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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제관련 언론 보도를접하면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은 듯 추위가 더욱 매섭게 느껴진다. 불황 탓으로 움추리던 때와는 전혀 다른 

냉기가 나라 곳곳을 메우고 있다. 내노라 하던 대기업들이 하나 둘 쓰러져 가고, 심지어 다른 기업은 다 망해도 살아남을 것 같던 금융기관들도 맥없이 휘청거린다. 

기업들은 모두 하나같이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봉급을 동결하고, 예산을 줄이고, 소비를 줄이는앉은뱅이 선진국에서 우리는 새 

해를 맞고 있다.불황일 때는 디자인도 사치인가?

익히 알고 있는 일이지만, 불황일 때 기업들이 가장 먼저 줄이는 예산은광고비와 접대비다•오늘날은 '디자인 시대라고 입이 닳

도록 외치던 이들 마저도 새로운 디자인 개발이나 홍보활동을 접대비와 동일선상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디자인요? 요즘 세상엔 너무 사치스럽잖아요? 그냥 심플하게 만듭시다” , "이건 인쇄만 하면 돼요. 남들이 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이다. 

심 플한 것 은 匚I 入卜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풍토,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다니는 첨단,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나라의 문화의식이 이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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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우현/

홍익대 광고멀티미디어 디자인과 강사, 

그래픽 디자이너

번듯한 자원 하나 없는 여건에서 디자인이야말로 국제 경쟁력을 키울 유일한 대안이라는 논리는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제 

품이나 브랜드 이미지가 좋아야 상품도 잘 팔리고, 디자인은 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하는미래지향형 투자라는말 

도 설득력이 없다. 대다수의 기업들이 당장 생존의 문제에 봉착해 있기 때문이匚卜. 그들에게 있어서 디자인은 '사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匚| 入卜인 0 | 문화라는 의식은 IMF와 협상하던 순간 사라져 버렸다. 어제까지도 흥청대던 이들이 느닷없이 허 

리띠를 졸라매고 소비를 줄이며 내일에의 투자마저 포기하고 있다

하긴 쓰러져 가는 기업에게디자인은 미 래를 위한 투자라는 것 자체가 사치스런말로 들릴 수도 있다. 

디자인료라도 줄여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 바람에 디자이너나 디자인회사들은 말 한마디 못하고 클라이언트의 처분 만 기다 

리고 있을 뿐이다. 30퍼센트 이상 줄거나 아예 사라져 버린 새해 예산이 집행되기도 전에 이미 일감들은 바닥이 나 버렸다. 생존을 

위해 값싼 덤핑행위도 마다 않는 것이 디자인 업계의 현주소다. 광고비나 디자인 개발비를불요불급한 경비 

로 취급하고 있다는 소식은 일종의 배신감마저 느끼게 한다. 언제는 디자인이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존재니까 국가전략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더니 경기가 어려워지자 人卜夭I 쑴의 일부로 전락시켜 버렸기 때문이다.

지금은 그래도 괜찮다. 뭉텅이로 칼질 당한 새해 예산 집행이 시작될 3월쯤이면 다른 직종으로 전업하거나 일자리를 잃은 디자이너 

들이 늘어날 것이다. 남아있는 몇 안되는 프로젝트는 또다시 덤핑의 회오리 바람에 휘말릴 것이다. 그렇게 2000년을 맞이한다면, 

디자인 분야의 축제로서 세계의 디자이너들이 몰려오는ICOGRADA나 ICSID 행사는누가누구를 

위해 어떻게 치를 것인가?

ICOGRADA와 ICSID 행사가열리는 2000년이나2。이년을거치면서 우리 나라의 디자인 분야는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세계시장으로 합류하지 않으면 안되게 될 것이다. IMF와의 새로운 관계설정으로 그 징조는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

해외자본이 밀려 들어오고 무너진 기업들의 대통합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들이 반드시 한국의 디자이너에게 모든 것을 의뢰하리 

란 보장이 없다. 합법적으로 그들은 한국의 디자인을 외면하게 될 것이고, 어렵사리 일궈온 우리의 디자인 문화는 침체의 늪에 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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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야 한다. 타율에 의한 국제화 시대에 우리의 디자인 문화를 이어나갈 방법은 무엇인가? 정부나 디자인 진흥기관에 기대하는 정책 

적인 측면과 디자이너들이 할 수 있는 자구책을 정리해 본다.

먼저 정책 측면에서는 첫째, 전략 차원에서 기존디자인 진응방식 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디자인 단체 

나 업체들에 대한 공정한 지원도 필요하나 자칫하면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그러므로 디자인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 

기 위해서는 산업 현장의 우수 디자인업체를 분야별로 선정, 집중 지원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하여야 한다.

둘째, 匚I入卜인의 창의성을 높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정부나 정부투자기관의 각종 업무는 감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최저 입찰방식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과당경쟁과 질적저하를 초래하는 지름길이다. 따라서 공인디 

자인회사들로 하여금 조합을 결성케 하거나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게 하여 업계의 안정을 

기하고 디자인의 수준향상을 꾀해야 할 것이다.

셋째, 匚|入卜인 드리■이 브 정 책을 시도하여야 한다. 자원과 자본력이 없는 우리 나라가 21세기 세계시장에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 산업에 의지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오리지널 디자인을 수출하는 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

한편 2002년의 월드컵을 앞두고 자칫하면 디자인 산업의 모든 것을 일본에 내주게 될 수도 있으므로, 해외 디자인 수주업체에는 

일정한 보상제도로 匚| 시■인 수줄을 장려하여야 할 것이다.

디자이너들의 자구책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디자인의 질적 수준 유지다. 시간이 없고 예산이 적다고 해서 대 

충 마무리하거나 컴퓨터로 적당히 변형하는 속임수는 결국 디자이너 자신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디 자인은 수주산업 이라는 안일함 즉,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것만 매만져 주는 기능행위에서 하루 빨리 탈 

피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함으로써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확립해야 할 것이다. 이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시키는 가 

장 창의적 활동이다.

특히, 구멍가게식 경영에서 벗어나 진정한 크리에이티브 조직으로 탈바꿈하여야한다• 전문 디자인회 

사라면, 연분으로 얽힌 소수 인력과 열세한 장비로 국제화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앞으로는 전문성과 크리에이티 

비티가 조화된 조직적인 경영관리 방식을 도입하여 '개인 사무실' 차원을 벗어나 상호통합을 통해서라도 어떤 프로젝트 

라도 소화할 수 있는 막강한 팀웍으로 재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 몇 가지 정책대안과 자구책을 열거했으나 어디까지나 의견에 불과하다. 그러나 만일 정책기관에서 일부라도 받아들인다면, 

IMF시대의 승부수로 디자인 드라이 브 정 책을 추천하고 싶다. 디자인 자체가 산업의 모든 것은 아니라 하더 

라도 아이 디 어 산업은 경제회생의 물꼬를 틀 매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ki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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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게：!래딕디자인 단체협익회(ICOGRADA)의 구셩과 횔동

사진제공 이 상 원 / 한성대 산업디자인학과 부교수, 。계그래픽디자인단체협의회(ICOGRADA)는 세계 각국의 그래픽디자이너들이 이룬 성과를 널리 

영국 연수중 공유하여 국제사회에서 그래픽디자인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그래픽디자이너의 사회적 지위를 제고시

키기 위한 단체이다. 그래픽디자인을 통하여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여러 가지 사회, 문화, 경 

제, 환경 문제들에 대하여 좀 더 나은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개별 디자이너들 뿐만 아니라 인접 

분야 및 관련 국제 단체, 정부, 기업, 무역 방면의 전문가들이나 관련 기구들과 함께 정보, 조사, 연 

구를 공동 작업하고 교환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

각국의 독립적인 전국 조직들의 연합체로 '97년 현재 38개국 56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그 외 

에도 6개의 관련 국제 조직이 ICOGRADA와 함께하고 있다. 그래픽디자인의 이론과 실제 및 커뮤 

니케이션을 통한 국제 무역 및 문화, 사회 등 여러 방면에서 전세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살아갈 수 있 

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一七"「丁!

口|丁|

1. 제17회 COGRADA총회('97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

2. 제히 COGRADA총회('64 스위스 취리히)

3. 제17회 우루과이 총회에서 한국유치단

4. COGRADA 25주년 기념엽서

5. 제17회 0OGRADA 총회 개최지 우루과이 Conrad 호텔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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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GRADA의 구성과 활동

1. ICOGRADA 사무국

• Ms. Mary V. Mullin, Secretary General 

PO BOX 398 London W11 4UG, England 

Tel. +44 171 371 603 8494

Fax. +44 171 371 6040

E-mail : 106065.2235@compuserve.com

2. ICOGRADA 보드 멤버서997~1999）

• 회장 Guy-A. Schockaert（벨기에）

• 전회장 Jos省 Korn B「uzzone（칠레）

• 차기회장 David Grossman（이스라엘）

• 사무국장 Mary V. Mullin（영국）

• 회계 Guy-A. Schockaert & David Grossman

• 부회장 Sang-Soo Ahn（한국）

J니ia Chi니（일본）

Zdenka Burianova（슬로바키아）

Sadik Karamustafa（터키）

• 보드멤버 Anders S니neson（스웨덴）

3. 총회 및 대회

격년제로 총회 및 대회를 개최하여 회원국간의 공통관심사를 토의•결정하고, 6년에 한 번 

씩 ICSIDOnternational Council of Societies of Industrial Design : 국제산업디자인 

단체협의회）, IFKInternational Federation of Interior Architects/lnterior Designers 

: 국제 실내디자이너 연맹）와 총회 및 대회를 공동개최하고 있으며 범세계적인 디자인계의 

모임을 통하여 상호간의 국제협력 증진 및 정보 교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icograda
iniernationai Council or GrapNc D^tgn Associations ] QQ7 macoaca hca/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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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COGRADA 재단

그래픽 디자인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전 세계적인 이해와 교육을 한걸음 진보시키기 위해 

창립하였다. 세계 각국의 디자이너들이 국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주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상호 교환하여 디자이너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재정 지 

원 및 후원 조직을 가지고 있다.

5. ICOGRADA Next Generation

전세계 ICOGRADA 회원 단체 소속의 젊은 디자이너들이, 특히 그들에게 큰 관심사가 되 

는 문제들에 대해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는 모임으로 차세대 ICOGRADA 회원의 대표들 가 

운데 그들의 독자적인 선출에 의해 뽑힌 한 사람이 ICOGRADA 이사회의 일원이 되고 회 

의와 국제협력 프로젝트들을 조직할 수 있다.

6• 국제 표준 활동

1965년 창립 이후 국제 표준에 관해 국제상공회의소(ICC) 및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긴 

밀한 관계를 맺고 활동해 왔으며, 국제표준화기구의 몇 개 기술위원회와도 일상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7•교육활동

학생 프로젝트, 정보 교환, 국제 교육 협력 등을 조직하여 활동해오고 있다. 1973년 이후 

로 그래픽디자인 분야 국제 학생 세미나가 매년 영국 런던에서 2만 5천명 이상의 학생과 

교사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되고 있다.

8•공모전

국제 디자인 공모전을 지원할 뿐 아니라 공모전을 진홍하고 조직하는 등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끓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ICSID 및 旧와 함께 모든 국제 디자인 공모전을 운영할 

규정과 지침을 마련해 가고 있다.

ICOGRADA 25주년기념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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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ICOGRADA 총회 및 대회 개최 현황
(※ 횟수는 총회 횟수임)

연도 횟수 국가 개최지 대회 주제

1963 영국 런던 창립 회의

1964 1 스위스 취리히 상업예술인인가 아니면 그래픽 디자이너인가? (Commercial Artist or Graphic Designer?)

1966 2 유고슬라비아 블레드 그래픽 디자인과 시각커뮤니케이션 기술

(Graphic Design and Visual Communication Technology)

1968 3 네덜란드 아인트호벤 변화하는 세계에 있어서 디자인의 나아가야 할 방향들

(Design Destinations in a Changing World)

1970 4 오스트리아 비엔나 총회만 개최됨

1971 오스트리아 비엔나 시각커뮤니케이션과 지식산업(The Visual Communication and the Learning Industry)

1972 5 영국 런던 총회만 개최됨

1974 6 독일 뒤셀도르프 그래픽 디자인 교육(Graphic Design Education)

1975 캐나다 에드몬튼 교육그래픽 : 그래픽 디자인을 위한 교육/교육을 위한 그래픽 디자인

(Edugraphic : Education for Graphic Design/Graphic Design for Education)

1977 7 스위스 로잔 사회교육을 위한 그래픽 디자인(Graphic Design for Social Education)

1978 미국 에반스톤 디자인 평가(Design Evaluation)

1979 8 프랑스 파리 그래픽 디자인은 사회의 반영인가 아니면 그 발전의 요소인가?

(Is Graphic Design a Reflection of Society or a Factor in its Evolution?)

1980 멕시코 구아달라하라 이코그라다라티 노아메리카 (Icogradalatinoam 아ica)

1981 9 핀란드(ICSID & IFI) 헬싱키 디자인 통합(Design Integration)

1982 나이지리아 포트 하코트 아프리카 '82(Africa 82)

1983 10 아일랜드 더블린 디자인 인터액션(Design Interation)

1985 11 프랑스 니스 일상생활에서의 그래픽디자인의 위치와 영향

(The Place and Influence of Graphic Design in Everyday Life)

1987 12 네덜란드(ICSID & IFI) 암스테르담 디자인 '87(Design 87)

1988 노르웨이 오슬로 25주년 기념 회의

1989 13 이스라엘 텔아비브 하이테크를 통한 그래픽 디자인(Graphic Design through High Technology)

일본 도쿄 범태평양 디자인(Pan Pacific Design)

1991 14 캐나다 몬트리올 지름길에서의 디자인(Design in the Fast Lane)

1993 15 영국(ICSID & IFI) 글라스고우 디자인 르네상스(Design Renaissance)

1995 16 포르투갈 리스본 바뀌는 선구자들(Shifting Frontiers)

1997 17 우루과이 푼타 델 에스테 상호교환 : 직업과 프로페셔널리즘(Int아changes ； Profession & Professionalism)

1999 18 호주 (ICSID & IFI) 시드니 '99 시드니 디자인(Sydney Design '99)

2000 한국 서울 어울림

2001 19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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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시회

학술대회 개최시 전시회도 함께 개최되며, 중요한 회의가 열릴 때도 대부분 개최된다. 이 

전시회들은 국제적이고 시사적인 주제와 특성을 갖추고 있기에 매우 중요하다. ICOGRA

DA 순회전시회도 함께 개최하고 있다.

10. 도서관과 슬라이드 컬렉션

ICOGRADA 도서관과 슬라이드 컬렉션은 모두 런던의 디자인 박물관에 소재하고 있다. 도 

서관은 연구실과 자료실을 갖추고 있으며 주 6일 동안 문을 연다. 우편질의도 받고 있으며 

누구나가 쉽게 이용가능하다.

