나선다. 캐피는 으뜸이나 최고의 

캡(CAP)과 행복, 만족을 뜻하는 영어단 

어 해피(HAPPY)의 합성어로 천리안을 

통해 행복스럽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즐긴 

다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새 캐릭터는 카 

멜레온의 형상을 이미지화한 것으로 급속 

한 통신기술 발전이 인간의 생활환경을 바 

꿔가며 21 세기 통신문화를 선도한다는 회 

사의 비전을 상징한다.

삼성자동차 상표 SM 으로

삼성자동차는 판매를 시작한 승용차의 

이름을 SM520(2000cc)와 SM525V 

(2500cc)로 정했다고 밝히고 엠블럼을 

공개했다. SM은 Samsung Motor 

Sedan을 나타내고 가운데 5는 중형을, 

뒤의 두자리는 배기랴 마지막 V는 V6엔 

진 탑재를 각각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 

삼성은 이와 함께 독일 벤츠나 BMW 등 

유럽의 명차처럼 은색 엠블럼을 부착해 품 

격과 중후함을 부각시키기로 했다.

대우전자, 제품포장 표준 CI 제작 공예품 문화상품으로 개발한다

대우전자가 제품의 기능과 형태를 잘 

담아내고 친근하고 믿을 수 있는 기업이미 

지룔 나타낼 수 있는 제품포장 표준 CI를 

마련, 제품 포장디자인을 전면 교체했다.

대우전자는 기존 각 사업부별로 제품 

포장디자인이 이루어져 각 제품별 특장점 

만을 강조하고 TANK 및 DAEWOO 로고 

를 일관성없이 사용하는 등 통일된 기업이 

미지를 전달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 

라 새로운 디자인을 전제품에 적용하게 됐 

다고 밝혔匚卜. TV, VTR, 냉장고, 세탁기, 

전자렌지 , 청소기 등 6대 제품에 새롭게 적 

용된 디자인은 탱크주의를 강조하여 튼튼 

하고 편리한 제품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대 

우의 전용색상인 대우청색(DAEWOO 

티니e)을 기본색으로 하여 대우전자의 일 

관된 컬러이미지를 강조함으로써 친근하 

고 믿을 수 있는 기업이미지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또한 대우전자 영문로고 DAEWOO 

와 TANK마크, 붓으로 그린 형태의 원을 

기본요소로 하여 제품의 형태에 따라 가로 

형과 세로형을 구분했는데, 가로형 제품포 

장은 측면에서 대우청색을 전체 바탕색으 

로 적용했으며 냉장고, 세탁기 등 대형제 

품의 세로형 제품포장에는 측면에 

DAEWOO를 새겨 넣어 운반이나 적재시 

의 광고효과도 높였다.

한편, 대우전자는 고품질의 디자인개 

발과 인간중심적인 탱크주의 디자인 이미 

지를 알리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탱크 

디자인 마크제를 운영하고 있는 등 디자인 

개발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대생 12명, 일 NEC서 전시회

국민대 공업디자인학과 학생 12명이 

2월 3일 일본통신전자기기 메이커 NEC 
본사에서 나만의 컴퓨터 라는 주제로 공 

업디자인 전시회를 열었다. 지난해 9월부 

터 3개월 동안 NEC와 산학협동 프로그램 

을 진행했던 국민대 공업디자인학과가 이 

회사 지원금으로 디자인한 작품을 일본 본 

사에 전시하기로 한 것. 이번 출품작은 12 

점. 학생 50명이 각각 10명씩 5팀으로 나 

누어 만든 22점 가운데서 골랐다. 그중 컴 

퓨터 마우스 디자인은 이미 NEC 측에서 

의장등록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 압구정동 공예전문화랑 크래프트 

하우스에 70여 명의 현대공예 관계자들이 

모였다. 국내 공예의 지나친 예술성 추구 

와 정체성으로 대중과 멀어진 데 대한 반 

성과 함께 공예에도 마케팅 개념을 도입하 

자는 취지로 대학의 공예학과 교수, 공예 

화랑 큐레이터, 아트숍 매니저, 공예전공 

대학생과대학원생들이 현대공예와 마케 

팅 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

이날 세미나에서는 공예사가인 최공호 

씨(마사박물관 관장)와 예술행정가인 유 

원상씨(중앙대예술대학원 강사), 금속공 

예가 서진환씨(서울산업대 교수) 등이 패 

널로 참가해 현대공예의 바람직한 미래상 

을 조명하면서 공예 본래의 실용성을 회복 

하기 위한 합리적인 가격정책과 유통체계 

확립 등 마케팅 개념 도입을 역설하고, 전 

업작가 육성과 소규모 공방의 활성화도 주 

장하였다.

한편 공예가 산업과 연결될 수 있는 환 

경도 조성되고 있다. 크래프트하우스, 크 

래프트 스페이스 목금토 등 공예전문 화랑 

과 아트숍 등 공예와 대중을 연결하는 매 

개체가 늘어나고 있고, 국내 공예작품을 

수출상품으로 만들겠다는 산업체도 등장 

했다. 스카프와 손수건 전문업체인 서도산 

업은 지난 연말 크래프트하우스의 '스카 

프 숄 전에 참여했던 작품들을 가을, 겨울 

시즌을 겨냥한 상품으로 준비 중에 있다.

화장품업계 중저가 히트 브랜드 

리뉴얼(Renewal) 바람

IMF를 맞아 화장품업계도 비싼 신제 

품을 개발하기보다는 기존 브랜드의 기능 

과 디자인을 개선해 보다 나은 제품을 동 

일한 가격으로 내놓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 

다. 이는 소비심리 위축으로 중저가 화장 

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 탓이라고.

재단장과 품질개선에 돈이 들긴 하지 

만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새 브랜드를 광 

고, 마케팅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는 훨씬 

부담이 적은데다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 

는 등의 방법으로 원가를 절감, 종전의 가 

격을 유지하는 전략을 동원하고 있다.

(주)태평양은 91년 출시했던 '마몽 

드 를 새 단장해 이 달부터 본격적인 판매 

에 들어간다. 이 제품은 피부수렴화장수와 

유연화장수의 기능을 통합하고, 용량을 늘 

리면서도 가격은 한 병에 1 만 2천원을 유 

지하였으며 고보습 성분을 첨가해 품질을 

크게 향상시켰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LG생활건강 또한 지난해 말부터 89 
년에 출시했던 '아라드푸' 를 1 만원대 이 

하의 저가로 재 출시했다. 천연 보습기능 

이 강화되고 용기 디자인도 세련되게 바뀌 

면서 부담 없는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자 LG는 이 제품을 전략상품으 

로 육성, 1백억 원대의 대형 브랜드로 키 

울 계획이다.

쥬리아는 94년부터 96년까지 인기 기 

초 화장품이었던 수세미 스킨케어 시리즈 

를, 한불화장품은 93년 출시한 두앤비를 

각각 품질을 향상시키고, 포장을 새롭게 

해서 1만원대의 가격으로 재 출시할 예정 

이다.

97 베스트패키지디자인 대상에 

라네즈화장품 선정

12월 29일 서울 양재동 스포타임 애 

플룸에서 한국패키지 디자인 학회가 주최



하는 97 베스트패키지 디자인컴피티션 시 

상식이 개최되었다. 대상으로 (주)태평양 

의 라네즈화장품이 , 제품그래픽스 부문 우 

수상과 용기부문 우수상에는 각각 대상주 

식회사의 햇살담은 조림간장과 제일제당 

의 스파클이 선정되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디자인경쟁시대의 새로운 

전략적 승부처로 인식되고 있는 패키지디 

자인 분야에 활력을 주고 우리의 상품문화 

에 대한 올바른 계도와 선진화를 목적으로 

하여 제정되었다.

이날의 베스트패키지디자인 선정 행사 

는 총 27점의 추천품목 중 선정위원회의 

예심을 통과한 9개 품목에 한해서 추천자 

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응답, 토론을 거쳐 

3차 투표로 선정하였는데, IMF로 인한 사 

회 분위기 탓인지 특히 과다한 장식성과 화 

려함을 피하여 원가절감을 꾀하려는 실리 

칸 영화제 공식포스터 제작자로 

문화환경 소장 강우현씨 선정

멀티그래픽 디자이너 강우현(문화환 

경 소장)씨가 5월초 개막하는 프랑스 칸영 

화제의 비경쟁 부문 공식포스터 제작자 

로 선정되었다.

사무국측은 지난해 5월, 파리 퐁피두 

센터에서 열린 한국그림책 일러스트원화 

전에 출품한 작품들을 검토한 결과 결정한 

것이라고.

"이번에는 동양적인 신비로움을 표현 

해보자는 취지에서 저를 선택한 것 같습니 

다” 라고 말하는 강씨는 미국, 일본, 중국에 

각종 로고, 캐릭터, 매뉴얼 등 디자인 수출 

을 많이 하고 있는 인물. 그는 IMF 시대에 

자본없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디 

자인진홍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 

라노스,칠레서 '1998년올해의차' 

선정

한국 차로는 처음으로 대우자동차의 

라노스가 현지 유력 자동차 전문지인 밀라 

토우스가 선정한」998년 올해의 차 로 

罟혔다. 올해의 차는 밀라토우스의 전담연 

구팀이 칠레 내수시장에서 그 해 팔린 모 

든 차를 대상으로 470여 항목에 걸친 테 

스트를 통해 선정, 매년 12월 31 일에 시상 

한다.