ICOGRADA 회원단체, 공모전, 축제, 전시회 기획자, 주요 스튜디오들의 대표적인 슬라이 

드들을 소장하여 세계 각국의 디자인 현황을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11. 자료실

영국 런던 근처에 있는 리딩대학에 있으며 이 대학 도서관과 시각디자인과에서 관리하고 

있다. 자료실에는 포스터, 안내서, 일러스트레이션 등 모든 ICOGRADA 대회의 각종 자료 

와 회의의 의사록들이 보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ICOGRADA는 현재 이 자료실이 전세 

계 대학 및 학교들과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확장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12. ICOGRADA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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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97년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남미 국가 

최초로 우루과이 푼다 델 에스테에서 진행된 제17차 

ICOGRADA 총회는 세계 각국 그래픽 디자이너들의 

현재와 미래를 공유하는 뜻깊은 행사였으며, 특히 한국 

이 2000년 제19차 총회의 개최권을 획득했다는 점에 

서 각별한 의의가 있는 대회였다.

ICOGRADAdnternational Council of Graphic 

Design Association)는 그래픽 디자인의 수준 향상 

과 디자이너들의 국제적 교류를 독려함으로써 그래픽 

디자인을 통한 세계 각국의 이해와 협력의 기회를 마련 

하고자 1963년 영국 런던에서 창립된 민간 국제조직 

이다.

특히 2년에 한 번씩 다른 도시를 선정하여 개최되고 

있는 ICOGRADA 총회는 '세계 디자인 올림픽 이라 

불리울 정도로 세계 그래픽 디자인과 시각커뮤니케이 

션 분야에서 매우 권위있는 행사이다.

한국대표단의 총회 참가 준비

이번 ICOGRADA 총회를 앞두고 우리 나라는 한국산 

업디자인진흥원(KIDP : Korea Institute of Indu

strial Design Promotion)의 노장우 원장과 이순인 

본부장, 사단법인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 (VIDAK : 

Visual Information Design Association of Ko

rea) 차기회장인 김광현 한양대 교수와 사무총장인 안

ICOGRADA 본부호텔 Hotel Conrad Punta del Este

Punta del Este 시내

상수 홍익대 교수, 한국현대디자인실험작가협회(KECD : The Korean Society for Experimentation in Contemporary Design)의 백금남 성균관대 교

수 등 14인의 대표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제17차 총회 참가 준비에 돌입하였中.

무엇보다도 2000년 제19차 총회의 서울 유치를 성사시키기 위해 각 단체별로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하고 축제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다양한 준

비를 하였으며 , 그 활동의 일환으로 필자와 DC&A는 ICOGRADA 2000 SeO니' 유치 캠페인의 El (Event Identity) 작업을 수행하였匚卜.

먼저 테마는 20이년 서울 개최가 확정된 ICSID의 테마인 어울림 을 유지하였으며, 안상수 교수가 교류와 협력을 상징하는 정원(正圖)에 태극기의 건곤감리 

(乾坤監理)를 결합하여 한국을 통한 세계의 어울림을 형상화한 심벌마크를 개발하였다. 또한 포스터와 20페이지 분량의 책자, 뱃지 등의 홍보물은 필자와 

DC&A 스탭들이 집중력을 발휘해 10여 일만에 개발했다. 그 중 포스터는 한국의 음양 및 태극을 상징하는 파란 바탕에 적색 심벌을 적용하여 한국적 이미지를 

미래지향적으로 표현하였고, 소제목

제17차 우루곽이 ICOGRADA 총회

은 개최국인 남미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문 'Opening the 21st Century' 

와 서반아어 *Abriendo el Siglo 

21* 등 2개 국어로 표기하였다. 

2000년 서울 총회에 대한 한국의 개 

최의지와 유치자격 및 행사 일정, 한

I 장동 련 /DC&A 대표
국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주요 내용

으로 하고 있는 어울림 책자는 심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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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림 뱃지를 부착한 외국인들

일까지 3일 동안 주제별 특강 및 워크숍이 열 

렸으며, 24일과 25일은 정기총회를 통해 차 

기 대표임원을 선출하고 2000년 총회 개최 

지를 선정하였다.

첫째날（10월 21일 화요일）, 'Design 

Promotion 에 관한 강의에서는 국제 교역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디자인을 진흥시킨 

사례를 소개하였고, 'Designer-Business 

: The Other Point of View' 에서는 사업 

필자와 COGRADA 현 회장인 Guy-A S사eckaen（벨기에）

크를 모티브로 활용하여 한국적인 소재를 첨단 인터넷 세대의 감각으로 표

체와 디자이너가 서로를 바라보는 다른 관점 

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양측이 상대방의 

관심 분야를 이해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 

였다. 특히 '한글, 타이포그래픽의 구조 역사 

와 활용 방법 에 대한 안상수 교수의 강연은 

큰 반향을 일으켜 한글을 배우고 싶다는 참가 

자도 많았다.

둘째날（10월 22일 수요일）, 디자이너와 고 

객의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과 파트너쉽이 

양측의 우호적인 관계 형성의 출발점이라는 

주제의 'Communication-Designe「一 

Client 강연이 진행된 후 'Globaliz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of

현하였고, 뱃지의 경우에는 복장의 색상에 관계없이 멀리서도 눈에 잘 띄도 

록 노란색 바탕을 사용하였다.

이밖에도 대표단 모두가 캠페인을 위한 준비와 관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우루과이로 출발하기 전부터 한국 대표단은 우리의 테마인 어울림 을 몸소 

실천하고 있었다.

제17차 ICOGRADA 총회

서울에서 34시간이라는 긴 여정 끝에 도착한 우루과이는 1986년 GATT 

각료회의에서 선언된 우루과이 라운드로 널리 알려진 국가이며, 특히 이번 

총회 개최지이자 남미의 몬테카를로로 불리우는 푼타 델 에스테는 우루과이 

수도인 몬테비데오에서 2시간 거리에 위치한 낭만적인 리조트 도시이다. 

우루과이 ICOGRADA 총회는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대만, 일본, 타이 

완,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노르웨이, 터키,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 아르 

헨티나, 칠레, 브라질, 콜롬비아, 파라과이, 에콰도르, 멕시코 등에서 1000 

여 명이 참가함으로써 1987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총회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참가국 및 참가인원을 기록하였다.

국제교류를 강조한 'Interchange'를 메인 테마로 하여 10월 21 일부터 23

Design 에 대한 강연에서는 각국의 주요 디자인

재산권, 국제법 등 디

열렸匚卜.

는 현단계에서 어떻게 디자인의 세계화와 국

제화를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다.

셋째날（10월 23일 목요일）, 'Profession and

Professionalism' 강연에서는 디자이너의 책임

과 권리, 디자인직에 대한 인식, 국

제 디자인 단체들의 역할, 디자이

너의 국제법 활용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으며, 복제권, 지적

자이너에게 필요한 법적 지

식에 대한 'Reproduc-

tion Rights, Intellectual

Property, Copyright 강연이

업체들의 사례를 통해 시장 경제가 무너지고 있

제17차 우루과이 총회 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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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GRADA 2000 Seoul 개최를 위한 어울림 포스터

리젠테이션 영상은 김종덕 홍익대 교수가 제 

작한 것으로 동적인 타이포그래피를 통해 

어울림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한 수작이 

었다. '2000 ICOGRADA Seoul Special 

Congress 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담은 필 

자의 연설을 끝으로 모든 공식일정이 마감되 

었다.

2000년 ICOGRADA 총회 서울 유치

200이년 ICOGRADA 총회의 서울 유치는 

짧은 유치 기간에도 불구하고 KIDP 등 각 단 

체의 치밀한 계획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 

능하였다고 생각한다. 또한 한국 대표단 전원 

이 사전에 각국 대표단의 구성원을 확인하고 

대회기간 내내 모든 세미나와 워크숍에 적극 

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한국을 직•간접으로 홍 

보하였으며, 필자의 경우에도 미국, 유럽 등 

지에서 장기간 거주하였던 경험을 살려 구미 

국가 회원들과 리셉션 등을 통해 가까워질 수 

있었다. 한가지 더 기쁜 것은 필자와 DC&A 

스탭들이 제작한 포스터와 뱃지가 행사 첫날

넷째날（10월 24일 금요일）, 3일간의 강연 및 후쿠다 작품전시, 차세대 작품 

발표 등이 진행된 후 앞으로 2년 동안의 주요 사안들을 협의, 결정하기 위한 

2일간의 정기총회 일정이 시작되었다.

특히 일본 ICOGRADA 2003 Nagoya 유치 대표단과 함께 주최한 한 

일 디자인의 밤 은 25일 투표를 하루 앞둔 전야제였던만큼 200여 명의 각 

국 대표단이 초대되었으며 시종일관 축제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KIDP 

의 노장우 원장과 나고야시 부시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투표권 

이 있는 유력인사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한국 디자인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필자는 젊었을 때 배운 서반아어로 행사를 진행하였는 

데 이로 인해 남미 회원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었던 것 같아 매우 

뿌듯한 마음이었다.

마지막 날（10월 25일 토요일）, 24일부터 진행된 차기 대표임원 투표 결과 

가 발표되었는데 안상수 홍익대 교수가 차기 부회장으로 선출되어 대표단에 

게 커다란 기쁨을 안겨 주었다.

이어서 호주 1999 ICOGRADA와 남아프리카 2001 ICOGRADA 준비상 

황이 보고된 후 ICOGRADA 2000 Seo니'에 대한 발표가 시작되었다. 

VIDAK 차기 회장인 김광현 교수의 인사말이 있은 후 대금주자인 곽희정씨 

의 연주와 더불어 비디오를 통한 본격적인 프리젠테이션이 진행되었다.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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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매우 큰 호응을 얻어 한국 디자인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데 작게나마 

기여했다는 점이다.

이렇듯 여러 단체와 많은 디자이너들의 수고를 통해 유치하게 된 제19차 

ICOGRADA 총회는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2000년에 개최된다는 점에서 

그 어느 해보다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총회를 개최함으로써 그래 

픽 디자이너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그에 따른 정부의 지원도 확대될 것으 

로 기대된다. 또한 기업과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할 것이다.

앞으로 총회

여의 기간 동안 한국

를 바란다.kidp

세기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디자인

계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

는 계기로 삼아야

를 준비하는 3년

디자인의 수준이 더욱

향상되고 그래픽 디자인의

밝은 미래상이 펼쳐질 수 있기

시각디자인의 중요성을 새로이 인식하고 21

ICOGRADA 2000 Seoul 

개최를 위한 홍보용 카탈로그



ICOGRADA 부奧장에 

선줄된 안상수 교수

• 평소 한글 타이포그래피에 대해 많으 연구틀 한 갈로 

알고 있다, 짼 우루과이 총회에서 강연한 한블 타이 

포드래피의 가능限 은 어떤 내용인지 ?

한글이 갖는 우수한 문자적 속성을 강조했다. 타이포그래 

피는 시각디자인의 핵이며 , 한국 타이포그래피의 중추는 

역시 한글이다. 따라서 한글의 우수성을 그들에게 알리고 

그것이 타이포그래피 속에서의 새로운 흐름의 가능성을 

보여주려고 애썼다. 많은 분들이 동감했다.

❷ 다 델 에스테에서의 마자막 

날긴 10월 25일, 이코그라다 챠기 

호장 선거에서 4개국 6개 딘체벨 

기에 UDB, 이탈리아 AD】와 

A1AP, 印I GMK, 햔국 K】DP와 

V1DAK） 의 추천을 빋아 후보에 올 

能 홍익대 안상수 교수가 민장 

일치로 부회장에 선출되었다. 한 

국인이 국제적인 디자인 단체의 

회장단에 선출되기는 이번이 처음 

이라 국내 디자인계의 기쁨은 더 

욱 컸다 • 다음은 안상수 교수와의 

人변 인터뷰 내용이다.

• 부齊으로 선출된 소감은 ?

모두 우리 나라 디자인의 국제적 인정이라고 

생각한다. 같이 힘써 왔던 모든 디자이너들의 

힘이 모아진 덕분이匸匕

니COGRADA의 부호짜에 출마하게 된 가창 

근계기는?

오랫동안 사귀어왔던 와국 디자이너들의 설득 

이 컸다. 특히 그동안 가까이 지냈던 Guy-A 

Schockaert 현회장의 집요한 권유에 직접 

적으로 기인했匸匕

•암으로 ICOGRADAf 이끌어가기 이한 중 

점 방항이나 계흭이 있다면?

4명의 부회장이 각각 역할을 분담했는데 나는 

교육담당을 맡았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일 

부 도와주는 역할도 할 것이다. 우선 

ICOGRADA 사이버 보드 미팅의 서버를 서울 

에 설치하기로 했고, 한국이 주도적으로 세계디 

자인 교육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세겨디자인교육자대회도 기획하고 있다. 앞으 

로 I시DP의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2000년 서울 대회를 이해 어떤 주비가 이루어져야 

할까?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시각디자이너들의 컨 센서스를 모아 

야 한다. 그리고 기업 , 진흥기관이나 정부가 하나가 돠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기 위해서는 부단히 홍보하고 지금부 

터 조직위를 가동시켜 세부적인 계획을 꼼꼼히 짜야할 것 

이다. 단지 외형이 큰 행사보다는 내용이 알차고 우리에 

게 실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행사로 준비해야 한다.

•앞으로 사회에 다한 디자인의 역할은?

디자인은

우리의 어려우 경제상황에 1二 U U U
하나의 돌파구일 

디자인이 산업에 

순기능에 인식을 

특히 소프트웨어

수 있다. 

기여하는 

높여야 한다 

중심의

시각디자인에 대한 관심을

二。

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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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챙들을 가르칠 때 가창 주안점을 뜬 것으?

온고지신（溫故知新）이다. 화살을 멀리 쏘려면 활시워를 

뒤로 함멋 당기듯 역사적 사실이나 교훈에 대해 모질게 

학습시키는 편이다. 그리고 한국인의 주체성에 다해 강조 

한다 ・ki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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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게:!래픽디자인 정신익 산실니COGRADA 사무국

I 이 상 원 / 한성대 산업디자인학과 부교수, 영국 RCA 연수중 。난 '97년 12월 4일 오후 "I, 영국 런던에 있는 이코그라다（ICOGRADA : 세계그래픽디자인 

단체협의회） 사무국을 방문하여 사무국장직을 맡고 있는 메리 뮬린（Mary V. Mullin : Secretary 

General）씨를 만났다. 몇 차례의 전화 통화 끝에 어렵게 이루어진 만남의 두시간은 무척 짧고 소중 

하게 느껴졌다.

런던 RCA（Royal College of Art）에서 그리 멀지 않은 홀란드 파크 부근에 사무국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쉽게 찾아갈 수 있었다. 전날 통화에서 사무국이 비좁아 외부에서 만나면 어떻겠냐는 이야기도 있 

었으나 세계그래픽디자인의 사절단 역할을 하는 런던 사무국에 가보고 싶었다.

사무국 입구로 마중 나온 사무국장 메리 뮬린은 중년의 여성이었다. 빡빡한 스케줄을 뒤로 한 채 시간 

을 내준 그의 모습에서 이방인들이 혼히 느낄 수 있는 낯설음은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친절했다.