지난해 9월부터 칠레에 수출된 라노스 

는 시트로엥 삭소, 닛산 프리메라, 다이하 

쓰 그랜드무브, 마쓰다 뉴626 등 5개 모델 

과 경합을 벌인 결과, 실내디자인, 엔진파 

워, 안전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밀라토우스측은 밝혔다.

대우는 르망과 에스페로를 주력차종으 

일괄체제를 설치키로 했다.

이같이 중남미 시장을 중시하는 것은 

신 시장이어서 타지역보다 성장률이 높은 

데다 이 지역에 구축한 생산단지가 본격 

가동에 들어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동 

남아 통화위기도 중남미시장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디트로이트 모터쇼

세계 5대 모터쇼 중 올 들어 가장 먼저 

미국 디트로이트 모터쇼가 1월 5일부터 

18일까지 열렸다. 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미국 빅3와 독일의 벤츠, BMW, 폭스 

바겐, 일본의 도요타, 흔다 등 세계적인 메 

이커 50여 개사가 출품한 이번 모터쇼에 

서 스포츠형 차량(SUV)과 레저용 차량 

(RV)이 올해의 주된 경향으로 떠올랐다.

lr

적인 움직임과 환경친화적인 성향, 포장재 

의 과감한 생략 등의 특징이 두드러졌다.

대상으로 선정된 라네즈 기초 화장품 

은 이성적이고 지적인 블랙과 미래지향 

적인 이미지의 실버를 조화시켜 리뉴얼 

한 디자인으로서 원가절감은 물론 생산 

성을 제고하여 올 한해 매출 3백 50억, 

어드밴스 매출이 5브4 70억에 이르는 등 

시장점유율 증가에 앞장선 점이 크게 인 

정받았고, 청정원 햇살담은 조림간장은 

상품의 이미지와 그래픽이 어우러져 연 

출된 역작, 제일제당 스파클 용기디자인 

은 그린디자인 원리 중의 하나인 감량화 

가 디자인 변경에 의해 이뤄진 사례로 용 

기 두께를 0.04mm줄여 용기 제조원가 

를 연간 6억원 절감한 사례가 높이 평가 

되었다.

98 국제 디자인세미나개최

중국해외무역개발회의(CETRA), 대 

만신 발조사기관(TFRI), 중국산업 디자이 

너협회(CIDA), 대만 텍스타일협회(TTF) 
가 주관하고, 경제부 산하 산업발전처가 

후원하는 98 국제 디자인 세미나가 2월 

24일과 26일 이틀간 대만에서 열렸다. 디 

자인 경쟁력 제고라는 큰 제목 아래 국내 

외 디자이너, 교육가, 디자인진흥관련 담 

당자들이 참여하여 디자인의 신경향, 기업 

체 디자인 관리, 디자이너들을 위한 현장 

연수 등 3가지 주제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라고 강조한다.

LG 전자, 개인용 디스플레이 시판

LG전자가 게임기, IV, VTR 등의 오 

디오, 비디오 출력단자에 연결, 영화감상 

이나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개인용 디스 

플레이 HMD(Head IVk기jnted Display) 
를 내놓았다.

안경처럼 머리에 쓰게 돼있는 이 제품 

은 0.7인치 액정표시장치를 통해 눈앞에 

서 60인치의 대형화면을 즐길 수 있다.

특히 2백 20g의 초경량으로 인체공학 

적으로 설계돼 착용감이 뛰어나고 18만 

화소의 고해상도로 선명한 화질을 제공해 

준다.

LG 전자에어컨, 최우수제품 선정

LG전자의 에어컨이 호주 소비자단체 

가 발행하는 초이스 지 최근 호에서 최우 

수 제품으로 선정됐다. 소비전력, 10년간 

유지비, 냉방 효율 성능 및 편의성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히타치 캐리어, 캘비레 

이터, 파나소닉, 샤프 등 세계 유수 업체들 

의 제품과 비교해 LG전자 제품이 가장 우 

수했다고. 또한 2위를 차지한 캘비레이터 

제품도 LG전자가 OEM방식으로 공급한 

제품이었다고 LG전자가 밝혔다. LG전자 

는 이번 최우수제품 선정을 계기로 에어컨 

수요가 연간 30%씩 신장되고 있는 호주 

지역에 올해 5만대를 판매, 시장점유율 

20%를 확보할 계획이다.

로 지난 92년 칠레에 진출했으며 지난 11 

월 말까지 시장 점유율 12.0%(1만 

1,972대를기록, 1만 2,170대를 판 닛 

산과 1위자리를다투고 있다.

전자업체들, 중남미지역 수출 적극 

나서

'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전자 등 주요 

전자업체들이 올해 중남미 수출을 25〜 
40% 이상씩 늘려잡는 등 이 시장을 수출 

전략지역으로 선정,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삼성은 수출목표를 작년보다 27% 높 

게 잡고 컬레Y, VTR, 전자레인지, 모니 

1 터 등기존 제품에 통신단말기,냉장고,에

i 어컨, 세탁기를 주력제품으로 추가, 시장 

을 개척키로 했다. 특히 시장별 점유율 1 

위를 달성하는 일등화전략을 수립해 칠레 

। 는컬러IV,페루는핸드폰,브라질은통신 

। 장비시장에서 각각 1위를 달성하기로 하 

고 이에 걸맞은 광고 등 마케팅 활동을 전

1 개키로했다.

LG전자도 이 지역을 성장시장으로 분 

류해 매출액을 지난해 보다 25% 늘어난 

5억 달러로잡고IV, 모니터, 냉장고등의 

! 수출확대에주력함은물론마나우스가전 

단지와 연계해 시장개척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 목표를 10억 달러로 잡은 대우전자 

는 시장점유율 1 위를 기록 중인 품목을 브 

라질의 컬레V, 칠레의 세탁기 등 4개국 

5개 품목에서 올해 9개국 W개 품목으로 

I 늘리고 연구개발, 생산, 판매, 서비스 등의

최근 북미시장에서는 주부들의 지프 

선호도가 높아지는 등 레저차의 인기가 상 

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렉서스의 스포츠 

형 왜건 RX300, GMC의 대형 픽업트럭 

시에라, 포드의 F시리즈, 벤츠의 ML430 

등 각 업체의 SUV, RV가선보였다.

특히 레저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 차 

； 량의외관도 지붕이나 모서리 등을 둥글게 

디자인한 라운드 타입이 많은데 이런 경향 

은 세단 등 승용차에서도 나타났다. 사브 

i 93 크라이슬러 300M 둥 올해의신차와 

포드의 P2000, 아큐라 TL-X 둥 컨셉카가 

그것. 세계적으로 배기가스 규제롷 강화하 

는 추세에 맞춰 환경친화적인 차량도 다수 

등장했다. 포드의 P2000는 알루미늄 엔 

진을 장착해 무게를 40% 가량 줄인 것으

로 1 / 에 26.7km를 달릴 수 있는 고연비 

컨셉카.

크라이슬러도 차체를 플라스틱으로 

I 만들어 폐차때 플라스틱 차체 부분을 재 

생 활용함으로써 '폐차공해 를 줄일 수 

있는 '플리머스 프론토 스파이더 를 선 

보였다. GM은 전기차, 전기와 휘발유를 

함께 사용하는 차량 등 EV시리즈를 내놓 

았다.

한편 이번 모터쇼에는 딱정벌레 라는 

볕칭으로 불리며 60년간 단일 모델로 버 

텨왔던 비틀이 사라지고 폭스바겐의 라운 

드형 뉴 비틀이 둥장해 주목을 끌었다. 

2000cc 판매가가 1 만 5천여 달러로 현대 

자동차 쏘나타m의 미국 현지 판매가격과 

비슷한 수준이다.



패션업체 쌈지의톡톡튀는 

문화실험

국제구제금융체제속에서 각 기업들 

이 구조조정에 숨가쁜 가운데 즉각적이 

고 가시적인 효과가 적은 광고나 홍보쪽 

의 비용을 줄이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 

다. 그러나 쌈지 라는 브랜드로 알려진 

（주）레더데코는 이러한대세에 역행

한두 사람에 그치고 있는 작가 지원 

을 오히려 넓히고 자사 제품과는 전혀 상 

관없이 한 작가의 작품으로 잡지 광고지 

면 한 면을 메우는 이미지 광고를 더 많 

》 은 매체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브랜드 쌈지 스포츠 의 외국 바이어를 

E 위한 런칭쇼에 쓰인 이미지 사진 역시 무
二 명의 작가 이재용 씨에게 전권을 주어 제 

작했다.