2000년 서울 총회에 따른 나름대로의 배려도 있었겠지만 '한국', 서울 이라는 발음을 거의 정확하 

게 할 정도로 친숙한 느낌을 주었고, 서울을 다녀온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인상으로 대화를 시작했 

다. 인터뷰 주요 질문사항을 풀기도 전에 서울 어느 한옥집의 토종 음식 맛에서, 작은 나라지만 독특 

한 멋과 매력을 느낄 수 있었고 부지런한 국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의 그래픽디자이너들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열심히 뛰는 모습은 이코그라다의 정신을 이 

미 이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이야기 도중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는 곳에서 눈에 익은 

듯한 한 장정을 보았다. 그것은 지난 10월 서울총회 유치를 위해 제작된 자료였다.

1. ICOGRADA 사무국장 메리 뮬린과 필자

2. 제2회 ICOGRADA 총회 （'66. 유고슬라비아 블레드）

3. 제5회 Q0GRADA 총회（'72. 영국 런던）

4. ICOGRADA 25주년 기념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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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ICOGRADA 총회（'68. 네덜란드 아인트호벤）

잠시후 방문 목적인 이코그라다 총회에 따른 역대 포스터와 회의 의사록, 이코그라다의 역 

할과 기능 등에 대한 자료를 부탁했지만 역대자료들은 사무국 여건상 거의 보관을 해오지 

못했고 포스터 한 장 조차 보관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와 회의 의사록 등 기타 자료들은 

개최국들이 보관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답을 듣고 다소 실망을 했다. 이코그라다가 1963 

년에 런던에서 출범하여 34년이 지났건만 디자인 문화에 대한 역대 자료들을 소중히 간직 

하고 있는 이곳 영국인들의 관심도에 견주어 볼 때 납득하기가 어려웠다. 혹시 런던에 있는 

디자인 박물관에 가면 전시된 자료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아마도 이런 정도의 자료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것이 조그만 상자 안에서 꺼낸 역대 혹백 사진자료 20여 

장（1964년, 1966 회의 장면）과 ICOGRADA Foundation 25주년 행사（1988년）때 제 

작된 도록과 기타 자료가 전부였다. 이제부터라도 홑어져 있는 역대자료들을 모아야겠다는 

그의 이야기가 생소하게 들릴 뿐이었다.

혹시라도 소중한 자료들이 디자인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다음 기회 

를 갖기로 했다. 하지만 화면 자료들은 볼 수 없더라도 그가 지난 1987년부터 10여 년간 

사무국장직을 맡아온터라 대신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이야기 하는 것이 어찌보면 이코그 

라다에 대한 산증거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은 인터뷰를 통해 들은 내용과 자료들 

을 참조로 정리해 본 것이다.

현재 세계 각국의 ICOGRADA의 회원 가입수는 38개국의 56개 협회와 단체들이 가입되 

어 활동하고 있으며, 비정치적이고 비정부적인 형태로 세계 각국 디자이너들의 공동의 이 

익을 위해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ICOGRADA는 초창기（1963년〜）부터 세계 각 

국 남녀 디자이너들이 헌신적이고 자의적인 노력으로 출발하였으며 실체는 없지만 오늘날 

활발하게 성장해 가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힘의 주요 원천이며 ICOGRADA의 정신이라는 

점에서 그는 협회의 순수성을 강조하였다.

비록 좁은 공간의 ICOGRADA 사무국이지만 그의 책상 위에 수북히 쌓인 세계 각국에서 

보내온 팩스 내용들이 그래픽 디자인계의 미래 설계를 위한 몸부림처럼 느껴졌다. 작은 공 

간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지만 디자인 사절단인 ICOGRADA의 미래에 대한 바램은 과연 

무엇일까 궁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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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ICOGRADA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요약한 것으로 1997〜'99년까지 의장직을 맡 

게 된 기이 쇼카트（Guy-A. Schockaert : 벨기에）의 ICOGRADA 장래 지침서를 인용한 

것이다.

제9회 ICOGRADA 총회（'81. 핀란드 헬싱키）

이고口라다의 미레지침（변화의 바람니COGRADA）

• 우리 모두는 같은 선 상에서 출항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 사절단은 미래 

를 준비하는 전문적인 단체로 제고될 것이며 그래픽디자이너로서의 활동범위가 확대되 

거나 다가오는 천년의 도전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 

니다.

• 우리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열정과 헌신을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장래의 지침과 프로젝트를 여러분에게 기억되게 하고 싶습니다.

• 우리는 나아가고 싶고, 우리의 전문적인 것과 사회적인 역할에 관해 말하고 싶습니다.

• 우리는 교육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싶습니다.

• 우리는 우리의 시각을 넓히고 싶습니다.

• 우리는 서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 우리는 그들 대신에 우리 라고 말하는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 솔직하게 마음을 열고 자신을 가집시다.

• 하나의 조직에 의지하는 것 대신에 무엇인가 이룩합시다.

• 우리는 멀리 저편의 모든 나눔에 관해 함께 이야기하고 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 우리 공동의 미래는 모험입니다.

ICOGRADA의 취지

다음은 다가오는 해에 대한 ICOGRADA의 취지이다. 그것은 전문적인 것을 재편성하고 그 

래픽디자이너로서의 우리의 공동 운명에 개인을 연계시키는 것을 지지하며 도우리라고 예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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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문적인 행동주의자

!고 & 24 FEBRUARY 1998

逐51GM TECHNOLOGY 
*^D THE GLOBAL BRAI시

제24회 ICOGRADA 런던 세미나 개최 팜플렛('98223〜2.24)

사회 가족의 일원으로 공동 사업 등에 관한 파트너 쉽을 기르기 위해, 공동의 모험과 미래 

의 기회를 탐구하기 위해 비회원 그래픽디자이너의 편에 서서 ICOGRADA의 프로 정신을 

기르자.

2. 부가가치 활용

비즈니스 세계와 그래픽디자이너를 연계시키자. 전문협회들과의 다양한 교류를 위해 그래 

픽디자인의 가치를 인지시키고 디자인 센터와 화합의 연계 역할을 강조하자.

3. 교육투자

전문적인 기준을 감안하여 우리의 학생들과 교사, 고객들을 강도 높게 훈련시키고 교육하 

자. 이러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우리의 전문성을 높이자.

4. 글로벌 사고

세계의 문화를 열자. 세계적 수준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준비하고 아이디어와 경험들을 

교환하고 나누자. 창의적인 기회에 대해 문화적 차이점을 이용하고 환경보호와 같은 동시 

대의 출현 가치들에 대해 민감해지자.

5. 시각세계의 재경험

전자미디어의 가세로 인한 시각 커뮤니케이션을 재정립하자. 비라틴계에게 시각문화를 열 

고 새로운 기술탐구에 의한 전문적인 영역을 확대하자.

6. 전문적인 숙련의 반영

디자이너의 사절단에 관해 생각해 보자. 아이디어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기법들과 

대화를 나누며 고정관념을 탈피한 전문적인 실천을 고려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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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GRADA 회원（홍 38개국 56개 협회 및 단체） + Full Member 〜Associate Member Provisional Member

QOGRADA25주년 기념 엽서

아르헨티나

+Asociacion de Disenadores Graficos de

Buenos Aires

ADG

B 니 enos Aires

오스트레일리아

+Australian Graphic Design Association

AGDA

NSW

오스트레일리아

+ Design Institute of Australia

DIA

Victoria

오스트리아

+ Design Austria

DIA

Vienna

벨기에

+ Union des Designers en Belgique

UDB

Brussels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The Association of Applied Arts of

Bosnia and Herzegovina

ULUPUBIH

Sarajevo

브라질

+Associacio dos Designers Graficos

ADG

Sao Paulo SP

브라질

-Centro da Ind니strias do Estado de Sao

Pa 니。

FIESP/CIESP

Sao Pa니o SP

캐나다

+Society of Graphic Designers of Canada 

GDC

Manitoba

캐나다

+Societe des Designers Graphiques du

Quebec Inc.

SDGQ

Quebec G1L 2v1

칠레

+Colegio de Disenadores Profesionales de 

Chile

CDP/AG

Santiago

크로아티아

+Croatian Designers Association

HDD

Zagreb

크로아티아

+ Hrvastsko Udruzenje Likovnih Urnjetnika 

Primjenjenih Umjetnosti

ULUPUH

Zagreb

쿠바

+Comite PROGRAFICA cubana 

PROGRAFICA

Habana

체코

〜Design Centrum of the Czech Rep니blic 

DCCR

Brno

체코

+ Union of Visual Artists of the Czech

Republic

UVU CR

Brno

덴마크

〜Danish Design Centre

DDC

Copenhagen

덴마크

+Association of Danish Designers

ADD

Copenhagen K

에스토니아

+ Estonian Graphic Designers Union

EG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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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GRADA 회원（홍 38개국 56개 협회 및 단체） + Full Member Associate Member Provisional Member

/一"—
COGRADA25주년 기념 엽서

IOOGRADA25주년 기념 엽서

Tallinn

핀란드

+ Grafiary

Finnish Association of Graphic Design

Helsinki

프랑스

-Centre de Creation Industrielle

CCI

Paris

프랑스

+Syndicat National des Graphistes

SNG

Paris

독일

-Rat fur Formgebung

RFF

Frankfurt, Main

영국

+Society of Typographic Designers

STD

Gloucestershire

영국

〜Design Council

London

헝가리

+Association of Hungarian Fine Artists 

MKISZ

Budapest

아이슬랜드

+Association of Icelandic Graphic

Designers

FIT

Reykjavic

아일랜드

+ Institute of Designers in Ireland

IDI

Dublin

이스라엘

+Graphic Designers Association of Israel

GDAI

Tel Aviv

이탈리아

+Associazione Italiana P「ogetta기one per la 

Comunicazione Visiva

AIAP

Milano

이탈리아

+Associazione Disegno Industriale

ADI

Milano

이탈리아

〜Ente Gestione Mostre Commuficio

SMAU

Milano

일본

-International Design Centre Nagoya Inc.

IdcN

Nagoya

일본

+Japan Graphic Designers Association 

JAGDA

Tokyo

일본

〜Japan Design Foundation

JDF

Osaka

한국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Design 

Promotion

KIDP

Seoul

한국

+ Korean Society for Experimentation 

Contemporary Design

KECD

Seo 니

한국

+Visual Information Design Association of 

Korea

VIDAK

Se 이」I

2O—K二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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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GRADA 회粗홍 38개국 56개 협회 및 단치） + Full Member Associate Member Provisional Member

IOOGRADA25주년 기념 엽서

XXV
COGRADA25주년 기념 엽서

QOGRADA25주년 기념 엽서

멕시코

+Colegio de Disenadores Industriales 

Graficos de Mexico AC

CO 미 GRAM

멕시코

〜Trama Visual AC

TV

네덜란드

+ Boreopsvereninging Nederlandse

Ontwerpers

bNO

Amsterdam

노르웨이

+GRAFILL

Oslo

노르웨이

-Norwegian Design Council

NDC

Oslo

러시아

+Academy of Graphic Design

AGD

Moscow

슬로베니아

+ Designers Society of Slovenia

DOS

Ljubljana

슬로바키아

〜Slovenske Design Centrum

SDC

Bratislava

남아프리카 공화국

+Society of Designers South Africa 

SDSA

스페인

+Graphic Designers, Art Directors and art 

Illustrator's Illustration

ADGFAD

Barcelona

스페인

+Asociacion de Disenadors Profesionales

ADP

Barcelona

스페인

+Asociacion Espan이a de Profesionales

del Diseno

AEPD

Madrid

스웨덴

+Foreningen Svenska Tecknare

ST

Stockholm

스위스

+Swiss Graphic Designers

SGD

Zurich

대만

〜China External trade Development

Council

CETRA

Taiwan

터키

+Turkish Society of Graphic Designers

GMK

Istanbul

우루과이

+Asociacion de Disenadores Graficos

Profesionales del Uruguay

ADG

짐바브웨

+Graphics Association of Zimbabwe

GRAZI

Har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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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이상은 새로운 세기 준비를 위한 ICOGRADA의 미래 희망이며 마음가짐이다. 비록 짧은 

I 시간이었지만 사무국 방문의 기회를 가진 필자는 사무국장과 과거 30여 년 전의 회의 사진 

I （흑백）들을 살펴보면서 당시의 주인공들은 역사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때의 디자인 흐름을 

[ 다소나마 감지할 수 있었다.

| 3년 후 서울에서 열리게 될 그래픽 디자인계의 올림픽인 ICOGRADA대회를 과연 어떻게 

I 치를 것인가가 우리 디자이너들의 커다란 과제인 것이다. 다변화 속에 확장되어가는 미래

사회의 시각문화를 열 키워드를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힘을 모아 찾아야 할 것이다. 아직도 

문화국민 소리를 듣기엔 어색한 풍토에서 범 국가적인 차원의 역량을 모음은 물론 정보화 

시대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크리에이티비티를 발전시켜 나아가야겠다.

오후 4시가 넘어 어둑어둑 해질 쯤 사무국을 나서면서 필자는 사뭇 먼훗날을 생각하게 되 

었다. 이 다음에 어느 이방인이 다시 이곳 사무국을 방문하게 될 때 한국에서의 총회 자료 

들이 잘 정리되어 후세 디자이너들의 관심거리로 기억될 수 있도록 누군가의 노력이 필요 

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ki%

ICOGRADA 사무국 한쪽에 마련된 각국의 총회 개최 팜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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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匚| 자 인

"도 ¥1 원

会】I 위 족

한국산업 디자인진흥원（ KIDP） 

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사업에 참여 할 

수준높은 크리에이터를 찾습니匚卜.

1•분 야

- 제품디자인,환경디자인, 텍스타일디자인

- 포장디자인,카다로그디자인,CI,BI
- 홈페이지디자인,캐릭터디자인

2. 자 격

- 해당실무경력 5년 이상인자로서
- 공인산업디자인 전문회사에 속해

있는 등록디자이너

- 대학교수 및 강사

- VIDAK.KPDA 회원

3. 인 원 : 00명
4. 신청기한 : 98.1.20 까지

5. 신청서류

- 지도위원 신청서（KIDP문의）
- 이력서

- 경력증명서

- 포트폴리오（A4 5매〜10매）

6. 접수 및 문의처

한국산업 디자인진홍원 지도본부

서을시 종로구 연건동 128-8
우편번호 110-460
TEL ： 02-708-2102〜2106（제품）

02-708-2111 〜2115（시각）

FAX ： 02-765-9676,744-82 76

kidp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DESIGN PROMOTION



사。“匚 I자。I세日 서 FI고모 다서자 바표 
j 口 j j 总 0 o j—I n ■工工

匚I자인계의 숙원사업인 '산업디자인센터 건립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월 15일, 센터의 설계공모 당 

선작이 발표되었다.

KIDP 센터건설사업본부는 10월에 시작된 설계공모를 12월 10일 마감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결정에 따 

라 12월 15일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의 안을 당선작으로 발표하고 시상했다. 희림종합건축은 당선결과에 따라 산업 

디자인센터 설계권을 부여받았다.

심사위원회는 당선작 외에도 （주）우일종합건축사사무소와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가 함께 설계한 안을 우수작에, （주） 

정림 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와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설계 안을 각각 입선작으로 결정하고 상패와 상금을 전달했다.

산업디자인센터는 오는 2000년말 완공을 목표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4번지 3천여평 부지에 연건평 9천평,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최첨단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세워질 예정이다.

센터에는 KIDP뿐 아니라 디자인 관련 각종 시설과 사무실이 들어서 명실상부한 우리 나리 디자인의 메카로 떠오를 전망 

이다. 계획된 시설들을 보면 디자인 전시관, 박물관, 이벤트홀, 상설 홍보관 등은 물론이고 디자인 교육•연수시설, 기초연 

구시설（신기술연구시험실）, 디자인정보센터 및 정보자료관, 디자인 개발지원용품의 홍보와 판매를 위한 디자인마트 등도 

있다. 또한 디자인 전문회사, 관련단체 사무소, 민간연구소, 창업보육시설의 입주도 계획되어 있다.

더구나 산업디자인센터가 2001년 서울에서 개최될 국제산업디자인단체협의회 （ICSID） 총회 및 대회시 주요 개최장소로 

도 활용될 예정임을 감안한다면, 분당에 세워질 센터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 디자인계에도 널리 알려질 디자인 명소로 부 

상하리라 기대된다. ki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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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설게개요

•사업명: 산업디자인센터 신축공사

• 사업개요

— 대지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4번지

- 대지면적 : 10,758•叫似3,238.5°평）

- 지역지구 : 도시설계지역, 중심상업지역, 

업무지구 주차장 정비지구

- 도로현황 : 25M 도로, 20M 도로，15M 도로

一용 도 : 전시시설 및 업무시설



I 건축개요

•건축면적 6,971"竹2（2,10窕）

• 연 면 적 78,334.°°m2（23,6968）

• 건 폐 율 64.8°%（법정 : 90% 이하）

•용 적 률 403.04%（법정 : 250% 이상, 1,500% 이하）

• 충 수 지하 3층, 지상 8층

• 최고높이 49.°°m

• 조경 면적 1,786.26m2 （법정 : 1,605.87m2）

• 공개공지 1,134.%气법정 856.埠4）

.구 조철근철골콘크리트조

운송 설비

- 승용승강기 : 6대 （24인승

- 비상용 승강기 : 4대 （24인승

— 화물용 리프트 : 1 대 전시장, 이벤트홀 운반용）

- 에스컬레이터 : 지하 3층〜지상 8층

• 주차 대수 751대（법정 :73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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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훙별면적

층별
1 단계 2 단계 최종

용도
m2 평 m2 평 m2 평

지하 3층 8,800 2,662 — — 8,800 2,662 전기 •기계실, 주차장, 중앙감시실

지하 2층 9,309 2,816 — — 9,309 2,816 주차장

지하 1층 6,440 1,948 3,051 923 9,491 2,871 전시관, 박물관, 이벤트홀

지하 중1층 4,473 1,353 2,787 843 7,260 2,196 대중음식점, 다용도식당

소계 29,022 8,779 5,838 1,766 34,860 10,545

지상 1층 2,922 884 1,309 396 4,231 1,280 상설홍보관, 디자인마트

지상 2층 3,187 964 3,706 1,121 6,893 1,985 청소년문화공간, 이벤트홀

지상 3층 1,825 552 3,071 929 4,896 1,481 정보자료관 , 디자인 정보센터

지상 4층 2,602 787 3,041 920 5,643 1,707 기초연구시험 실 , 창업보육시설

지상 5층 2,506 758 3,041 920 5,547 1,678 입주업체사무실, 회의실

지상 6층 2,565 776 2,767 837 5,332 1,613 관련단체사무실, 회의실, 연수원

지상 7층 2,522 763 2,850 862 5,372 1,625 한국산업 디자인진흥원 , 회의실

지상 8층 2,704 818 2,856 864 5,560 1,682 국제회의장, 스카이라운지

소계 20,833 6,302 22,641 6,849 43,474 13,051

총계 49,855 15,081 28,479 8,615 78,334 23,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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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chard Buchanan /

미국 카네기 엘론대학 디자인대학 학과장

j JI 계적인 디자인 석학이자 미국의 디자인 명문교인 카네기 멜론대학(Carnegie Mellon University) 디자인 

// 학장으로 재직 중인 리처드 부케넌 (Richard Buchanan) 박사가 KIDP초청으로 11월 2일 방한했다.

인터액션디자인과 디자인 교육 분야에 있어 특히 유명한 부케넌 박사는 71월 7일(금)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LG전자에 

서 디자인 진단(컨설팅)을, 국제산업디자인대학원(IDAS)에서 특강과 토의, 컨설팅 작업 등을 했다.

특히 IDAS에서는 5일과 6일, 이틀 동안 학생 및 교직원들과 시간을 갖고 카네기 멜론대의 디자인 교육현황과 방법, 학 

생들의 작품 및 이상을 소개하는 한편 2천년대의 미국 디자인 에 대한 특강도 실시했다 그는 학생들과의 개별토론 시 

간도 갖고 한국 디자인 연구-미개척 영역과 기회 라는 주제의 그룹토의도 주관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냈다

School of Design

Carnegie M이Ion University

Margaret Morrison 110 Pittsburgh, PA 

15213-3890 U.S.A.

Tel. 412 268 2828

Fax. 412 268 3088

E-mail: buchanan+@ andrew.cmu.edu

인터액션디자인 (Interaction Design) 의 도래

• 한국의 디자인에 괸한 종합적인 느낌은?

오늘날 한국 문화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과 에너지에 대해 매우 놀랐다. 디자인이 한국적 사회 생활에서, 그리고 서계 각국의 경제 전 

쟁의 도전에 직면한 공동 전략의 핵심이라는 것보다 더 분명한 것은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았다.

자연에의 경의와 인간에의 존중이 한국의 전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것 같다. 이것이 현재 한국의 디자인겨에서 

부각되고 있는 새로운 조류의 주목할 만한 요소라고 생각되어진다.

미래에는 모든 나라가 비슷한 기술적 지식을 나누어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각각의 나라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인간의 필요와 

가치에 따라 기술을 적용시키는 방법의 차이로 인해 디자인 퀄리티로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한국의 디자이너들은 기술을 한국적 가치에 반영하는 독특한 방법으로 인간 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같은 

방법으로 한국인들은 옛날의 전통을 재발견하고 있고, 또한 새로운 형태의 제품에서 전통적 가치를 새롭게 표현하는 것을 발견해 나 

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인터액션디자인 (Interaction Design)'이라 부르는 새로운 영역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다. 인 

터액션디자인은 제품을 통해 , 또는 서로서로가 어떻게 제품을 통해 형상화되어 인간에게 관련이 되어있는가에 관심을 가지는 등 인 

간중심으로 형성되었다. 배려와 이해를 기울인다면 우리는，한국 고유의 디자인, 이 제품개발에서 이러한 새로운 혁신을 이끄는 힘 

을 볼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의 디자인교육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디자인 교육의 방향은?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나는 한국의 디자인 교육은 아직도 순수 미술이나 조각 등 전통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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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학력

• 1968 시카고대학 학사〈철학수사학）

• 1973 시카고대학 박사（철학.수사학.영문학）

I 전공분야

• 다자인아론. 죠나. 료육

• Interactional Design Product Design, 

Produd Development

• 시각디자인

I 교육경력

• 1968-1969 시카고대학 인문학개론 과정 

강사

• 1977-1978 컬럼비아대학 영화과 전임강사

• 1981-1989 일리노이대학 조교, 철학.

수사학 이론 등 강의

•1990-1991 시카고예술학교 객원디자이너 

대학원과정 디자인역사. 이론 

비평 등강의

• 1992〜 현재 카네기멜론대학 교수

'강함과 약함，. 이것은 개인의 자기표현에 따라 다른 것이다.

나는 디자인이 미국을 포함한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순수 미술에 의존하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고 믿는다. 디자이너 

들도 그들의 작업을 그들의 스타일링대로만 보는 것을 계속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만약 디자이너들이 엔지니어와 마케팅 전문가들 

에 의해서 생각되어진 제품만을 디자인하도록 요청되어진다면 디자이너들은 그들 훈련의 핵심을 연습할 수 없게 돤다. 디자이너들 

은 제품의 특성을 결정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잚은 디자이너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 

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들은 리더가 되도록 교육되어져야 하고 엔지니어와 마케팅전문가와 함메 팀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되어져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그래픽디자인과 제품디자인간에 약간 다른 점도 있지만 받게되는 도전은 비슷하다. 사실 그래픽디자인과 제품디 

자인간의 경계는 점점더 분명하지 않네 될 것이다. 이미，인터액션디자인, 에 대한 관심은 한국의 디자인교육이 퀄리티를 높이도록 

하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 학생들에게 보다 더 높은 창조성과 지식의 욕구를 자극할 혁신적인 디자인교육이 

필요하리라 믿는다.

학생들은 미학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커뮤니케이션 내용과 기술적인 특성에 대해 좀 더 많이 이해해야 할 것이다. 특히 어 

떻게 사회적 , 행동학적 공학이 오늘날의 •Responsible Design'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해해야 한다. 제품들은 이전보 

다 뤌씬 더 복잡해지고 디자이너들도 새로운 종루의 제품들을 시도하도록 교육되어져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지금 막 시작된 혁신적인 한국의 디자인교육을 보고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KA1ST 같은 미학, 기술적인 이해 , 시회 

과학이 밸런스를 이룬 것 같은 교육기관에서 이미 그 혁신은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

. KIDP를 평가한다면 ?

KIDP는 한국의 디자인 문화에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일반인들에게 디자인에 관한 중요성 인식을 확산시키고 세 

계적으로 한국 디자인에 관한 우수성과 미래의 한국 디자인에 대한 잠재성에 관한 인식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정부와 산업 , 

교육간의 잘 조화되고 협조적인 유대관계가 지금 이 시기 한국 디자인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여러 총회에서 ｝시DP의 국제적인 기여로 몇 년 후 1C이D와 1COGRADA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이것은 놀랄만한 

성과로 많은 개인과 단체의 협력의 결과이다.

KIDP는 한국에서의 디자인의 중요성을 세례의 디자이너들에게 알리는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준비작업을 해 왔다.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디자이너들에게 한국의 디자인에 관한 홍보물을 발송하고, 또한 해외로 직접 나가서 홍보활동도 하면서 KIDP는 한국 

디자인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여왔다.

지금 한국 디자이너들, 교수, 기업 , 정부간의 가장 큰 문제는 지난날의 성공을 이끌었던 협력관계를 지속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 

고 이러한 문제는 시작되었다. 한국의 디자인이라는 정원에 많은 꽃들이 있다. 거기에서는 우리 모두가 한국에 대해서 바라는 정도 

로 고르게 잘 배양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ICSID나 1COGRADA를 넘어서 생각되는 커다란 도전이 있다. 그것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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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성공적인 세겨】디자인총회를 준비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후에 뒤따르는 혁신과 협동의 씨앗을 잘 기르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

I 출판물

•Pluraisni in Theory and Practice : Richafd 

Mckeon and American Phiosophy

• The Idea of Design

• Discovering Design

• The changing Culture of Communication 

Design. Graphic Design Journal. Issue 4. 

1996

• Rhetoric, humanism, and Design 외 다수

I 수상경력 및 엠버쉽

• Industrial Designers Society of America

• Design Management Institute

• American Institute of Graphic Arts

• Information Design Association

• American Center for Design

I 기타 주요활동

• American Institute of Graphic Arts Conference 

심의위원

• 시카고국제영화제 심사위원

• I.D. Magazine 심사위원 등

•ICOGRADA 교육실무그룹 회원

이다. 나는 KIDP가 현재 한국의 디자인 공동체의 추진력을 지속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렇게 함 

으로써 KIDP와 디자이너들이 그에 따르는 충분한 명성을 수행하고 뱓을 것이다.

. 이틀간에 걸친 세미나와 토론을 하면서 느낀 IDAS의 인상은?

IDAS는 한국의 디자인교육에 있어서 흥미롭고 중요한 실험작이다. 한국의 디자인적 재능이 국제적으로 현존하는 사고와 결합되기 

도 하고, 디자인에 혁신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것을 추구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계획되어 있고 이미 해외로부터 디자인 

교육을 받은 교수들과 함메 많은 재능있는 학생들이 함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IDAS가 한국의 디자인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에서의 디자인은，인터액션디자인，이라는 주제아래 디자인 리서치 , 산업디자인 , 학교와 시설물들의 새로운 

경로가 시작된 것이다.

. 카네기 멜론대 디자인학부를 소개한다면 ?

카네기 멜론대 디자인학부는 오늘날 미국이나 해외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문적 실습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횐경을 디자이너들에게 제 

공하여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학부와 석사과정에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미학과 기술, 그리고 사회과학이 밸런스를 이룬，디자인의 

인간공학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 분야의 지식이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방향으로 새로운 제품이 탄생하게 돠는 

데 디자인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믿고 있다.

석사과정에서 학생들은 커뮤니케이션디자인이나 제품디자인에 대하여 배우게 될 것이다. 이 두가지 분야를 통하여 풍부한 시각적 , 

형식적 전통을 보존하고 또한 앞선 지식과 기술에 디자인을 접목시키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학부과정에서는 '인터액션디자인 '의 서로 다른 측면을 탐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들은 인터액션디자인 , 

커뮤니케이션 기획과 디자인, 제품개발심화 과정의 석사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카네기 멜론대학의 프로•그램들은 叩우 혁신적이고, 인간 컴퓨터 인터페이스와 상호작용, 착용(Wearable) 컴퓨터 , 복합정보 人마 

화와 같은 촤신 기술분야 뿐만 아니라 디자인의 전통적인 분야의 우수성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우리는 타이포그래피 같은 디자인 

의 전통적인 분야에서의 핵심적인 가치도 공존시켜 왔다.

나는 우리 대학의 프로그램이 오늘날 미국 내의 가장 좋은 프로그램 중이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학생들은 바로 

기업의 산업현장으로 투입되어질 수 있으며 다른 어느 학고 학생들보다 높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물론 우리의 디자인학 

부가 컴퓨터공학, 엔지니어링 , 비지니스, 그외 많은 분야의 세계적 수준의 리서치로 잘 알려진 카네기 멜론대학의 한 학부이기에 가 

능하기도 하다. 이것은 우리와 우키 학생들에게도 분명한 하나의 장점이다. 우리는 여러 해 동안 디자인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온 한국의 많은 훌륭한 학생들도 데려와야 된다고 생각한다.ki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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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0!의 슈퍼디자인성품（SD） 발표회가 12월 22일（웝） 오후 2시 

섬유센터 17충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KIDP 주획, 통상산업부 후원으로 개쵝된 이번 행사는 우수한 산 

업디자인개발로 상품의 고부가가치 및 경쟁력 쟤고를 실현하여 

기업경영 발전에 기여한 상품을 선정 장려하고, 기업의 디자인투 

자와 경영전략의 채텍올 유도하기 읶헤서이다.

출품은 우수신업디자인（GD）상품에 한하며, 올헤에는 모두 40 

개사에서 64개 상품을 출품하여 그 중 28개사 38개 상품이 

SD상품으로 선정되었다.