쌈지 의 이와 같은 사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오히려 비용을 절감하 

는 새로운 문화시대에 걸맞은 문화 실험이 

라는 것을 알게된다. 막대한 돈을 들여 가 

상의 이미지 만들기에 주력하는 패션업계 

의 광고 추세 속에서 쌈지는 작가들의 작 J 
품을 전체 지면에 싣고 *ssamzie 라는 브 ' 

랜드를 지면하단에 조그맣게넣는데 그친 । 

다. 작가들은 일반인들에게 가깝게 다가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쌈지는 

광고제작에 돈 한푼 안들이고 고급문화이 

미지를 얻을 수 있는 이중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 이러한 쌈지의 예술을 통한 차 

별화전략은 벌써부터 적지 않은 결실을 거 

두고 있다.

자국 패션제품 광고캠페인에 나선 

이탈리아 정부

이탈리아 대외무역부 산하 이탈리아 

무역위원회（Italian Trade Commission 

: ITC）는 지난 5년 동안 미국이나 일본을 

상대로 이탈리아 패션 디자이너와 숙련공 

들이 세계정상임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에 

2천5백만 달러를 투자했고 이제 그 결실 । 

을 맺고 있다. 5년전 '이탈리아제 유행 

（Moda Made in Italy）' 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이 프로그램으로 이탈리아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4.5%에서 5.9%로 상 

승했고 특히 베르사체나 조르지오 아르마 

니같은 값비싼 브랜드가 모든 이탈리아제 

의류의 대미수출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25%에서 35%로 늘어났다.

ITC의 판촉활동은 다른 나라의 정부에 

비해 두드러지는데, 미국 등의 해외판매촉 

진활동이 수출세 미나, 해외유통업자들과 

의 대면상담에 치중되어 있는 데 반해, 

ITC는 광고캠페인뿐 아니라 한 번쯤 이탈 

리아제 옷을 산 적이 있는 미국인 소비자 

들을 겨냥한 직접우송광고도 전개하고 있 

다. 이를 위해 스타일 노트북（Notebook 
of Style）' 란 책자를 발행, 15만 5천명의 

미국 소비자들에게 발송했다.

ITC는 특히 미국과 일본에서의 활동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는 이들 두 나라의 크 

기나 거리로 인해 마케팅 노력이 더욱 힘 

들고 이들 국가들에서의 시장점유율이 

7%와 11%에 불과해 성장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의 아시아 경제위기 

로 세계시장에서 미국시장의 중요성이 커 

지고 있기도 하다.

ITC는 98년에 새로운 광고 프로그램 

'GQ' 를 도입하여 미국에서의 광고캠페인 

에 더욱 주력할 방침이다.

브랜드시장에 신토불이 바람

해외유명브랜드만을 선호해라이센스 ' 

| 만 계약하던업계 풍토가 바뀌고 있다.

IMF한파로 인한 달러화 인상으로 지 । 

불할 로열티가 두배 가까이 오른데다, 브 

랜드를 빌려주는 업체들이 상품기획단계 

에서 일부 원자재를 수입품으로 쓰도록 요 

구해 수입신용장 개설이 어려워진 때문이 

다. 게다가 국산브랜드로의 교체는 가격인 

하로까지 이어져 일석이조.

영 캐주얼업체 쿠기 어드벤처는 국내업 

체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말 라이터업체인 

범진통상과 쿠기 500T 브랜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고 경인상사, 신우와도 계약 

을 체결할 예정이다. 범진통상은 그동안 

프랑스 의류브랜드 엘르와 계약을 맺어왔 

고 경인상사와 신우는 각각 미치코런던브 

랜드로 문구류를, 미치코런던, 닥스브랜드 

로 패션시계를 제조한 업체들이다. 또한 

（주）아이엠과 잭 니클라우스 등의 이름으 

로 우산을 만들어 오던 동산우산 등 12개 

업체들도 에버랜드와 라이센스 계약을 맺 

었다.

이 같은 현상은 외제기피분위기 확산 

으로, 이미지상품시장에서 외면당했던 국 

산상표가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새 

로운 유통환경 덕분에 가능한 것이라고.

매스커뮤니케이션 중소기업대상 

무료컨설팅

••마케팅•홍보상담을 무료로 해드립니 

다.” 전문광고인 몇몇이 모여 1월 초 만든 

매스커뮤니케이션이 우수한 제품을 가지 

고도 마케팅이나 광고, 홍보의 노하우가 

없어 애를 먹고있는 중소벤처기업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서서 화제다.

이 회사는 전화 및 방문상담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경영관련 고충을 듣고 상 

담을 통해 다양한 제품홍보방법, 마케팅 

전략 수립 등 체계적인 영업에 대한 컨설 

팅을 해주고 있다. 세계 특허제품인 연질 

고무자석을 생산하는 중소업체인 상진 

마그네틱 , 한국텔레마케팅 , 한국통신의 

국제전화카드 영업권을 가지고있는 코스 

타정보통신 등 일을 시작한 지 1주일 만 

에 15개 업체와 상담하는 등 상담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문의 : 02-51 &6071

코카콜라 가장인상깊은 TV광고로

마케팅조사 전문회사인 한국조사개 발 

원이 78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 동안 연 

인원 16만7천5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도별 인상에 남는 TV광고' 조사결과 

지난 20년간 소비자들에게 가장 깊은 인 

상을 남긴 TV광고는 코카콜라 광고인 

것으로나타났다.

조사자료를 종합한 결과 코카콜라는 

20년간 인상에 남는 광고 베스트 20에 16 

번이나 순위에 올라 1 위를 차지했다. 한편 

20년간 1위를 가장 많이 한 광고는 속청 

으로 4번이었고, 코카콜라는 3번이었다.

어린이용품에 토종캐릭터 등장

LG생활건강은 KBS IV의 어린이 프 

로그램 흔자서도 잘해요 의 삐약이 （병아 

리）, 늑돌이（늑대）, 용용이（龍） 등 세 가지 

캐릭터를 사용한 어린이용품 '혼자서도 

잘해요 를 개발, 시판에 들어갔다.

'혼자서도 잘해요' 캐릭터의 어린이 

용품은 삐약이 칫솔, 늑돌이 치약, 용용이 

투명삼푸, 늑돌이 컨디셔닝 샴푸, 용용이 

클린싱 바스 등 5가지. LG는 외국의 캐릭 

터를 사용하는 데 따르는 외화유출을 막 

기 위해 '혼자서도 잘해요 의 캐릭터를 

사용했으며 이 프로그램의 인기로 보아 

판매신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설명했다.

I
불황기 가공인물모델 뜬다

패션업계에 기존의 유명스타대신에 

20세 전후의 감각적인 젊은층을 겨냥한 

캐릭터모델을 사용하는 예가 늘어나고 있 

다. 최근 삼성물산의 패션전문점 유투존은 

영업장 내 여러 브랜드의 통합이미지모델 

로 20세의 발랄한 여성을 상징화한 캐릭 

터 유투걸（가칭）'을선정했다.

'롤롤 을 내놓아 4개월만에 45억 원의 매 

출을 기록 올해는 4백억 원을 목표로 할 

정도다. 중소업체인 FMC도 캐주얼브랜 

드 지피지기' 의 제갈，이라는 남자 캐릭 

터모델의 광고가 들어맞아 불황을 모를 정 

도 이들은 브랜드에서 자체 이미지에 맞 

게 신체조건은 물론 취미나 성격까지 창조 

된 가공인물로 그 브랜드와 생명력을 함께 

하는 것이 특징이다. 캐릭터 모델 개발비 

는 2천만원 안팎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지 

만 일반모델 없이도 다양한 광고와 이벤트 

기획이 가능해 경제적이라고.

충청북도, 우수디자인 상품제 운영

충청북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충청북도 인정 GD 상품제를 

운영키로했다. 도내 중소기업 생산 제품들 

을 대상으로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을 매년 

2차례 선정, 자체 제작한 GD마크를 부착 

하고 이들 상품을 중소기업 우수상품전에 

출품시키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구매 때 

우선권을 주고 각종 자금을 우선 지원, 수 

출기업화상품으로 육성하는 등 혜택을 주 

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오는 5월까지 GD마크 

를 자체 제작하고 도내 중소기업들을 대상 

으로 상품 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도내 디 

자인관련 학과교수와 도 소속 전문디자이 

너들로 우수 디자인 상품을 선정하기 위한 

산업 디자인심의회를 구성할 계획 이다.

서울시와각구청, 중소기업 돕기

적극나서

서울시는 한국무역협회와 한국산업 디 

자인진홍원의 지원을 받아 수출기반이 취



약한 중소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수 

출업체로 육성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 

해 서울지역에 본사 및 공장을 등록한 중 

소기업으로 신제품 및 첨단기술개발 등으 

로 국제경쟁력을 갖추었지만 수출경험이 

전무한 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수출기 

업화 사업 대상업체를 모집한다.

시는 우선적으로 1백개 사를 선정, 2 
년간 무역실무교육, 상품포장, 디자인개발 

등 마케팅능력교육,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 독자적인 수출능력 

을 갖추도록 육성할 계획이다.

한편 강서구는 최근 관내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과 행정민원 처리는 물론 자금난 

해소에 관한 자문까지 해주는 I사 1공무 

원 중소기업체 후견인제 를 도입해 큰 호응 

을 얻고 있다. 또한 관내 7백50개의 중소기 

업이 밀집해 있는 성동구는 중소기업 제품 

홍보와 판로개척을 위한 중소기업제품 전 

용상설직판장을 곧 개설할 예정이고, 구로 

구는 각기업이 가진 기술과 인력을모두공 

개,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끼리 상호 연 

계시켜 주는 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관내 중 

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외기업과상 

품정보의 공급을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홍 

공사（KOTRA）와 함께 인터넷상에 해외기 

업정보 페이지도 신설키로 했다.