영예이 대상인 국무총리상에는 （주）닥터리의 '심전게'가 선정되었 

으며, 통상산업부장관상에는 （주）우양코퍼레이션의 '纯낭

（R니nner-5。）', 한강상사（주）의 '에이프런후드（WAH-

16。）', 아남전작（주）익 '컬러텔레비전（WK-3265P）'이 선정 

되는 둥 모두 14개사 14개 상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94년도부터 지난헤까지 Successf비 Design（SD）으로 개 

쵝되었다가 GD전과 헹사 일정이 같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올헤부터는 'Super Design'으로 명 

칭을 바꾸고 출품 심사방법올 대폭 개선하여 간소화하여 개최되 

었다.

심사위원회는 디자이너, 관련분야 전문가, 소비자 등으로 구성되 

어, 판매 및 수출실적, 시장점유올, 메출신장율 등을 참고하여 선 

정하였다. kidp



1. 국무홍라성

성폼덩 심전T Dr. Lee ECG-310A

업"I밍 （주）닥터리

대표자 이생용

연락처 0459-952-8280

록 장 심장질환N 전단올 위힌 필수장버로, 억可가 환자심장성티의 정성유무와 벙의 욀인울 진단하는 

고청밀 전자의료용 /흑기이며, 口옥 실험용으로도 人|융하고 있다. '96년 GD성품으로 '97년 3월부터 

이외 4곳, 국내 4곳올 통히！ 판매되고 있디. 의료용기0!서 느져지는 금金성읙 N가옴옿 틸피하여 N용자 

외 횐지 모두0H 친숙히도록 디자인하였다. GD션성 이후 152% 이성의 메출신정I올 기록하고 있다.

2. ，생선업부장관생

성품댕 컬려밸레비전 WK-3265P

업4멍 아남전N
대 B자 빅상규

연락처 02-556-1486/7

롴 징 첨단 엉성미디어 신기술올 바탕으로 기존 4：3。1서 지3세대 TV리 불리우는 169읙 광폭회면 

올 탑N한 본적적인 멀티미디어시q억 텔레비전. 한국읙 미인 고력청N억 부드러운 곡션괴 호링이의 눈 

이서 조형적 모티브틀 얻음. ‘96년 GD 션청성품으로 '97년 9월 28%억 시정첨유올올 보였다. GD 

咱 취득 전0！는 9%의 시장첨유을£ 보였으니, 이후 215%억 시장점유£ 성정올 보이고 있디.

3. 륭성선업부장괸성

성품멍 등선융 吋낭 Runner-50

업” （주）우앙코퍼레이션

대표자 이지국

연락처 02-695-1690

륵 정 전문적인 선행기 잦온 °!외여행 중 무리하4 읺고 사용하 수 었T 셜工 등판의 시스팀은 공기 

가 잘 통힐 수 었는 훨耳 스폰지* 내정히고 공거의 흐름을 書가 하였으며, 내정된 얼루며늄 후리임온 많 

은 내용물의 수닙시0!도 무丁의 분산2괴를 기쳐다 준다. 틸부착식 SN형 밀항 ■응으로 N형0! 따리 조 

청 가능하다. '96년 GD상품으로 전국 40기 대리점올 통9 판매되고 있디. GD미三 획득 후 2。%억 

시정점유을올 보이고 있으며, GD선정 이천0! 비q 337%억 매출선정£오 기록하고 있다.

4. 胃상선업부장관성

성품맹이프런 후드 WAH니60

업4멍 （주）한강성시

대표자 어수문

연락처 0348-943-3180

륵 정 주빙과 거설 공간억 구분이 없어짐0! 따리 주뱅기구, 기기외 뛰어난 조화를 이루고, 음식 조리 

냄세 둥올 9격적으로 4훌하여 毛굿한 실내를 유지하도록 설게되었다. 다앙한 색상어 특수 분N도정、 

리로 항성 갈当하고 홈입공기억 미찰음올 최소히하여 4적한 주뱅문회롤 이루었다. '96년 GD 선정성 

품으로 GD션정 젼보다 쵝고 300% 이성의 미출신정暑올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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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q한생공회외소 회창성

성품댕 말티미디어융 벽우떠스피커

업，!냉 （주）케모

대표자 노헝식

연락처 051-314-3111/4

록 정 하이파이 스더레오 目프 q정으로 데굿힌 옴질과 풍부한 저옴, 용장힌 3外욀억 입q옴항울 느 

질 수 있다. 검퓨터의 첨단이미4외의 조회를 얶q 강릭힌 힝이 느기지는 전면디자인 수용. '97년 GD 

션청성품으로 쵝고 553%억 미훌신정를올 보이고 있다.

2. 힌국早胃협회 획장상

성품넝 이필리이 시리즈 가구 US500c

업，I멍 （주）보루네오가구

대표자 쵝우석

연락처 032-420-8783

同 정 물결무닉* 기본 모티브로 생동감올 느끼도록 디N인히!] 옷장 내부0! 다앙힌 기능올 부여하여 

시용성옴 높임. 주소N로는 쳔연 N연무닉목울 사용하여 자연미号 돋보이7 하고 모든 면올 라운드형티！ 

로 기공하여 기능 및 인정성올 고력함. '96년 GD성품으로 휙고 300%의 미출신정를올 보이고 있다.

3. 중소기업히퉁조합중앙회 회장성

성품댕 입축쓰레기통

업치딩 창신공업시

대표자 이엉쳘

연락처 02-976-1654

륵 장 쓰q기 수거시 쓰레기랑어 1|용물올 업혹시커 주도록 되어있어 쓰래기 잉오 훌여훈다. 따리서 

簡N 봉투가 철악되고 윌터치 기耳정確 시용이 핀리하디. '97년 GD성품으로 매월 53%억 디懵신 

장■올 보이고 있다.

4. q힌무역早자전홍공서 서정성

상품댕 노트북 검퓨터 솔로 CPC-755O

업q떵 q우号선（주）

q표자 유거빔

연락쳐 02-3779-7335

■ 정 국내노트북 PC 가운데기술적으로가정인정된 N품으로 里가받고었다. 현지노트복 PC°I 

서 주로 시용하고 있는 16베트 PCMCIA포트니 ZV포트兽 디N할 32비트 키드 버스방식올 국내 内 

옴으로 가용하였으며, 동영성표준규객인 MPEGIII 실현히여 고회질（HD）TV수준억 회질로 동%성올 

감상하 수 있디. '97년 GD 선정성품으로 32%억 미훌신정■올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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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선엄디자언진홍원 원장성

성품멍 Built-in 식거 시격거

업、맹 동양4직

대표자 이영서

연락처 02-3472-7784

륵 정 청^！외 조회를 이善 수 있T 욀목올 부착히 수 있는 붙박이형 식기 서척기로 동션올 최소회 

히고 오목힌 힌국형 식거0! 적합하고 간핀하7 장착되도록 디N인되었다. 사용의 인전성과 펀리성올 특 

히 강조하고 있는 이 N품은 높이가 높은 식기를 유동적으로 정착힐 수 있도록 높낮이 조절 기능온 물론 

누수뱅지, 물넘침방지, 괴열방지 둥의 인전장치* 내정하였다. '96년 GD상품으로 선성된 이후 81%의 

미출신정률을 보이고 있다.

5. 한국선업디자언전홍원 월장성

성품멍 °1신시이 바이오 칫솔 설균기(ESA-400)

업치댕 °1신시어주석되시

q표자 신흥식

언릭처 02-3473-7828

륵 정 기존 지품들읙 디자인이 q부분 서구적 외형과 부피셩 z품인데 빈0! °i 시품온 펀인힌 느잼억 

동앙적 이미지의 디지인올 지택하였다. 전q昱 부드러운 곡면으로 처리힌 Slim-Wave형 디N인거발 

기 내부。I 설균력올 높인 기구물읙 적절한 공간4凡 디융도 실균함 별도 설기로 소비지 회용가치를 높 

이고 있다. 또한 제품이 견고하고 전기적 윆험이 100% 巾可된 인전정치외 초절젼 회로로 설게되었다. 

'97년 GD성품으로 션정된 이후 익 76%억 미출신정를올 보였다.

6. 한국선업디자언전홍은 원장성

성품用 유모차(Capella)

업체밍 (주)소。I

q표자 횡현

연릭처 0342-404401

륵 징 소비N 옥구의 성항번화0! 따리 유모차도 외형적인 고급화와 디형회0!서 볏어니 간편화, 소형 

히, 경랑회 추세로 번회히고 있기 q문0! 수훌시쟁 획보를 읶q 세R시정0!서 요구하는 지품기발0! 역점 

옿 두었다. 유아리는 N용지익 특수성2 감인하여 시각적인 편안함(인정성)올 추구하여 소비可°1거! 신뢰 

감올 주고 있다. 가능한 한 정식적인 요소雷 即1하고 균형집힌 부드러운 곡선올 N용하여 밀착감올 주 

었고 경랑회로 재료비(10%)营 절감하였다. '96년 GD성품으로 션정된 이후 16%의 미훌신장I올 보 

이고 있디.

1. 농업협暫조합중엉획 회장성

성품맹 LG 휭토뱅

업"! LG 회힉

대표자 성N갑

연락처 02-3773-1114

록 정 디자인0! 있어서 우리 고유의 토속적인 이름다옹올 바탕으로 기존의 기하학적 무닉니 전통문잉 

의 단순표연이 이닌 표면0! 무광 UV코팅과 엠보싱올 녛어 고급스려음은 물론 오염성 및 미끄렴 방지를 

피하였다. 이민0! 천연황토를 첨가하여 온열2괴외 방흥, 윌적외선 방출 R괴가 뛰어나 건강0! 書다.

'97년 GD상품으로 션정된 이후 176%읙 대출신장*올 보였디.

2. 한국선업디자언전홍읜 원장성

성품덩 테니스리T

업4덩 워이브導스

대I자 우석호

연릭처 02-203-7121

록 정 일반 테니스 리更은 타구시 심한 전동이 발생되는데 본 N품온 측면0! 워이브 현생올 형성시켜 

타구시 발생되는 진동이 워이브 부분올 지니면서 소열되어 팔목부상올 방可하는 진동 감쇠 기능올 갖는 

깃이 특징이다. 중랑올 가녑개 하기 윆q 고탄성 키본 섬유* 可용하였고 인q°i 무리가 가지 읺도록 가 

닙고 전동旨수거 잘 되도록 시작되었다. '96년 GD성품으로 연정된 이후 100%억 미출 신정■£ 보 

이고 있디.

3. 힌국선업디자언전홓원 원장샣

성품댕 어：!네스수저

업，!밍 (쥐서인어트

데R자 적금덕

연락처 02-3158니7。。

록 정 물고기 모앙올 추상회하여 션을 강조한 디자인이 특징. '하니님의 어린양이란 뜻올 지닌 브런!드 

맹 •。口네스는 로미시다 기독교인들 사이0!서 시용한 기호이기도 하다. 인N공학적 측면올 비려하여 누 

구니 쉽개 可용힐 수 있는 크기와 모앙으로, 미즈려可지 읺도록 손잡이 형데툴 가미하고 미적 감각올 훙분 

히 실京디. '96년 GD성품으로 선정된 이후 쵝고 93%어 미훌신정*올 보이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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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지명 01선.I.IOI 

싱톨펑 짓솔살균기 

C1표지 신충식 

T E L 02-3473-7828 

F A X 02-3473-0199 

주 소 서울사 서조구 서조동 1363-6 

지도위원 백지웅-SE[)자인 

KIDP 답당자 조싱언 

업지명 경동산업(주) 

싱11명 압력솥 

UEll 죄용재 

T E L 032-570-8600 

F A X 032-577-0081 

주 소 인전서 서구 가좌동 570-10 

지도위원 손준역-U자인을 

KIDP 답gll 조싱왼 

틀 징 개인 생왈자가 늘OIU는 주세를 텐엽OIOI 개인 식성할을 중심므로 

간떤Ot가1 쥐급달 수 있도록 사용싱을 고려OIOI 디자인 

” 징 짓솔을 실균.I.|켜주는 짓솔설균기. 짓솔외에 면도기 등도 가능 

업지명 에스Illill(주) 

싱11명 문구용 전공기 

[1표자 김종덩 

T E L 02-589-1777 

F A X 053-812-5265 

주 소 서울사 서조구 앙제동 275-6 삼오물산 B-2001 

지도위원 문준가디자인 M l 

KIDP 담당자 조싱왼 

“ 징 떤징날외 기능적 자별싱을 기본？로 아여 우수인 

떤징기능에 Ht인딩 기능을 주가아여 [J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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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파워테크

상품명 자동전압조정기

대표자 이동신

TEL 02-702-1212

FAX 02-702-3400
주 소 서울시 용산구 원。로 3가 51-30
지도워원 유명식-디자인메서드

KIDP 담당자 박동준

특 징 정확한 전압을 발생시켜서 전자제품의 성능을 양상시키기 위한 제품 

각종 가전제품의 외관에 어울릴 수 있도록 □자인.

업체명 베스트라이프

상품g 정수기

대표자 안광호

TEL 02-555-4886

FAX 02-563-0853
주 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29-38
지도위월 박성근-가람디자인

KIDP 담당자 조성환

특 징 내수 및 수출 트랜드에 부합되는 심플한 디자인.

업제명 월드스타（주）

상품명 칫솔및짓솔통

대표자 김인수

TEL 02-651-3364

FAX 02-648-2372

주 소 서울시 강서구 염장동 242너4

지도위원 이해권니DI
KIDP 담당자 손동범

특 징 팬시적인 이미지로 표연하고 차후 모델들과 연계될 수 있도록 패밀리 룩 개념을 도입하여 □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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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 SAVA（주）

3” 자동고속발호기

대효자 김장원

TEL 0345-495-8509

FAX 0345-491-8509

주 소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932 창업보육선타 207
지도휘걸 권오유-KPDA
KIDP 둘당자 허석

■ 징 고속발호기에 새로운 브랜드 네임을 적용하여 소비자에개 진근한 분위기로 

제품을 옹보한 카탈로ZL

修尸尸诃Ti・l

업체딩 구래미식품

상目딩 二1래미

대표자 남종연

TEL 02-403-7947
FAX 02-448-6631
주 소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26-5
지도워월 임희경-문애드

KIDP 담당자 안상락

■ 징 전연양념의 입지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용기 및 라벨 디자인에 

차별화를 두어 디자인.

업0딩 남창산업사

상普딩 필터, 에애클리너

대표자 이경표

TEL 051-314-2548-9

FAX 051-325-8448

주 소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 521-4
지도위월 최건-동의대

KIDP 담당자 이은석

특 장 브랜드 이미지 차별화로 제품의 이미지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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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처関 대웅전기（주）

상普胃 수배전반

대표자 류동대

TEL 051-728-5533
FAX 051-728-5544
주 소 부산시 기장군 정관읍 용수리 1047-4
지도위윌 김태중-경성대

KIDP 담당자 안상락

* 징 옹보용 카탈로Z1 로 제품01 다양한 품목과 

고급스러움을 강조.

업쳐명 （쥐동양환기

상目딩 환기구

대표자 박태업

TEL 032-815-4700

FAX 032-815-5034
주 소 인전시 남동구 논연동 435-2（45B-3L）
지도위원 이영식-관동대

KIDP 담당자 이은석

특 정 역동적이고 운동감있는 제품의 특성을 부각시킨 디자인

업제명 동진물산

상품멍 넥타이

대표자 문성기

TEL 02-3444-4606

FAX 02-3444-4608
주 소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227-6
지도위원 이하영-뷰애드

KIDP 담당자 이성수

특 징 고급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색상과 일러스트로 시각적 9과를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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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보우（주）

상품g 산마을김치

대표자 현수방

TEL 064-21-0398

FAX 064-57-7455
주 소 제주도제주시 삼도동516
지도위월 서병대-아트파三

KIDP 담당자 허석

룩 징 김지 포장디자인으로 전제 제품군에 이미지 통일하를 주애

B.I. 차원에서 디자인

업저国 상윤정밀

상酰I 금속필기구

대표자 유영근

TEL 051-808-2987

FAX 051-808-8484

주 소 부산시 부산진구 초읍동 152
지도위윈 이영용-부산예술전문대

KIDP 담당자 안상락

록 징 고전적인 이미지와 연대적 이미지가 잘 조화된 포장디자인.

업0딩 성초식품

상품명 연미숭늉, 누룽지

대표자 최광선

TEL 0363-442-2514
주 소 강원도 화전군 간동면 으음리 610
지도위월 남용연-강원대

KIDP 담당자 허석

특 정 인스턴트 시장을 공략하여 전통식품을 알리고 옛 맛을 강조하여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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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0胃 신일화학（주）

상■밍 동물약품

대표자 옹완표

TEL 02-599-8441

FAX 02-599-8845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93-5 남일예당빌딩 2F
지도위월 조진숙-리드컴

KIDP 담당자 이성수

■ 정 원색으로 보색대비 오과를 주어 소비자의 주목성을 높임.

업0밍 에이스완구

상目딩 패션인형

대표자 이완구

TEL 032-519-7576

FAX 032-519-1404
주 소 인천시 부평구 부평4동 10-332

지도위윈 소병규-SWC
KIDP 담당자 이은석

■ 징 소비자의 기호에 적합하고 상품의。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컬러 이미지 적용

업a밍 영신산업（영신스톤）

상〃 불구이판

대표자 이재현

TEL 0653-834-3219

FAX 0653-834-3459

주 소 전북 익산시 부송동 204-2
지도워월 한창규-전북산업대

KIDP 담당자 이성수

■ 징 제품의 특징과 이미지를 부각시킨 포장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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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a댕 영우냉동식품（쥐

상■딩 정통우동

대표자 이상돈

TEL 0671-34-2551-3

FAX 0671-34-5495
주 소 전북 남원시 동면 상우리 349-5

지도위왿 임종규-KPDA
KIDP 담당자 이성수

・ 징 정통 우동의 포장디자인으로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고급스런 이미지의 디자인.

업처僧 오동공예

상酰I 소반

대표자 이연우

TEL 0671-31-0232
주 소 전북 남원시 이백뎐 초촌리 102너
지도웎원 김병옥-원산업디자인

KIDP 담당자 이성수

■ 징 소반의 특징을 일러스트하하여 진근감과 고급성을 강조.

업0胃 오성산업（주）

상〃 면류

대표자 조성재

TEL 032-671-7661-2

FAX 032-671-7663
주 소 경기도 부전시 오정구 내동 130

지도위월 임종규-KPDA
KIDP 담당자 이성수

■ 정 제품의 특징을 정적으로 표연하여 이미지를 부각시킨 포장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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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H 딩 

성■딩 

대표자 

TEL 

주 소

일산산업 （주）

알루미늄방충망

박인복

0431-275-2701
충북 정원군 부용면 외차리 792-1

지도워욀 이한준-CAC
KIDP 담당자 송하동

・ 징 방충망 포장디자인으로 골판지 재질에 단순하면서도 세련된 ：］래픽을 적용.

업0녕 명품유과

상旨딩 유과

대표자 김종식

TEL 0655-33-1154
주 소 전북 진안군 진안읍 당양리 20-36
지도위월 김영오-원산업□자인

KIDP 담당자 이성수

■ 징 전통한과로 전통적 이미지와 :］린게열의 산뜻한 컬러를 적용.

업0딩 모학테프

상目딩 실고무줄

대표자 진영웅

TEL 0652-223-8100

FAX 0652-222-8755
주 소 전북 전주시 호자2가동 110

지도위월 김상오-KPDA
KIDP 담당자 이성수

■ 징 심플한 레이아웃과 브랜드 강조로 제품의 이미지를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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皿아药 

고”qaix

업 0国 무풍농업협동조합

상目딩 찰옥수수

대표자 황인옹

TEL 0657-324-4408

FAX 0657-324-4409

주 소 전북 무주군 무풍면 연내리 651-3
지도윆왼 한창규-전북산업대

KIDP 담당자 안상락

■ 징 옥수수 이미지를 영상화하여 주목성있는 비쥬얼로 제품의 품격을 높임

업처胃 바다물산 

상習밍 구명조끼 

대표자 김연우

TEL 042-523-7698

주 소 대전시서구도마2동 120너9 
지도위윌 이한준-디자인아카데미 

KIDP 담당자 송하동

号 징 브랜드와 라벨을 통합하여 회사심볼과 라벨의 기능을 함께 갖도록 디자인.

업0胃 보은농업엽동조합

상目3 대추음료

대표자 김옹대

TEL 0433-43-3480

FAX 0433-43-3081

주 소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주리 186
지도위월 최동섭-문애드

KIDP 담당자 안상락

■ 징 대추 이미지를 일러스트화하얘 제품의 특성을 부각시키고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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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0g 진우실업

상目딩 승마용품

대표자 김영자

TEL 02-413-1735

FAX 02-202-4970
주 소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195너

지도위월 소병규-SWC
KIDP 담당자 허석

■ 정 제품의 특징을 효율적으로 잘 나타낸 디자인.

업0딩 창대섬유

상售딩 타올, 벨로아 등

다표자 노귀영

TEL 02-279-0088

FAX 02-766-2513
주 소 서울시종로구낙원동58너
지도윆월 이호명-인전전문대

KIDP 담당자 안상락

르 징 혼수용품 포장디자인으로 상품의 품위를 높이며, 

상품의 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디자인.

업0밍 케이엠카뵈쥐

상目딩 바비큐矣

대표자 최주락

TEL 02-522-9408
FAX 02-3452-5870

주 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9네

지도위월 이권식-KPDA
KIDP 담당자 이성수

■ 징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비쥬얼로 이미지를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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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0딩 태우（주）

상善딩 합성세제류

대표자 권태승

TEL 02-532-7361

FAX 02-534-5800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93너2

지도위월 임수연-C&COM
KIDP 담당자 허석

■ 징 브랜드 주목영식으로 디자인하여 제품의 고급화를 실연한 세제류 포장디자인

업0胃 한국인식기술

상普胃 글눈S/W제품포장

대표자 이인동

TEL 042-825-3981

FAX 042-825-3982
주 소 대전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62

지도웎월 김재민-（주）CAC
KIDP 담당자 송하동

W 징 글눈을 상징하는 주캐릭터를 개발하고 첨단기술을 이미지화하여 디자인

업0胃 한국전산홈（주）

상目딩 전산용연속기록지

대표자 김성규

TEL 02-279-4611

FAX 02-273-3668

주 소 서울시 중구 충무로 4가 70너
지도위원 김한응-인덕전문대

KIDP 담당자 안상락

号 징 브랜드를 크게 부각시켜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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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처냉 한나식품（주）

상품명 칼슘케이스

대표자 황선숙

TEL 02-598-8321

FAX 02-598-8326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78-3 대종빌딩 3F

업0胃 한미식품

상폼胃 젓갈

대표자 김민선

TEL 0652-252-3216
FAX 0652-252-3216

주 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가 700너
지도위월 김영호-원산업디자인

KIDP 담당자 이성수

춬 징 명절특수를 위한 제품으로서 컬러21 대비를 통해 화려하게 디자인

업0밍 인테리어뱅크

상目胃 인테리어

대표자 김순섭

TEL 0344-905-3304

주 소 경기도 고앙시 일산구 장항2동 902

지도어훨 심민섭-KPDA
KIDP 담당자 이성수

■ 징 。율적이고 원활화된 시스템을 위해

가독성과 상징성을 높인 C.I. 개발로 새로운 기업이미지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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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aw 행성특수（주）

상■밍 GLASS WARE
대표자 김무용

TEL 0344-974-2989
주 소 경기도 덕양시 덕양구 행신동 179너
지도위왿 이경우-:］린디자인

KIDP 담당자 허석

■ 징 고급영 브랜드와 강한 색채를 사용하여 연대적인 이미지로 디자인

업0冃 엽성생산공동체

상i 덩 비누

대표자 김은규

TEL 02-381-3213

FAX 02-386-8816
주 소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6-9 오산빌딩 4어

지도외욀 이원재-VIDAK
KIDP 담당자 채윤병

■ 장 키토산 관련 제품으로 소비자들에게 청결함과 신선함을 어필한 □자인

업처困 황토마루

생目딩 전통장류

대표자 권상수

TEL 0681-33-0005
주 소 전북정주시송탄면 499너
지도위월 김병옥-원산업디자인

KIDP 담당자 이성수

■ 징 전통 장류 리플롓으로서 우리 고유의 이미지를 적용하여 

제품을 부각시킨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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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皆 &성트랜스공업

상氈I 吾팩트영광램프

대표자 장유연

TEL 0348-945-1213
FAX 0348-945-2527

주 소 경기도 파주군 월롱면 위전리 613너
지도위원 이하영-뷰애드

KIDP 담당자 이성수

・ 장 가정용 영광램프 포장디자인으로 소비자에게 산뜻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표연

업0딩 응아타이어공업（주）

상普 g 카탈로:］디자인

대표자 강병중

TEL 02-595-9811〜5
FAX 02-595-0582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96-27 스포즈프라자

지도위월 김수영-상명대

KIDP 담당자 이은석

■ 징 골프공 옹보 카탈로ZI로 제품의 다양한 품목과 고급스러움을 강조

업처困 응아타이어공업（쥐 

상普딩 골프공포장디자인 

대표자 강병중

TEL 0525-33-0771-6
FAX 0525-33-0778

주 소 경남김해시안동 262너4 
지도위월 김수영-상명대 

KIDP 담당자 이은석

号 징 골프공의특징을이미지화하고 P.O.P를겸한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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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첬僧 다미물산（주）

상품명 가공수산물

대표자 석종대

TEL 0446-78네37〜9
주 소 충북 음성군 맹동면 신돈리 170너
지도위원 안은숙-안스컴

KIDP 담당자 안상락

특 징 훈제장어 포장디자인으로 밝은 색상과 산뜻한 브랜드를 적용.

업0냉 당진대포메주

상目딩 메주, 된장, 간장

대표자 김영금

TEL 0457-362-3902
FAX 0457-53-5046
주 소 충남당진군우강면대포리 

지도위월 이재희-공주대

KIDP 담당자 송하동

륵 징 메주 포장디자인으로 산뜻한 색채와 일러스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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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자격

선발방법

신청서 류

연수설명회

접수 및 문의처

• 1998년 3월 〜 1999년 2월

• 1 학기에 해당하는 단기 연수 프로그램（최대 4개월 지원）

• 산업디자인 진흥법상의 산업디자인 전분야

• 주요 선진국 디자인 학교 또는 연수기관

• 60명 내외

• US$1,200/월

• 기업체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종사하고 있는 현역 산업디자이너

• 산업디자인 전공 대학원 재학생

• 산업디자인 분야 교수 및 교사（강사포함）

• 서류심사, 어학테스트（TO티C）
（TO티C 성적미보유자에 한하여 TO티이험 실시）

• 해외연수 신청서（KIDP 소정양식）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단, 대학원 재학 중인 자는 재학증명서）

• 재직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 소속 기관장의 추천서 1부

（단, 대학원 재학 중인 자는 소속대학의 총장 또는 대학원장의 추천서）

• TO티C 성적 증명서（'96년 3월 1 일 이후 성적 보유자에 한함）

• 수상 증명서（SD, GD 또는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 수상자에 한함）

• 제2외국어 수학가능 증빙자료저I2외국어지역 연수 희망자에 한함）

• 1998년 1월 ■일（토） 11：00 예정

KIDP 1층제2강의실

• 1998년 1월 1일〜1998년 1월 20일

KIDP 국제협력팀 이우연 Tel. 02-708-2220
E-mail : j니e@mail.kidp.o「.k「

※기타 자세한 사항은 KIDP 홈페이지 참조（http：//www.kidp.o「.kr）

kidp 한국산업曰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DESIGN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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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 멀티박스

•김 범 태/ — 7 급함이 상용화되기 전에 구급함을 생산했고, 회전 주방기구세트 개념을 일반화시킨 업체, 바

KIDP 출판사업팀 :—— ■, 、I 】 I
I 로 삼진종합상사이다.

그동안 삼진종합상사가 개발한 상품은 구급함 및 문구류, 주방용품 등 10。여 가지 • 그 중 40여 가지 

가 특허품일 정도로 황승용 사장이 아이디어 신상품을 개발하는데 쏟는 노력은 여간 아니다. 이런 

덕분인지 삼진종합상사는 경제의 전반적인 침체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성장을 보여 눈길을 끈다.

한편 황사장은 “새로운 상품에 대한 개발을 제쳐두고 히트상품이 하나 생기면 우루루 뒤따라서 아류 

제품을 내놓는 풍토가 우리 업계의 현실”이라며 업체들이 전문성을 갖고 제조업체로서의 자존심을 

세워가는 분위기가 아쉽다고 한다.

이런 그가 국내 판촉물 업체를 선도하는 회사로 최고의 제품을 만들겠다는 아吗을 불태울 수 있었던 

것은 디자인의 중요성 을 남들보다 일찍 깨달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제품개발에서 항상 중점을 두 

는 것은 떠오른 아이디어의 기능성과 디자인의 조화이다.

회사명

삼진종합상사

대표자

황승용

주 소

서울 서초구 양재동 397 삼진빌딩

202호

Tel. 02-572-6622

Fax. 02-573-7652

지도위원

유재갑一디자인중심

'97 판촉물 및 선물용품 전시회에서 '스카이 멀티박스 로 신상품 컨테스트 은상을 수상한 것도 이 

러한 결과물 중의 하나. 황사장은 이 '스카이 멀티박스 가 소품으로 사용하기에는 아까울 정도로 중 

후함마저 느껴지는 제품이라는 평이 싫지는 않은 모양이다. 매끄러운 곡선과 안정감이 편안함과 고 

급스러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 제품은 차량 내부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차량 전용 다용도 케이스로 차량 운행시 꼭 필요한 부품 

을 하나의 상자 안에 정리할 수 있게 구성한 제품이다. 우선 내부는 2단으로 분리시켜 윗단에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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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도구와 화장품 세트 등 여행시 필요한 소품, 그리고 밑단에는 차량 사고시 필요한 일회용 자동카 

메라, 구급약품 등 18종류의 다양한 소품들을 담고 있다.