안양 캐리커처 공모전

안양 SBS는 예일 디자인아카데미와 

공동으로 2월 10일부터 4월 4일까지 

SBS 선수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캐리 

커처 공모전 을 갖는다. 이번 공모전에는 

고등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 

며 대상 1 명에게는 상장과 함께 300만원 

의 상금이 주어지는 등 총 800만원의 상 

금이 걸려 있다. 참가신청서는 예일 디자 

인아카데미 전국 지점을 통해 3월 5일까 

지 배부되며 당선작은 3월 28일부터 4월 

4일까지 SBS 본사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소비자 감성에 관한 상품리포트, 

감성공학

경쟁력은 이제 기술보다는 감성에 있 

다. 인간은 논리, 이성, 분석만으로 살아갈 

수 없고, 억눌려왔던 직관, 감각, 감성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상품화한 것이 

바로 감성공학. 한성대 김미자 교수가 펴 

낸 감성공학（디자인오피스）' 은 21 세기의 

새로운 전략인 감성공학 이야기다. 다양한 

설문조사를 통해 소비자의 다양한 감성과 

취향을 면밀히 검토, 상품 개발에 있어 구 

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파로마가구, 디자인공모전 개최

파로마가구（대표 허성판）는 제2회 파 

로마가구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미래 

형 가정용가구에 관한 전품목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자유 이 

다. 출품일자는 오는 10월 1일부터 10일 

까지이며 당선작 발표일은 10월 20일이 

다. 대상에는 상금 2백만원과 상장 및 상 

패가 주어지며 우수상 2명에게는 상금 50 

만원과 상장 및 상패, 특선 5명에게는 상 

금 20만원과 상장 및 상패가 각각 수여되 

고 수상자에는 파로마가구 개발실 직원으 

로 채용되는 특전이 주어진다.

디자인계 기술학원 불황속 성황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앞 

에 몰려있는 액세서리, 의상재단, 메이크 

업, 모델학원 등 요즘 디자인기술계 학원 

； 에는 새 직장에 취업하거나 숍을 차려 자 

립하기 위해 준비하려는 수강생이 몰려들 

। 고 있다. 수강생들의 경력과 출신도 직장 

인, 유학생에서부터 주부에 이르기까지 다 
1 양하고 화려하다. 현대 액세서리 학원의 

1 정평섭 사장은 "직장인 여성뿐 아니라 대

학생들도 등록하고 있어 기술중시 풍조가 

I 일고있는 느낌이다. 학벌보다는 취업과 돈 

I 벌이에실질적으로 도움이되는 선진국형 

। 인식이확산될것으로 보아도 될 것같다” 

고 최근의 현상을 설명했다.

예일아카데미, 중소기업 살리기 

디자인 운동나서

디자인학원이 무료로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에 나섰다. 예일아카데미는 1월 W일 

부터 중소기업 살리기 디자인 운동 을 전 

개하고 있다. 지원 항목은 기업이미지통 

합, 카탈로그, 포스터, 홍보물 제작, 로고 

개발 등으로 이 학원 2천여 재학생과 강 

사, 졸업생 등 3천여 명이 참여한다. 학생 

과 강사 등 2, 3명이 한 조를 이루어 업체 

한곳을 전담한다.

중소기업 사이에 디자인 마인드를 불 

러일으키기 위해 마련한 이번 운동으로 한 

번 인연을 맺은 중소기업은 무기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원을 원하는 중소기업 

은 도움이 필요한 분야와 애로사항 등을 

적어 예일 산하 전국 7개 학원에 접수하면 

된다.

문의: 02-764-7100

사이버포토갤러리 문열어

98 사진영상의 해 조직위원회（위원장 

임응식는 2월 14일 사진영상의 해를 기 

념하기 위한 조직위 행사내용과 주요사업 

계획 등 정보를 담은 조직위 홈페이지 

（http://www.photo98.or.kr）를 열었 

다. 또한 조직 위원장 임응식씨의 사진을 

시작으로 국내 유명 사진작가의 작품 20 
여 점을 매주 바꿔가며 전시하는 '인터넷 

초대전' 도 마련해 작품해설 및 작가의 사 

진과 경력도 함께 소개한다.

사진영상의 해 조직위측은 "사이버전 

시장 및 이벤트 공간을 만든 것은 보다 많 

은 사람이 손쉽게 사진영상세계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 

匚卜. 사이버 갤러리의 전시 사진 주제는 풍 

경, 누드, 인물 등 매주 바뀌고, 초대작가 

도 작고한 이부터 신예작가까지 50명을 

골고루 망라해 선정한다.

가방마다 태극기를 달자

쌈지, 아이삭 등의 브랜드로 알려진 

（주）레더데코가 1월 20일부터 레더데코 

전국매장에서 국산품 애용운동의 일환으 

로 학생들의 가방에 태극기가 그려진 열쇠 

고리를 달아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레 

더데코측은 외국산 가방에 흔히 달고 다니 

는 외국 캐릭터상품 대신 겨레의 얼굴인 태 

극기상품을 달아 국산품 애용의 정신을 확 

산시켜보자는 취지에서 캠페인을 시작하 

게 됐다고 밝혔다. 레더데코는 이를 계기로 

외국상품에 빼앗긴 학생용 가방시장을 되 

찾겠다는 각오. 98년을 겨레지킴의 작은 

다짐의 해' 로 정한 레더데코는 계속적인 

국산품애용 캠페인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98 제5회 일본 미노국제도예공모전 

개최

3년마다 세계 각국의 도예인들을 대상 

으로 열리는 제 5회 일본 미노국제도예공 

모전（Inf I Ceramics Festival 98 Mino, 

Japan）' 의 작품공모가 시작됐다. 공모전 

은 세라믹 아트와 세라믹 디자인부문으로 

나뉘어 열리는데, 세라믹 아트의 경우 작 

품으로공모하며, 세라믹 디자인의 경우는 

작품 드로잉을 공모하게 된다.

이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들은 조형성 

과 실험성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며, 세 

계 도예가들을 대상으로 치뤄지는 행사인 

만큼 해외 도예계의 대표적인 경향과 흐름 

을 살펴볼 수 있다. 올해 열리는 제 5회 공 

모전의 작품접수는 오는 3월 31 일까지이 

며 수상작품들의 전시와 함께 본격적인 미 

노국제도예전은 10월 23일부터 11월 3 

일까지 12일간에 걸쳐 일본 타지미시에서 

열리게 된다.
*

컴퓨터그래픽 관련 자격증 시험에 

매킨토시 선정

엘렉스컴퓨터는 노동부가 올해 신설하 

는 실내건축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 운용 

기능사, 전산응용건축기능사 등 3개의 컴 

퓨터그래픽 관련 자격증 시험에 매킨토시 

가 표준 실기장비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엘렉스측에 따르면 국가 공인자격증 응시 

자들은 2차워 3차원, 시각디자인 운용분 

야에서 매킨토시와 일러스트레이션, 포토 

숍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광고, 편집, 포 

장, 제품디자인 등 전반적인 실제 제작능 

력을 평가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그파, 영디자이너스 컨테스트 3월

25일까지 작품공모

아그파에서는 젊은 디자이너들을 대상 

으로 '아그파 영디자이너스 컨테스트' 를 

개최한다. 작년에 '음악이 그래픽 아트를 

만났을 때 라는 주제로 첫 행사를 개최한 

데 이어 올해 제2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컨 

테스트에서는 세계인의 애창곡을 그래픽 

아트로' 라는 새로운 주제로 젊은 그래픽 

아티스트들을 대상으로 열린다. 자기가 좋 

아하거나 감동적인 음악, 세계인들에게 사 

랑을 받아온 음악을 선택하고 그 음악이 

주는 느낌을 그래픽 작업으로 옮기 면 되는 

것으로 국제 심사위원단이 작품을 보고 그 

음악을 느낄 수 있도록 제작하면 된다.

작품 제작 기법은 컴퓨터그래픽, 드로 

잉, 페인팅 등 자유로우며, 작품의 크기는 

A2（60 X 42cm）까지로 제한되어 있다. 

출품은 선택한 음악의 오디오 테이프를 작 

http://www.photo98.or.kr%25ef%25bc%2589%25eb%25a5%25bc


품과 동봉하여 아그파 코리아로 제출하면 

되고, 국제적 심사를 위해 지원서는 영어 

로 표기해야 한다.

오는 3월 10일까지 참가자 지원서를 

등록 받으며, 3월 25일까지 작품 접수를 

마감하고 수상작 발표는 4월경에 발표된 

다. 각국의 금상 수상자(30개 참가국에 

서 30명 선발어게는 아그파 스캐너가 

주어지며, 아그파 웹사이트에 수상 작품 

이 올려진다. 또한 대상 13명에게는 아그 

파 스캐너와 함께 5일간의 그래픽 워크숍 

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무료로 주어지 

게 된다.