박스 안에 함께 들어있는 접착테이프를 사용해 차 뒷자석에 부착하도록 제작된 스카이 멀티박스는 

급제동시나 급커브시에도 흔들림없이 안정감 있게 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멀티박스의 후면에 

부착되어 있는 'STOP' 이라 씌어진 야광 반사판은 또한 야간운전을 할 때 안전운행에 도움을 주도 

록고안되었다.

상단에는 2〜3개월 동안 지속되는 방향제를 넣을 수 있도록 따로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이 제품은 

단순한 정리함이라기 보다는 한마디로 차량운행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다는게 삼 

진종합상사의 자신에 찬설명이다.

필요에 따라 고정받침대를 분리하면 휴대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 활용범위도 넓은 편. 6개월의 개 

발기간과 총 7천만원의 개발비가 소요된 이 제품은 어떤 종류의 차내에 두어도 잘 어울리며 차내 인 

테리어 소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스카이 멀티박스는 카센터나 통신판매를 통해 일반인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개시 한 달만 

에 6천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기업체 판촉물이나 선물용품 등으로 주문상담과 오더가 밀려들고 있다. 

앞으로 독일, 프랑스 중국 등의 수출과 E마트나 프라이스 클럽 등 할인점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통신 

판매로 황사장은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항상 독창적인 제품만을 고집하며 디자 

인의 차별화로 구급함의 신화를 스카이 멀티박스에도 되살리겠다고 밝힌다.ki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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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한국전자전의 디자인 경향과 특징

• 유 형 오/ 二시 난 '97년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닷새 동안 KOEX에서 개최되었던 한국전자전람회는 올해로 28회째

전자신문가전산업부 기자 八 | 를 맞이하여 국내 최대의 종합전람회라는 명성에 걸맞게 국내외 4백여 개 업체의 8만여 점의 각종 제품이 

출품된 가운데 성황리에 마감되었다.

21세기를 불과 3년 앞으로 남겨둔 시점에서 개최된 한국전자전에 등장한 제품들은 다음 세기의 주인공이 될 제 

품과 첨단기술들의 윤곽을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전자전 동안 관람객들의 시선을 모은 디지털 TV, 디지털 다기능 디스크(DVD), 인터넷 TV 등 가전분 

야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제품들과 플래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액정디스플레이(LCD) 등 차세대 디 

스플레이는 향후 가전산업의 트랜드가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멀티미디어 시대로 진입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확인시켜 주었다.

또 정보통신분야에선 휴대폰, PDA에 이어 상용화되고 있는 PCS 등 개인용 정보단말기가 새로운 유망주로 각 

광을 받았으며 같은 맥락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휴대형 PC(HHPC)도 개인형 •휴대형 정보시대를 한 차원 격상 

시킬 후보로 강한 인상을 심어주었다.

컴퓨터산업에서는 기존의 데스크톱이나 노트북 PC에 이어 둥장하고 있는 네트워크 컴퓨터(NC)나 네트 PC 둥 

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한마디로 이번 전자전을 관통하고 있는 트랜드는 디지털화•個電化•초경량화•멀티미디어화라는 물결이 일상생 

활에 한충 거세게 밀려오고 있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이러한 기술적인 대세는 각총 제품의 디자인에서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산업디자인이 사람의 미적 감성을 

상품에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의 결과물임과 동시에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것은 기술과 밀접한 연관성 

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첨단기술이 디자인에 반영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삼성전자가출품한 30인치급 박막트랜지스터 액정표시장치 (TFT-LCD)나 40인치 PDP를 채용한 LG전자의 벽 

걸이 tv 등에서 느낄 수 있듯이 이들 제품들은 기존 영상기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박형 •초경 량 디자인을 현실

54^・・=1 『산업이자인』 통권 156.1997.11/12



기존 TV나 모니터는 전자총과 브라운관을 장착하기 때문에 최소한 50cm의 두께와 성인의 몸무게와 맞먹는 

60Kg 안팎의 무게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했으나, LCD모니터의 경우 4.5Cm에 불과한 두께에 무게는 4.5Kg 

의 초경량 TV나 PC모니터를 상품화할 수 있다. PDP를 채용한 벽걸이 TV 역시 15cm의 두께에 무게는 18Kg 

정도에 불과하다.

디스플레이 기술의 혁명이 초박형 •초경량 디자인을 가능케 함으로써 40인치 이상 초대형 TV를 설치공간에 대 

한 제약을 최소화하면서 가정용 벽걸이 TV 시대를 열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기술이 전자제품의 디자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는 디지털 위성방송수신기나 인터넷 TV 수신 

용 세트톱박스, 디지털 카메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마치 한 권의 책을 연상시키는 듯한 초박형 디자인은 이들 

제품의 부품이 5개 안팎의 칩모듈화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을 6개월 단위로 줄이고 있는 최근의 첨단기술은 이러한 단위칩들을 하나의 IC칩으로 줄 

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초소형화, 초경량화 바람은 차세대 전자제품 디자인의 주류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1백그램 안팎으로 무게가 줄어들어 '포켓형 디자인 이란 단어가 자연스럽게 수식어로 붙는 휴대폰이나 

개인정보단말기 등 정보통신기기 역시 디지털 기술과 고도화된 반도체기술이 아니고선 불가능한 일이다.

디자인보다 기술적인 요소가 항상 강조되어왔던 컴퓨터영역에 있어서도 디자인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뚜렷하게 실감할 수 있었던 것도 이번 전자전 기간 중 특기할 만한 일이다.

스피커와 모니터가 일체화된 제품이 대거 등장하고 스피커나 키보드가 곡선을 지향하고 있는 것은 가장 먼저 눈 

에 들어오는 변화이다. 또 TV와 PC의 차이점이 갈수록 좁혀지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대우전자가 이번 전 

자전에 출시한 웹스테이션 이란 제품은 첫눈에 TV로 보일 정도로 PC와 TV의 영역이 좁혀졌다.

이러한 트랜드는 PC가 더 이상 사무기기로써 존재하지 않고 가전제품화되고 있다는 추세와 함께 업무용도로만 

쓰이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TV 방송까지 즐길 수 있는 멀티미디어로 변신하고 있는 트랜드를 반영하고 있는 것 

으로 분석된다.

이번 한국전자전을 통해 하드웨어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또 한가지 주목할 만한 흐름이 있다면 '인간지향적인 

디자인 • 즉 구체적으로 말하면 소비자를 중심에 둔 디자인을 추구하고자 하는 노려 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전세계적으로 최근 출시되고 있는 전자제품들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규격에 따르고 있거나 이미 성숙기에 들 

어선 제품들로 기능적으로 차별성을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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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추세는 디자인을 통해 차별화하는 요소가 상대적으로 부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언뜻 

보기 에는 드러 나지 않지 만 주부들의 신장에 맞춘 세탁기의 높이나 손에 빨래를 들고도 세탁 

기 도어를 열 수 있게 한 디자인 등이 대표적인 것이다.

소비자들이 일일이 사용설명서를 읽지 않고도 사용법을 익히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위한 노력은 전자 

제품의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아이콘이 배열된 PC의 초기화면을 보는 듯한 TV의 기능소개 화면 역시 설계자나 생산자의 입장이 아닌 실제 사 

용자의 입장을 고려한 디자인 마인드가 확산되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동향은 디자인이 외관상 

제품을 차별화시키는 수단이자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수단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좋은 증거이다.

형상과 더불어 제품디자인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색상과 소재에 있어서도 이번 한국전자전은 많은 변화 

를 예고했다. 이 역시 기술과 문화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변화가 빨라질 것이 라는 전망에 뿌리를 두고 있다.

왜 냉장고는 하얀색만 있는가, TV는 왜 한결같이 4각형인가에 대한 의문은 디자이너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 

들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이다.

현재의 VCR을 대신할 것으로 기대되는 디지털 다기능 디스크(DVD), 디지털 캠코더, 디지털 카메라에 첨단 이 

미지를 부각시키기위해 채용하고 있는 은백색의 메탈릭(Metalic) 코팅,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감각이 돋보이도 

록 전사기술을 이용한 목재무늬결 손잡이 , 마치 고무처럼 느껴지는 리모컨 표면처리 둥은 그동안 선진국보다 뒤 

쳐진다고 평가받아온 국내 디자인 기술의 마감처리와 細技가 많이 발전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빨간색을 시도한 냉장고, 동•식물 둥 자연미를 그대로 살린 오디오, TV 등의 표면 색상은 개성시대의 소비자들 

을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디자이너들의 고민을 실감케 했으며 , 다품종 소량생산시대에 살아남기 위 

한 전략적 수단으로 디자인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

한두가지가 아닌 무선호출기와 핸드폰, PCS에서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차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요소는 눈으로 

보는 디자인과 색상, 그리고 손으로 만지는 소재에서 전달되는 촉감이라는 점에서 정보통신기기의 디자인 경쟁 

도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무선호출기가 등장했던 초창기를 풍미했던 모토로라제품 타입의 직사각형 디자인을 

관람객들이 발견하기는쉽지 않았다.

그동안 단지 생산라인에서 양산성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또는 기업이 채산성을 확보하는데 유리하다는 이유로 

제약됐던 디자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한국전자전에서는 현재 상용화되었거나 조만간 시장에 등장할 제품외에 전자업계가 미래를 위해 제시하고 

있는 이른바 컨셉디자인도 적지않아 디자이너 뿐만 아니라 일반 관람객들에게도 신선한 자극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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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디자인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 경영자의 인시이 미흡하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일본, 유럽의 디 

자인을 교과서로 삼아 모방을 일삼아온 전자산업계가 상품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 컨셉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는 

것은 무척 대견한 변화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내수시장보다 해외시장에서 거두는 수확이 더욱 많은 전자업계로써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97년 전자전에 가전•컴퓨터 •정보통신 등 전자산업을 이끌어 가고 있는 제품군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 

는 디자인상의 공통적인 특징 외에 전자업체 차원에서 드러난 디자인상의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프로 

덕트 아이 덴티 티 (PI)' 를 지 향하는 의지 라고 할 수 있겠다.

기업문화 전반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정체성(Identity)을 CKCorporate Image)라고 한다면 자사제품에 일관적 

인 상징성을 부여하겠다는 의지는 PI를 구현하려는 노력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특정한 디자인을 보고 특정한 기업을 연상시키게 하는 PI는 유명한 브랜드 만큼이나 소비자들을 매료시키는 막 

강한 파워를 갖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아직까지 국내전자산업계의 PI 작업은 매우 초보적인 단계 

이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표방하는 '스마트&소프트(Smart & Soft)' 나 대우전자의 '스마트&리치 (Smart & 

Rich)' 라는 구체적인 슬로건을 내걸고 제조자의 철학과 이미지를 제품디자인에 반영하고자하는 노력은 향후 성 

공여부를 떠나 주목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97년 전자전에 출품된 기술과 제품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가장 큰 트랜드를 전문적인 용어를 빌어 표현한다면 

'하이터치 (High Touch)' 라고 할 수 있다.

20세기 인류문명을 이끌어온 전자문명의 흐름이 숭卜이테크(High Tech)' 에서 이른바 인간의 감성을 화두로 삼 

고 있는 층卜이터치(High Touch)' 기술과 디자인 으로 보완되고 있는 것은 문명비평가들에겐 다소 아이러닉한 

현상일지도 모르지만 기술과 인간성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다행스러운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번 한국전자전은 다음세기를 이끌어갈 첨단기술의 전시장임과 동시에 첨단기술을 내포한 첨단디자인의 전시 

장이 되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또 기술을 가진 기업만이 디자인을 이끌 수 있다는 것도 

이번 전자전이 시사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된다.ki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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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프로그램

디자인 학술발표의 새로운 장을 연

1997 한 • 일 디자인 심포지엄

• 김명석/

한국과학기술원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97 한•일 디자인

심포지엄 실행위원장

二난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한국과학기술원 (KAIST) 
丨 국제회의장에서는 *1997 한•일디자인심포지엄 이 성 

황리에 개최되었다.

한국디자인학회 와 일본디자인학회 가 공동 주최 하고 양국의 

한• 일디자인심포지엄 실행위원회와 한국과학기술원 (KAIST) 

산업 디자인학과가 주관한 이 학술대회에는 한국산업 디자인진 

흥원 , 디자인단체총연합회가 후원기 관으로. 오토데스크 코리 

아, 대우전자, 월간디자인네트, LG전자, LG생활건강 등의 기 

업에서 행사를 협찬하였다.

논문발표편수는 한국이 56편, 일본이 1()1편으로 총 157편이 

었으며 , 등록자 수는 한국인 384명, 일본인 126명 , 중국, 타 

이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인 약간 명으로 500여 명을 상회

하였다. 3일간에 걸쳐 진행된 이 대회 

는 첫날 개회식과 함께 오전, 오후 6개 

의 발표장에서 연구발• 진행되었으 

며, 저녁에는 야외 잔디밭에서 리셉션 

파티가 열렸다. 둘째날은 오전 9시부 

터 발표가 시작되었으며, 오후 5시에 

는 김용운 교수 초청 특별 강연이 있었 

다. 이어 폐회식에는 양국회장의 이름 

으로 '아시 아디 자인 학술대 회 (Asian 

Society for Science of Design ； 

ASSD)' 의 창립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선포하였으며, 석별의 정을 

나눈 환송파티에서는 우수논문상(Be~ 

st Paper Award) 시상식도 거행되었 

다.

3일째는 일본측 참가자를 위하여 특별 

히 기획된 백제문화의 일본 전래 루트 

를 탐색하는 익스커션 (Excursion) 을 

마지막으로 3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따라서 이 글은 이 학술 행사가 개최되 

기까지의 과정과 개최 내용, 의의, 그 

리고 전망 등에 대해 대회의 책임을 맡 

았던 대회실행위원장의 입장에서 준비 

및 진행과정의 기록을 중심으로 정리 

한 것이다.

개최 배경 맟 과정

'96년 8월, 일본디자인학회로부터 한 

장의 전송문이 나의 연구실로 날아왔 

다. 치바대학 공업의장학과 스기야마 

카즈오(杉山和雄)교수의 이름으로 온 

서한으로 일본과 한국디자인학회의 학 

술교류에 대한 제의가 주 내용이었다. 

평소 양국디자인학 분야의 교류에 관 

심을 갖고 있던 필자로서 이 제의에 원 

칙적으로 동의하고, 9월에 디자인계 

원로인 박대순 교수를 비롯하여 한국 

디자인학회 운영위원들과 서울에서 처 

음으로 상견례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국디자인학회 오근재 회장도 학술교 

류의 동의를 표명하였으며 실행을 위 

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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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회 측에서는 필자가 기획을 맡아 한국디자인학회의 입 

장을 정리하였으며, '96년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일본 야마 

카타시（山形市） 토후쿠예술공과대학（東北藝術工科大學에서 

개최된 저】43회 일본디자인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참가하여 

동이사회 석상에서 한국측 의견을 발표하였다. 이후 양국학회 

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행위원회를 조직한 

후 대회 실현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기 시작했다.

해가 바뀌어 그간 E-mail, 전화, 팩스 등의 통신 회의를 통 

하여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던 중 '97년 3월초에는 일본측 

실행위원장의 자격으로 스기야마 교수가 내한하여 한국측 

실행위원장을 맡은 필자와 함께 대회준비를 위한 회의를 진 

행하였다.