문의: 아그파그래픽사업부

Tel. 02-2624-292

서울 캐릭터 명칭 왕범이 로확정

서울의 캐릭터인 호랑이 이름이 왕범 

이로 결정됐다.

서울시는 2월 19일 전국에서 응모한 

4천2백여 건의 명칭 가운데 서울 서대문 

구 홍은2동에 사는 신지혜(15•여 •중3)양 

이 제출한 왕범이 를 최우수작으로 뽑아 

서울시 캐릭터 이름으로 확정했다고 발표 

했다.

'왕범이 는 우두머리, 으뜸을 뜻하는 

왕과 호랑이의 순우리말인 범을 합친 

복합명사이고, 왕' 은 인왕산에서 따와 

인왕산 호랑이 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왕범이 를 시화인 개나 

리, 시목인 은행나무 등 다른 상징물과 함 

께 시에서 만드는 각종 물품이나 행사에 

적극 사용할 방침이다.

98 KOFACFAIR

한국패션액세서리디자이너그룹 

(KLFD)과 현대액세서리산업디자인학원 

이 공동 주최한 제1회 한국패션액세서리 

콘테스트(Korea Fashion Accessory 

Design Contest: KOFAC)에서 입상한 

순수 아마추어 디자이너들의 수준높은 창 

작품을 전시하는 98 KORAC FAIR가 2 

월 21일부터 2월 28까지 명동 막스&스 

펜서 6층 전시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전시 

에서는 대상을 받은 김상주씨의 스포티액 

세서리를 컨셉으로 설정한 가상브랜드 

YEON' 과 최우수상을 받은 임지선씨의 

잡화아이템 'GONTAE'를비롯창의성 

이 넘치는 48명 입상자들의 실물 제작품 

들이 전시되었다.

이번 98 KOFAC FAIR는 입상자들의 

순수 창작품을 보호하여 무분별한 표절을 

막고 브랜드사와 유통에 신인들을 연계함 

으로써 실질적인 산학협동체계를 구축한 

다는 취지에서 개최되었다.

한편, KLFD와 현대액세서리산업디 

자인학원은 이번 공모전의 입상자들을 

KLFD회원으로 흡수하고 중견현업디자 

이너들과 신인들간의 대화나 정보교류 장 

을 제공함으로써 업계 발전을 위한 수준 

높은 전문 디자이너 발굴 • 육성에 매진할 

방침이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사업 운영요령 개정

중소기업청은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사업 운영요령 을 개정했다 

고 밝혔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 

컨소시엄 사업은 지방대학 및 연구기관의 

기술개발자원을 활용하여 기술기반이 취 

약한 중소기업의 기술애로를 해결하기 위 

한 것으로 이번 개정은 컨소시엄의 효율적 

인 추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것이다.

KADFA98 년도 정기총회 개최

(사) 한국공인산업디자인전문회사협 

। 회 (KADFA, 회장 이승근)는 지난 2월 20 

일 오후 6시 타워호텔 Rex룸(본관 1 층)에 

서 98년도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98년도의 사업 

계획 보고와 함께 전직 회장에 대한 공로 

패 증정 및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노장우 

원장에 대한 감사패 증정식도 함께 가졌으 

며 또한 IMF 사태를 맞이하여 위기를 기 

회로 삼을 수 있도록 디자인 산업을 살리 

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을 살리는 일이며 

더 나아가 국가 경제를 위기에서 구출할 

수 있는 지름길임을 인식하고 디자인 산업 

을 국가 핵심산업으로 만들기 위한 결의문 

을 채택하였다.

KADFA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8-21 코리아비 

지니스센터 1519호

7“ 02-3486-2617

Fax. 02-3486-2618

대 EU수출시 현지 기준에 맞는 

포장재만 가능

98년부터 대 EU수출시에는 현지 기 | 

준에 맞는 포장재를 사용해야만 한다• 만 । 

약 그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수입통 

관 금지와 함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회원 

국별로 차이는 있으나 포장재폐기물의 수 

거 재활용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98 미국 우수디자인전

The Chicago Athenaeum에서 주 

최하는 98년 우수디자인대회 및 전시회가 

6월 1일까지 제품접수를 받고 10월부터 

열릴 예정이다. 해당분야는 제품 시각디 

자인이며, 출품하는 제품은 96년 1월 이 

후에 나온 것에 한한다.

이 행사는 지난 해의 경우 1,000여 점 

의 접수작품 중 80여 작품이 입상하여 97 

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시되었다.

Tel. -F1-312-251-0175

Fax. +1-312-251-0176

http： \\www. chicathenaeum, org

프랑스 98 비엔날레 디자인대회 개최

프랑스의 98 비엔날레 디자인대회가 

파리 Saint-Etienne에서 11월 7일(수)부 

터 11월 16(월)까지 개최된다. 이 행사는 

약 50여 개국의 디자이너를 비롯한 디자 

인 관련 단체 및 학교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Biennale Design 98

Ecole des beaux-arts de Saint-Etienne

15, rue Henri-Gonnard42000

Saint-Etienne, France

Tel. +33-4-77478800

Fax. +33-4-77478801

IDN Design, 
테마환경디자인 (TED) 으로 사명 

변경

김영걸 사장이 운영하는 공인산업 디자 

인전문회사 아이디 엔디자인 (IDN 

Design)이 최근 회사이름을 테마환경디 

자인 (TED)으로 바꾸고 사무실도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25&5번지 건우빌딩 402 
호로이전했다.

테마환경디자인의 전 명칭은 그동안 

주송 사장이 운영하는 아이디엔(IDN 

Ltd., Inc.)과 명칭이 거의 같아 혼란을 빚 

어왔다.

테마환경디자인 (TED)

135-260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259-5

건우빌딩402호

Tel. 02-547-2502

Fax.02-547-2165

세영, 사무실 이전

공인산업 디자인전문회사인 크리 에이 

티브 에이전시 세영(대표 이세영)이 작년 

12월 서울시 중구 충무로2가 51-3 인성 

빌딩으로 사무실을 옮겼다.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 세영

700~072 서울시 중구 충무로2가 51-3

인성빌딩 502호

Tel. 02-273-2653

Fax. 02-279-2096

98서울국제선불용품 • 장신구 

박람회

한국공예 협동조합 연합회가 주최하는 

98 서울국제선물용품 • 장신구 박람회가 

오는 9월 16일 부터 20일까지 KOEX에서 

개최된다.

이 전시회는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선물용품 • 장신구의 신상품 개발, 품질향 

상을 유도하는 한편 홍보를 강화 시키려는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번 전시는 국내 180개 업체, 해외 

70개 업체 등 약 250업체가 참가할 예정 

이다.

문의: 한국공예협동조합연합회 전시사업부

Tel. 02-698-0003

Fax. 02-697-8582

바로잡습니다

산업디자인 156호(97. 11-12) 62페이지 

1997 한 일 디자인 심포지엄 사진설명 내용 

중 '우수논문상 수상자. 좌로부터 하라다 교 

수, 김승회 교수, 이건표 교수, 우흥룡 교수 는 

'우수논문상 수상자. 좌로부터 하라다 교수, 

이승회 교수, 이건표 교수, 우흥룡 교수 의 오 

기이므로 바로잡습니다.



ki孙 소시

디자인으로 성공한 KIDP 개발지원 

디자인상품 10점선정

디자인으로 성공한 대표적 중소기업 

상품 열 점이 선정 •발표되었다.

펜타죤의 유아용 멜로디 변기, 은성디 

벨럽멘트사의 눈썹성형기, (주)닥터리의 

심전계, 에센시아의 칫솔살균기, 서연아트 

의 은수저세트, 대웅전기산업의 전기압력 

밥솥, (주)삼보의 전기 냉온수기, 에프씨 

산업의 욕실용품 세트, 제패(구 삼은전자) 

의 실리콘칫솔, 가야산업의 TV장식장 등 

10개가 *97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사업 베 

스트 10' 에 선정된 것. 이 상품들은 KIDP 

가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9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되었다. 크고 작 

은 기업들이 우루루 쓰러져 가고 있는 최 

악의 경제상황 속에서도 개성있는 디자인 

으로 회사를 살리고 있는 이들 상품들은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힘과 희망을 주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베스트 10 선정은 디자인 개발지원업 

체 가운데 매출실적 상위 30개사 중에서 

매출증가율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으며, 디 

자인 분야에서 김철수 교수(국민대 산업 

디자인과)와 박한유 소장(박한유디자인연 

구소), 마케팅 분야에서 임향순 사장(DY 

& RK사),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박균명 

연구위원(한국생산기술연구소) 등 4명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했다. KIDP는 베스트 

10으로 선정된 상품과 업체에 대해서는 

각종 해외전시에 우선 참여시키고, 디자인 

혁신그룹으로 지정하여 디자인 개발을 지 

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말까지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모두 2천8 

브벅25개 사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지원단 

계별로 살펴보면, 디자인 진단을 받은 업 

체가 1천8백25개 사, 개발지원은 6백38 
개 사이다. 개발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상 

품화에까지 성공한 업체도 현재 3백개 사 

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KIDP가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사업의 내용을 '개 

발 중심으로 전환한 이후 디자인 진단이 

나 지도를 받은 업체가 상품개발에 착수하 

는 비율인 상품화 연계율이 1996년 

(24%)에 비해 크게 늘어나 지난 해에 

35%를 기록하기도 했다.

또한 디자인으로 성공한 상위 30개 상 

품의 매출실적을 분석한 결과, 업체에서 

이들 상품을 개발하기 전에는 1 백11억 원 

의 매출을 보인 것에 반해 개발 후에는 

553% 증가한 6백14억 원의 매출을 기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디자인 개발지원 상품 베스트 10

• 유아용 멜로디 변기

폔타죤 (02-59아J89Z

용변을 보면 멜로디가 흘러나와 용변에 대 

한 유아들의 두려움을 줄여준다

• 눈썹성형기

은성디벨럽멘트 (02-470-4272)

립스틱을 연상시키는 산뜻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매년 100%씩 매출을 올리는 효자 

상품

• 심전계

닥터리 (0459-952-8280)

금속성 의료기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탈피, 

친숙하고 따뜻한 느낌의 디자인이 특징. 미국과 

유럽 등 30여개국에 수출 중.

•칫솔살균기

에센시아 (02-3473-7828)

부드러운 곡선의 동양적 디자인이 특징.

1년간회사 총 매출액을 약35배나 늘린제품.

• 은수저세트

서연아트 (02-31587 700)

물고기 모양을 추상화한 손잡이가 매우 세 

련되고 감각적인 디자인 상푸

• 전기압력밥솔

대웅전기산업 (02Y69-9431)

재고율 제로를 자랑하며 90%의 시장점유 

율을 보이고 있는 전기보온압력밥솥

• 전기 냉온수기

(주) 삼보 (0551-97-2718)

표면처리 고급화 등 디자인에 차별을 두어 

판매에호조를 보이고 있는 제푸

• 욕실용품세트

에프씨산업 (03433-3675)

튜울립 꽃봉오리를 모티브로 우아함과 통일 

성 부여. 상대적으로 저렴한가격이또 다른 장점.

• 실리콘칫솔

제패 (032-6得3989)

실리콘 칫솔모 사용으로 잇몸 마사지 기능 

은 물론 치아 마모를 최소화한 아이디어 상품.

• TV 장식장

가야산업 (032-8136600)
기존 나무장식장과는 차별화된 철재 TV 장 । 

식장. 조형성과 기능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제품. I

디자인계 신년모임 , 

경제살리기에 동참

98년을 맞아 디자인계 인사들이 한자 

리에 모였다. 디자인계 원로와 각 협회장, 

디자이너 등 관련 인사 3백여 명은 지난 1 

월 16일 오후 6시 KIDP 전시관에 모여 디 

자인계의 화합과 협력을 다지고 경제 위기 

극복에 디자이너들이 다 함께 나설 것을 

결의했匚卜. 우리 디자인계에 첫 신년회였던 

이번 모임은 디자인 혁명으로 경제위기 

극복하자 는 슬로건과 함께 한국경제신문 

사가 전개하는 경제살리기 1천만 명 서명 

운동 도 함께 열렸다. 참석한 모든 디자이 

너들이 경제살리기 운동에 동참하여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디자인계의 결의와 의지 

를 표명하였다.

이날 주요 참석인사로는 박대순 한양 

대 교수, 한도룡 홍익대 교수, 조영제 서울 

대 교수 등 디자인계 원로인사들, KIDP 노 

장우 원장, 한국공인산업 디자인 전문회사 

협회 이승근 회장, 한국디자인법인단체총 

연합회 권명광 회장, 한국디자인학회 김명 

석 회장,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 김철호 회 

장,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 김광현 회장, 

한국텍스타일디자인협회 정경연 회장, 한 

국패키지 디자인협회 김태종 회장 등이다.

X 
T
O r — 
r

LG 전자 디자인연구소와 동계 

산학협동진행

KIDP는 디자인 전공 대학생들의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 방학 때마다 기업체와 

공동으로 '산학협동프로그램 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겨울방학에는 LG전자 디자인 

연구소와 39명의 학생들을 연계시켜 1월 

14일까지약한달동안제품개발프로젝 । 

트를 진행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전화기 •핸드PC•노트북 등첨단전자 ： 

제품 디자인 개발 및 광고 제작의 전 과정 । 

을 기업체 실무 디자이너들의 도움을 받으 
며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실 1 

무능력 배양에 더 없이 좋은 기회였다.

디자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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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SPC, KIDP에 감사패 전달

천공기 생산 중소업체인 에스피씨사가 

지난 1월 16일 KIDP에 감사패를 전달했 

다. 에스피씨의 이순택 사장은 KIDP가 실 

시하는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디자인한 문구용 천공기（모델명 : DUO 

20）가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며 전년 

대비 400%의 매출 신장률을 기록하자 이 

러한 성공에 큰 도움을 준 KIDP에 감사패 

를 전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KIDP가 디자인 개발을 지원한 상품은 

천공기능과 제본기능을 한 데 묶어 최대 

2cm（복사지 200매 분량） 두께까지 구멍 

을 뚫고 바인딩하는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 

루어질 수 있는 세계 최초의 개발품이다. 

딱딱한 이미지의 천공기에 디자인을 도입 

하여 좋은 성과를 올리게 된 것이다. 부드 

러운 실리콘 고무로 그립을 만들어 레버를 

누르는데 큰 힘이 들지 않게 하였고, 알루 

미늄 다이케스팅 공법으로 무게를 48kg 
으로 줄여 가볍고 견고함은 물론 사무실 

분위기에 잘 어울리게 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작년에 열린 97 서울국제문구박람 

회 신제품 콘테스트에서 영예의 대상을 획 

득하는 등 문구, 사무기 업계에서 그 성능 

을 인정받고 있으며 국내외 여러 업체로부 

터 거래 문의도 쇄도하고 있다.

국제산업 디자인대학원 （IDAS）, 
98학년도 합격자37명발표

국제산업디자인대학원（IDAS）은 97 

년 12월 22일 98학년도 신입생 선발전형 

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37명의 합격자를 

최종 선발 • 발표했다. 모두 89명이 응시 

한 이번 입시에는 선진 디자인 교육기관의 

전형방법이 새롭게 도입되어 우수한 학생 

들을 많이 유치하는데 효과가 있었다는 평 

이다. 국내 디자인 대학원으로는 최초로 

포트폴리오 심사를 입시에 도입했으며 , 디 

자인 실기시험, 프리젠테이션（면접） 등의 

전형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과 그동 

안 거쳐온 교육과정을 좀더 구체적으로 평 

가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논리적인 분석능 

력과 실전 영어능력도 평가하여 뛰어난 자 

질을 갖춘 예비 디자이너를 선발했다. 

IDAS의 이러한 입시제도는 영국의 왕립 

예술학교（RCA）나 독일의 에센（ESSEN） 

대학, 스투트가르트（Stuttgart）대학, 프랑 

스 앙씨 （ENSCI） 등 선진 디자인 교육기 

관들이 시행하고 있는 전형방법으로 알려 

졌다.

원서접수시 포트폴리오도 접수해야 했 

던 올 입시전형의 특성상 96년과 97년에 

비해 비전공자들의 응시율은 약간 하락했 

고, 반면 학부 전공생들은 작년의 52.1% 

에서 62.7%로 높아졌다. 98학년도 응시 

자 수가 작년에 비해 25명이 줄었든 원인 

중의 하나도 포트폴리오 심사에 있었던 것 

으로 분석된다. 학부에서 디자인을 전공하 

지 않은 학생 1 백여 명이 지원을 희망했으 

나 포트폴리오 제출에 부담을 느껴 40명 

밖에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응 

시자 수가 감소한 또다른 원인으로는 최근 

의 경제불황을 들 수 있다. 직장에 다니다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했던 많은 응시자들 

이 실업사태가 야기되고 있고 고용불안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자 회사 잔류를 선택한 

것이다. 대학 졸업예정자들도 학비부담 등 

의 이유로 진학을 포기하고 취업쪽으로 돌 

아선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제산업디자인대학원 （IDAS） 첫 

좉업작품 전시회

IDAS는 지난 1996년 개원 이후 첫 졸 

업생을 배출했다.

그간의 교육성과를 대내외에 소개하고 

평가받기 위해 지난 2월 4일（수）부터 9일 

（월）까지 KIDP 3층 전시관에서 제 1회 졸 

업작품전시회를 가졌다. 2월 4일件） 오 

전 11시에 열린 개막식에는 삼성, LG, 현 

대 등 국내 유수 기업들의 디자인연구소 

대표를 비롯해 디자인 전문회사 대표, 디 

자인대학원 학장, 핀란드 대사, 영국 과학 

담당일등서기관 등, 국내외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번 전시회가 각계 대표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IDAS의 교육방침이 기존 교 

육체계의 틀을 과감히 깨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지로 이번 전시회에서는 졸업작품을 

관람한 몇몇 업체로부터 스카웃 제의가 들 

어온 학생들도 있었고, 졸업예정자 25명 

가운데 5명은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 공 

모전에서 입상하는 등 이미 해외에서 교육 

성과를 인정받은 바 있다. 이 밖에 손가락 

의 체온과 압력으로 연주되는 현없는 바이 

올린, 원하는 버스노선과 도착시간, 환승 

지 등의 교통상황 제공은 물론 출력까지 

가능한 교통안내 정보 시스템, 냉방은 물 

론 시냇물, 새소리와 같은 자연의 소리와 

풀내음이 나는 에어컨, 위성 위치측정시스 

템 GPS장치를 이용한 농지관리 영농프로 

그램, 가상현실에서 전통적인 무속신앙을 

접목시켜 게임은 물론 물리치료나 정신치 

료까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 독창적인 

디자인 작품 25점이 출품되었다.

문의: IDAS 교무과

Tel. 02-708-2226/2228/2230

Fax. 02-744-6866

국제산업디자인대학원 （IDAS）, 
삼성디자인연구원（IDS）과 업무협약 

체결

국제산업디자인대학원（IDAS）은 최근 

세계적인 수준의 디자인 교육자원 공유와 

산학협동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삼성디자 

인연구원（IDS）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 

다. 양 기관은 국제적인 수준의 디자인교 

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자원 공유, 디자 

인교육의 명실상부한 산학협동체제 구축, 

디자인교육의 새로운 전형 제시를 위한 협 

력을 강화하게 된다.

디자인경영상담실 운영

KIDP는 2월 9일（월） 기업의 디자인경 

영을 돕기 위한 상담코너로 KIDP 본관 1 
층에 디자인경영상담실 을 마련했다. 이 

곳에서는 기업이 디자인경영체제를 확립 

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산업디자인과 관련 

된 특허, 법률, 마케팅, 그리고 판로망 개 

척 등 디자인 경영 전반에 걸친 상담과 자 

문을 하게 된다.

'디자인경영상담실 운영은 고부가가 

치 상품 개발을 위한 기업의 체질개선을 

유도하고 이를 위한 디자인경영이 기업에 

뿌리내리도록 돕기 위해서다. 이는 최근의 

경제위기가 근본적으로는 우리 상품의 국 

제적 경쟁력 상실로 인한 기업경영의 위축 

에 기인한 것으로 본 때문이다.

'디자인경영상담실 은 디자인경영전 

문가, 특허법률전문가, 마케팅전문가 등 

외부자문위원 4명과 산업 디자인개발지 원 

사업 전문상담인 2명을 두어 모두 6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 디자인경영 진단 

및 자문에는 김현（고려대 교수）위원, 기업 

의 산업디자인 특허법률 자문에 황종환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이사장）위원, 마 

케팅 방향제시 및 판로개척지원 자문에 김 

대헌（마린디자인 사장）위원과 이영열（유 

통학회 부회장）위원이 맡게된다. 각각의 

상담내용에 대해서는 즉시처리（서류접수 

후 2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KIDP는 자 

문한 내용에 대해 결과에 따라 직접적인 

디자인지원을 필요로 하는 업체는 산업디 

자인 개발지원사업과 연계시켜 상품화를 

도울 방침이다. 또한 각종 법률상담이나 

마케팅, 애로사항 등을 ABase화하여 사 

례집을 발간하고 이를 기업경영자에게 공 

개, 향후 디자인 진흥사업에 반영할 계획 

이다.

현재 기업을 상대로 디자인개발지원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디자인핫라인 

200T 은 디자인경영상담실과 연계하여 

그기능을확대할 방침이다.

문의 : 02-708-2001

지방 산업디자인 진흥사업 추진

KIDP는 지난 97년 9월 팀 중심의 조 

직개편 이후, 지역발전지원팀을 신설하면 

서 본격적인 지방 산업디자인 진훙사업에 

들어갔다. 현재 우리 나라의 각 지역의 도 

시환경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아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각종 시설물의 

난립과 통일성 없는 구조는 미적으로 아름 

답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가치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KIDP는 지방 산업디자인 진홍사 
업의 일환으로 각 지자체와 협조하여 디자 | 

인 도시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匚卜. 이를 통 

해 비단 지방의 도시환경 개선 뿐만이 아 

니라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관광산업을 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KIDP는 여기서멈추지 않고 각 지방마 j 

다 지역색을 드러내는 CI나 캐릭터 등의 । 
문화 상품 개발을 돕고 각종 환경 디자인을 ! 

비롯한 테마파크, 테마거리, 문화마을 조 

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2월 5일（목）에는 부천시와 디자 

인 도시화 사업을 위한 업무협조 약정을 

체결했다. 지방화 시대에 지방 행정에 디 

자인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보다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경관형성을 그 목적으로 한 

다. 이 약정 체결로 일반시민들로 하여금 

산업디자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고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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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斗아가 산업디자인 발전에도 한몫 하리라 

I 기대된다. 이번 부천시와의 도시화 사업 

업무협조는 KIDP가 디자인 도시화 사업 

을 시작한 이래 첫 약정체결이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무주군청의 시민수송용 순환버스 

외형디자인 의뢰에 대하여 디자인개발을 

마쳤다. 옥색 바탕으로 디자인된 이 버스 

는 무주군의 반딧불 살리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청정지역 을 순환하게 된다.

한편 소설 '홍길동 이 전남 장성군을 

배경으로 나온 것에 착안하여 전남 장성군 

과 홍길동 캐릭터 개발에 나섰다. 만화 주 

인공인 홍길동이 해당 지역의 문화상품으 

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장성군 

이미지 상징물로 만들 전략이다. KIDP는 

1월 5일부터 2월 27일까지 54일간을 연 

구기간으로 잡고, 본격적인 작업을 진행 

했匚上 연구진행은 1 • 캐릭터 컨셉 설정, 2. 

홍길동 로고타입 디자인, 3. 홍길동 캐릭 

터 기본형 개발, 4. 캐릭터 베이직시스템 

개발, 5•엠블렘 개발, 6•캐릭터 응용동작 

개발, 7. 종합매뉴얼 제작 순으로 진행되 

었다.

문의:지역발전지원팀

Tel. 02-708-2062〜6

Fax. 02-765-9679

KIDP, 태극기 시각적 이미지 

통합개발착수

KIDP는 총무처와 협의하여 국가 숙원 

사업의 하나인 태극기 응용 시각적 이미지 

통합개발에 들어갈 방침이다. 헌법제정 

50년, 정부수립 50년을 맞아 정부에서는 

태극기 등의 국가상징 선양사업을 비롯한 

갖가지 기념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이에 

KIDP는 태극기의 시각적 이미지 통합개 

발을 제안하였고, 2월 17일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공익사업으로 추진하게 될 태극기 시 

각적 이미지 통합개발은 태극기를 통한 국 

가 이미지 부각과 국민들의 자긍심 고취, 

그리고 태극기 문양을 상품개발에 응용하 

여 문화상품으로서의 자리매김을 그 목적 

으로 한다.

지난 2월 17일（화） 오후 2시 KIDP 3 
층 중회의실에서열린 '1 차 자문위원회회 

의 에서는 태극기의 대중화, 국제화, 상품 

화를 위한 각종 활용방안에 대해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고 시각적 이미지 통 

합개발 추진방법을 보다 세부적으로 논의 

했다.

문의: KIDP 지역발전지원팀

Tel. 02-708-2062〜6

Fax. 02-765-9679

법제팀 신설

KIDP는 산업디자인의 정책적인 발전 

을 도모하기 위해 법제팀을 구성하였다. I 

법제팀은 정책적으로 산업디자인이 발전 

할 수았도록 기존의산업디자인진흥법을 I 

보다 공고히 하고 잘못된 사항의 개정을 । 

촉진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 법제팀은 산 । 

업디자인 진흥 관련법은 물론 KIDP 지도 । 

업체들의 편의를 위한 특허제도 개선을 위） 

해서도 힘쓸 예정이다. 이번 법제팀 신설 

로 산업디자인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발 

전하기를 기대한다.

I
문의:!이DP 법제팀

Tel. 02-708-2016/2158

Fax. 02-3673-1355

홈페이지（http：\\www.kidp.or.kr） 
서비스 확충

KIDP 홈페이지가 98년 2월로 산업디 ' 

자인 정보화 1 차 사업을 완료하고 서비스 I 

를 확충했다.

국내에서 보기 드문 최대 이미지 뱅크 

로서의 KIDP 홈페이지는 5천 장면을 수록 

하고 있어, 각종 전람회를 비롯한 GD, SD 
상품들을 컴퓨터 화면을 통해 한눈에 볼 

수 있다. 또한 20이 년 완공예정인 디자인 

센터 조감도를 동영상으로 볼 수 있고 국 

내외 디자이너 2000명의 인명자료를 비 

롯한 KIDP 자료실 내 도서목록을 조회할 

수 있다. 해외 디자인 정보를 희망하는 사 

람들을 위해 외국 우수디자인 선정제도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여 관련 사이트로 곧장 | 

들어갈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문의: KIDP 정보화추진팀

Tel. 02-708-2086-8

Fax. 02-762-6255

Designer s Club 개설

각 분야의 디자이너들이 한자리에 모 

여 친목도모와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장 

이 마련된다. KIDP는 진흥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IMF 한파에 고용조정으로 

실직한 디자이너들을 활용하기 위해 

KIDP 별관 자료실 내에 Designer s 

Club을 개설하였다. Designer s Club 
은 디자이너들로 하여금 새로운 디자인 개 

발을 유도하여 그 자료를 모아 기업에 소 

개하여 상품화까지 갈 수 있도록 디자이너 

와 기업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

운의: 02-708-2001/2201

포장재질검토 후 제품을 출시하는 등 기술 

적 차원에서 경제적 절감효과를 꾀할 예정 

이다.

문의: 加P 시각지도팀

Tel. 02-708-2101

Fax.. 02-765-9676

KIDP 조직 내 경영혁신 돌입

KIDP는 진흥원의 경영체질을 질적, 구 

조적으로 혁신한다는 차원에서 경영혁신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급변하는 사회분위 

기에 발맞추어 합리적인 경영구조를 갖추 

고 디자인 장기발전 전략의 효율적 수행을 

구성 목적으로 한다. 경영혁신위원회는 

Task Force, 사무혁신분과회, 정보화추 

진분과회, 조직문화분과회, 표준화분과회 , 

전략기획분과회의 6개 분과회로 나뉜다.

과대 포장을 줄여 경제를 살리자!

KIDP는 과대포장이 제조가격을 인상 

시켜 국가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과대포장을 줄일 수 있는 특별제안' 을 내 

놓았다. 주요 포장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 

고 있어 엄청난 환차액이 고스란히 제품가 

격에 반영돼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 

에 주목하고 마케팅, 기술적 차원에서 다 

음과 같이 과대포장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을제시하였다.

불황으로 인해 바뀐 구매패턴에 맞는 

틈새시장 제품을 만든다. 자재공급을 일원 

화하고 주력상품군을 설정하여 집중 지원 

한다. 포장구성을 멀티포장으로하여 소재 

와 인쇄도수를 낮춰 그 차익을 소비자에게 

돌린다. 포장의 시각디자인을 강화하여 인 

쇄도수를 줄임으로써 포장디자인의 단가 

를 내린다. 포장디자인 지원 상담실을 운 

영하여 디자인 마케팅 전문가를 둔다.

이 밖에 포장기술 무료상담실을 운영 

하고, 포장의 공간비율이나 물류시스템,

/기 

电

KIDP 전시관대관안내 咛

대상: 산업디자인 및 각종 관련 분야 전시회,

졸업작품전,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등

위치 : 대학로 입구 KIDP 전시관2・3층 i

규모 : 60평〜660평

대관료 : 1 일 평당 4,000원（부가세 별도） I
계약금 :각종사용료의 40% '

문의 : 한국산업디자인 진흥원 （KIDP）

관리지원팀

Tel. 02-708-2167/2034 ,

Fax. 02-745-5519

디자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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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 영 한국산업디자인진홍원 홍보팀장

-一一, 한말 국채보상운동 이후 참으로 
. ] 厶 오랜만에 전 국민이 나서서 국가

I 경제를 구하자는 금모으기 운동 

을 벌였다. 외국에서 이러한 금모으기 운동 

을 높이 평가하자 내친김에 은까지 모은다 

고 한다. 그런데 부유층이 이러한 애국적인 

운동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언론에서도 이 같은 

비난을 더욱 부추기는 듯하다. 하지만 애국 

이 과열되어 사람들이 자칫 이성을 잃지나 

않을까 염려된다. 자본주의적 사고가 몸에 

밴 선진국사람들이 볼 때, 단지 돈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앞뒤를 가리지도 않고 무조건 

부자들을 비난하는 것을 보고 중세시대의 

마녀사냥과 같다고 하지 않을까? 제도적인 

개혁없이 일순간의 열병처럼 들끓는 여론만 

으로 경제현상의 선악을 판단한다면 앞으로 

도 우리 사회의 진정한 개혁과 거품빼기는 

요원한 것으로 생각된다.

각설하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디자인에서 

의 거품빼기를 생각해 보자. 아무래도 디자 

인에서 눈에 띄는 첫번째 거품은 무분별한 

영어의 남용이다. 우리 디자인을 설명하는 

데 너무나 많은 영어 단어가 동원되어 나중 

에는 스스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 

르는 경우가 많다. 개념이 복잡하거나 학문 

적인 정의와 설명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너 

무나 평범한 내용까지 무분별하게 영어를 

사용하기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 

는 디자이너와 경영자 사이를 소원하게 하 

고 나아가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의 의사소 

통도어렵게 만드는 언어의 장벽이다.

디자인을 설명하는 몇 줄 안되는 문장 안 

에 얼마나 많은 영어가 들어 있는지 시중에 

서 쉽게 접하는사례를 살펴보자.

사례 1〉…Simple & Ro나nd Body의 현대적 감각을 살려 Slant Nose Style을 강조한 새롭고 고 

급스러운 이미지를 창출한다

사례 2〉…내수와 일본 수출도 할 수 있는 고급 Wide TV로서 Nat니ral하며 Standard한 이미지를 

형상화, Sq니are Type으로 Wide TV의 고급스러움을 나타냈으며 …

사례 3〉…날렵한 느낌의 알루미늄 휠 등이 적용된 모델로서 리어 스포일러, 루프 캐리어, 사이드 실 

몰딩 등이 적용되는 Venture Leisure Pack과 함께 스포티한 감각이 일품…

〈사례 1〉과〈사례 2＞는 97년 우수산업디 

자인상품전의 도록에 실린 S와 A상품의 디 

자인 특징을 설명한 글이고.〈사례 3〉은 모 

자동차사의 홍보용 카탈로그에 나오는 문장 

이다.

인류가 사용하는언어에는우리말의 '파 

르스름 , '푸르죽죽 , 물찬 제비 처럼 애매 

한 개념의 말이 많다. 영어도 그렇다. 단어가 

속한 문장에 따라 그 뜻이 달라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 아이는 참 예쁜 소녀다 라는 누 

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을 쉬沁는 베리프 

리티爪必한 걸GW이다 라고 표현한다면 좀 

도가지나치지 않은가.

디자인계의 영어인플레는 심각한 지경이 

다. 영어가 타향에 와서 고생한다고 밖에는 

달리 말하기 어렵다. 결국 이것은 우리 나라 

기업으로 하여금 우수하고 창의적인 국내 

디자이너를 외면하고 비싼 값에 외국인들에 

게 디자인 용역을 주게 만드는 먼 원인일지 

도 모른다. 그리고 국내 기업으로부터 용역 

을 받은 외국전문회사는 다시 하청업체 역 

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우리 국내 전문회사 

를 찾아 재용역을 주는 악순환을 되풀이하 

고 있다. 무국적, 무주체, 무책임한 언어표현 

이 쌓이고 쌓여 결국 우리의 사고와 행동까 

지 제약하고 디자인산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외국인들은우리가우리말로 우리 디자인 

을 설명하는 것을 오히려 바라고 있다. 한국 

을 찾는 외국의 디자이너들이 던지는 공통의 

질문이 무엇인가. 그들은 한결같이 너희 고 

유의 디자인과 디자인 컨셉이 무엇이냐?' 고 

묻는다.

IMF 시대를 맞아 디자인도 구조조정을 

할 좋은 기회를 맞았다. 이제는 아름다운 우 

리말로 우리 디자인을 설명하자. 우리의 언 

어는 근본적으로 사회적 약속이고, 이 사회 

의 평화와 질서는 상대방의 의견에 대한 정 

확한 이해로부터 구축되기 시작한다.

이젠 디자인에서 영어의 거품을 빼자!

industrial design/march•apri1/1998 디자인계의 영어 홍수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십시오. DIGITAL

UNIX와 Windows NT를 동시에 지원하는 디지탈

퍼스널 워크스테이션 au 시리즈! 지금은UNIX를

필요로 하지만 가까운 미래에 Windows NT로

Windows NT마지 지원하는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Windows NT용

하드웨어를 따로 구입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UNIX 워 m 스미이선은 없을까?

디지탈 퍼스널 워크스테이션 au 시리즈

프로세서

Alpha 21164 - 433MHz, 500MHz.

600MHz

디지탈 퍼스널 워크스테이션

au시리즈를 UNIX로 사용하시

다가 필요한 시기에 Windows

NT를설치만하면 되기 때문이죠.

알파칩이 제공하는 500MHz의

TM

슬롯

5PCK2 64bit PQ, 3 PO/ISA)

그래픽

DIGITAL PowerStorm 3。Graphic

최대 메모리

1.5GBECCSDRAM(2MB cache)

세계 유일의 RISC 퍼스널 워크

스테이션-저렴한 가격, 유지비용

절감, 투자비용 절감으로 어떤

워크스테이션과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디 지탈 퍼스널 워크스테이션에 대한 제품문의는

전화 3771-2738 또는 3771-2899로
연락 바랍니다. 디지탈, 어떤 컴퓨터

환경에서도

최고 속도로 당신을 감동시킬

Whatever it takes.巾

한국디지탈 이퀴프먼트 주식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3 보람증권빌딩 11〜14층 (우) 150-010
대표전화: 3771-27기 또는 080~761<161 FAX： 3771-2765
제품문의 : 3771-2899,2738 한국디지탈 인터넷 (http:ZA.vww.digi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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