'97 한 일디자인심포지엄 접수장면

이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대회의 규모, 장소. 일시, 양국학 

회의 역할 분장, 진행 일정 등에 대한 조정이었으며, 그 결과 

논문발표 수는 양국에서 각각 40여편 정도로 하고, '97년 10 

월 중에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논문 모집안내, 

심사일정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그후 한국디자인학회에서는 이 심포지엄을 '97년 가을학술대 

회를 겸하여 개최키로 하고 학회회원에게 공개적으로 안내하 

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논문마감일이 다가오면서 일본측의 신청자 수가 폭발 

적으로 증가한다는 소식과 함께 한국 측의 발표 신청자 수도 

예상을 넘기 시작하여 대회규모를 확대해야할 것 같은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최종적으로 마감된 논문 수는 일본이 107편, 한국이 60편으 

로 집계되었으며, 심사과정과 본인의 사퇴 의사를 반영하여 

발표된 논문 수는 한국이 56편, 일본이 101편으로 총 157편 

이었다. 그러나 일본디자인학회를 통해 발표 신청한 중국 다 

일란대학（大連大學）의 왕 츄안씨는 한국 비자를 발급받지 못 ..

과 일본에 국한되었지만 이번 대회를 

계기로 아시아 지역은 물론 범세계적 

인 학술 교류의 장으로 확대해 갈 기틀 

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도 큰 의의 중

의 하나일 것이다.

특히 이번 대회를 통해 일본디자인계 

의 연구동향, 방법 등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며 , 반대로 우리 

나라 디자인계의 잠재력과 활력을 일 

본디자인계에 할 수 있었다는 점

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이번에 처음으로 대규모 학술 교류를 

시작한 일본디자인학회는 이미 1953 

년에 창립되어 금년에 44주년을 맞이 

하였으며, 회원 수는 3,000명에 이른

해 발표를 하지 못하는 일도 발생했다.

대회 내용

다. 그러나 일본디자인학회 역시 초기 

에는 소규모의 연구집단으로 학문적 

성취욕을 가진 몇몇 학자들의 노력에 

의해 시작되었다. 당시 발표된 논문의

한•일디자인사상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디자인심포지엄은 여 

러 가지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한국디자인학회의 경우, 1994년 5월 재발족의 형태를 빌어 

학회활동을 재개한 이후 매년 회원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논 

문투고의 수도 늘고 있다. 또한 봄•가을에 열리는 학술대회 역 

시 각 대학을 돌며 학술교류의 장을 넓혀가고 있는 가운데. 이 

제 국제적인 교류에까지 이른 것이다. 물론 이번 대회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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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은 대부분 기초디자인교육, 바우하우스 조형교육의 이론 

소개. 디자인의 가치이론, 형태론, 디자인과 사회. 경제론 등 

기초적 연구가 주류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해를 거듭하면서 

디자인의 논리적 접근방법에 대한 연구 체계가 확립되기 시작 

하여 디자인의 학문적 위상 정립에도 기여하기 시작했다. 특 

히 1975년에는 학회창립 20주년 기념 논문집을 발행하였으 

며 디자인학이 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여러 학자들의 논문 

이 실리기도 했었다.

현재 일본디자인학회의 춘계학술대회는 특정한 주제를 정하 

여 심도있는 토론의 장을 만들거나, 강연회의 형식으로 진행 

하여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고 있다. 또 가을학술대회는 일반회원 

모두에게 사전 심의를 거쳐 발표의 기 

회를 제공함으로써 연구자들의 연구 

내용을 함께 숙의하고 지식을 공유하 

는 발표의 장을 만들어 가고 있다. 또 

한 디자인 연구의 특성상 논문연구 이 

외의 실무위주 연구자에게도 작품발표 

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이는 제품디 

자인, 시각전달디자인, 컴퓨터응용디 

자인, 환경디자인 등 실무에서 나온 결 

과물을 패널로 제작하여 그 연구과정 

을 전시하고, 논리적으로 발표하도록 

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디자인학회는 매년 격월간의 논문 

집과 4회의 특집호（Special IssueX 

간행하고 있으며, 각 연구분과별로 왕 

성 한 분과활동을 전개 하고 있다.

이번 '97 한•일디자인심포지엄의 발표 

장은 인간공학 및 감성공학, 그래픽, 

환경, 방법론 및 평가, 디자인 조사, 인 

터페이스 및 정보디자인, 가구 및 목공 

예, 조형론 등 8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 

되었으며 , 각 발표장에는 좌장 1인, 통 

역 1인, 그리고 진행도우미 2인이 배 

치되어 발표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 

였다.

이번 대회의 사용언어는 한•일 양국어 

로 하였으며 이는 대회참가자 수를 늘 

리는데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국제행 

사의 경우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사용언 

어 문제이며 , 이는 의사소통에 큰 변수 

로 작용하기 때문에 처음 기획 단계부 

터 심사숙고하였다.

결과적으로 한•일 양국어의 채택은 발 

환송파티에서 케익을 절단하는 모含

좌로부터 일본측 실행위원장 스기야마 교수. 일본디자인학회장

미야자키 교수. 한국디자인학회 부회장 박영순 교수. 한국측 실행

표자나 참가자의 수를 증가시키는데는 

크게 작용하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장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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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송파티예서 건배（필자. 모리 교수. 박영순 교수）

발표시간이 반으로 줄어드는 제약이 있어 충분한 내용 전달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대회 참가등록자 수는 한국의 경우 정회원이 200여 명, 

일반 50여 명, 학생 80여 명, 발표자 56명이었으며, 일본은 

발표자 및 참가자 126명으로 500여 명이 넘었다. 특히 일본 

측에서는 학회 원로이며 학장을 지냈던 모리 노리히코 교수 

및 미야자키 키요시 현 학회장, 부회장인 츠쿠바대학의 하라 

다 아키라 교수 등 일본 디자인학계에 많은 공헌을 해 온 학자 

들이 대거 참석하였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일본에서 현재 공부 중인 유학생들과, 일 

본 유학 후 귀국하여 국내 대학이나 기업에서 활약하고 있는 

졸업생들이 통역 자원봉사자로서 뿐만 아니라 연구 발표면에 

서도 큰 역 할을 하였다

첫날 발표가 끝난 후에는 저녁 7시부터 야외 잔디밭에서 리셉 

션 파티가 진행되었다. 식전 행사로서 '길놀이 와 한국전통춤 

'살풀이 의 공연이 있었으며 , KAIST 김충기 부원장의 환영사 

와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노장우 원장（이순인 진흥본부장이 

대리 참석）, 일본디자인학회 미야자키 학회장, 한국디자인단 

체 총연합회장 조영제 교수의 축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어 

서 양국학회의 기념패 교환 및 선물 교환이 있었는데, 일본디 

자인학회에서는 과거 44년간 발행된 일본디자인학회지 전권 

을 한질 기증해 주었으며 , 우리 학회에서도 디자인학연구 지 

전권을 기증하였다.

이틀째의 발표가 끝난 후 오후 5시부터는 한양대 명예교수인 

김용운 교수 초청 기념강연이 진행되었다. '문화를 통하여 보 

는 한•일디자인의 비교 라는 제목으로 거행된 강연회에서는 

김교수 자신이 한국어와 일본어를 동시에 사용하며 해박한 문 

화론을 전개하여 청중을 감탄케 하였다. 특히 일본측 참가자 

들은 김교수의 한국적 자연미와 일본적 격식미에 대한 비교에 

홍미를 가지고 경청하였다. 강연회에 이어 진행된 폐회식에서

는 양국학회의 향후의 의지를 담은 공 

동선언문이 양측 학회장의 이름으로 

선포되었다. 그 내용을 전재하면 다음 

과 같으며, 이 공동선언이야말로 이번 

대회의 큰 수확이라고 생각된다.

한국디자인학회와 일본디자인학회는 

디자인학의 진흥을 위하여 아시아 지 

역은 물론 범세계적으로 국제간의 결 

속을 위해 공동의 힘을 기울이는 일이 

다가올 새시대의 사명이라는 점에 인 

식을 같이하며, 1999년에 '아시아디 

자인학술회의'의 설립을 항해 노력할 

것을 양국 디자인학회의 이름으로 선 

언합니다.”

1997년 10월 18일 

한국디자인학회장 오근재 

일본디자인학회장 미야자키 키요시

리셉션파티에서 기념품을 교환하는 양국학회회장 오근재 교수（좌）와 미야자키 교수（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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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후전망

우수논문상 수상자. 좌로부터 하라다 교수 김승희 교수, 이건표 교수 우흥룡 교수

환송파티는 대회장이던 국제회의장 로비에서 떡으로 만들어 

진 기념 케익절단으로 시작되었다. 양측 학회장과 실행위원장 

이 샴페인으로 축배를 제의했으며, 우수논문상（Best Paper 

Award） 시상식이 함께 거행되었다. 일본측 논문편집위원장 

아오키 히로유키 교수가 우수는문상 선출과정을 설명하고 세 

편의수는몬올 발표하였다. 결과적으로 일본에서 1편, 한국 

에서 2편이 선정되었는데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한국측

우흥룡（서울산업대학）

산업디자인 개발을 위한 컴퓨터 지원시스템 연구一문제해 

결과정으로서 디자인 종합 모듈을 중심으로

서종환 （삼성중공업）, 이건표 （한국과학기술원）

제품디자인에 있어서 사용자 참여적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一조형화 과정을 위한 디자인 정보시스템 개발

•일본측

Lee, Seung-Hee, Harada Akira（Univ. of Tsukuba）, 

Kato Toshika zu（MITD

Kansei Evaluation of Subjective Image by Iconic 

Symbolization—A Trial of Development of Support Tool 

fbr Design Approach

1 년여의 준비과정을 거쳐 실현된 이번 

*1997 한•일디자인심포지엄은 한국 

디자인 학회와 일본디자인 학회의 입장 

에서 서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던 

중요한 대회였다고 할 수 있으며 새로 

운 역사를 기록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본 

다.

대회에 참여했던 일본인은 한국 디자 

인 분야의 저력에 경탄하였고, 한국인 

들은 일본 디자인학 분야와의 접촉기 

회를 의미 깊게 생각하였다. 또한 겸 

허한 자세로 내일의 발전을 위한 반성 

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평 

가된다.

일본디자인학회는 이미 1953년에 설 

립하여 지금까지 일본디자인학회의 학 

문적 발전에 크게 공헌해 왔다. 학문의 

응용분야도 다지（多枝에 걸쳐 있으 

며 , 현재 3,0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 

되어 있다. 한국디자인학회와의 공식 

적인 교류는 이번이 처음이지만 앞으 

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양국디자인 

학 발전을 기대해 본다.

마지막날에는 이번 대회가 1회성 행사 

로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 내년도 

1998년 가을에는 타이완 디자인학회 

와 3개국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 

기로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장래 

1999년에는 '아시아디자인학술회의 

설립을 목표로 노력해 갈 것을 공동선 

언하였다. 이는 디자인학이 국제간의 

학제적 연구를 통하여 쾌적한 인간생 

활 창출을 위한 공통 분모라는 데 인식 

을 같이하며 영원히 발전해 갈 수 있으 

리라는 확신과 함께 '親•和•情•知'의 

세계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해 본다巧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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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c

한국산업 디자인 진흥원에서는 기업의 실무디자이너와 관련자들이 일본의 

최신 포장디자인 경향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2월 5일 

부터 9일까지 5일간 KIDP 전시장에서 '97 일본우수포장디자인전을 

개최했다.

일본우수포장디자인전(JPC : Japan Packaging Competition)은 지 

난 1961년부터 일본패키지 디자인협회 (JPDA)와 일본인쇄산업 연합회 

등 민간단체가 주축이 되어 36년 동안 매년 개최해 오는 공모전이다. 일 

본 통산성에서 적극 후원하고 있으며, 포장디자인 분야에서도 세계적으 

로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국제적 규모의 전람회이다.

우리 나라는 지난 '90년부터 매년 한국산업디자인진홍원 주최, (주)한 

국폴라 주관으로 JPC전의 입상작을 엄선하여 일반에 소개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8회째로 그동안 일본 최대의 포장디자인전을 소개함으로써 

다양해져가는 포장산업의 흐름을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함과 동시에 양국 

간 문화교류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JPC 한국전은 

국내 기업의 실무 디자이너 및 관련 학교 학생들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 

자들에게도 일본의 최신 우수 포장디자인의 경향을 접하고 양국 포장디 

자인의 수준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었다. 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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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성선업q선시

힝體프』키 N

회사명: 東芝라이电（주）

특 징 : 패키지를 커뮤니케이션의 모체로 활용 

한 독창성과 신규성이 높은 디자인이다. 용도별 

문구와 심벌마크, 일러스트레이션이 소비자에 

게 흥미를 일으키게 하며 색체 밸런스도 뛰어나 

전시효과가 높다.

07 이보리，7 풀몬

우수 R 장다자皐전X
PP O I IL I

탕상선업q선상

TH 선IN용기

회사명 : （주）라이온

특 징 : 환경대응과 비용절감을 실현하였으여, 

종래의 마분지에 불이는 봉인 마분지 대신 기존 

포장라인을 활용할 수 있는 제지용기이다. 또한 

계량스푼을 현행 플라스틱 스푼에서 조립식 종 

이스푼으로 고안한 것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랑서산업상 생횔선업 국장싱

선횔힝 자브（벙티업, 키론티입）

회사명: 花王（주）

특 징 : 세계 최초로 정량기구가 곁들여진 분 

말 의류용 세제용기이다. 용기를 거꾸로 들어올 

리면 일정량의 세제가 나오고 뚜껑이 닫히도록 

고안되었다.

공업 1恰원장상

그I 트큰

회사명:凸板印刷

특 징: 볼록판인쇄의 커트캔이며 지제음료캔 

이다. 알루미늄 대신 서라믹 증착필름을 사용하 

여 상온유통, 장기보존시에도 안전하게 내용물 

을 보호해주여 전자렌지 사용도 가능하다.

링상선입성 생회선업 국장시

弱 I 즈

회사명 : （주）시세이도 인터내셔날

특 징 : '천연성분', '무첨가', '환경배려롤 

키워드로 하는 화장품 시리즈. 최소한의 풍부함 

이라는 컨솁으로 심플한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 

다.

링상선&勺 생횔선업국장상

甲। 리간치q

회사명: （주）소니

톡 징 : 슈링크필름포장이 아니라 종이를 접어 

가공해 포장하였다. 또한 필요한 갯수 만큼 간 

단히 잘라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하였다.

랑성선업성 생！！선업국장싱

글리고 픽 댁

회사명 : 江崎 글리코

특 징 : 편의점 판매에 적합하도록 공간효율적 

향상을 고려하여 디자인되었다.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사이즈로 손에 꼭 맞는 핸디타입이다.

방시선업셩 생횔선업국정啜 

선포리』피 B0SS+1

회사명 : （주）산또리

특 징 : 보스커피 의 신브랜드로 보스브랜드 

의 고유컬러인 보스블루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변화룰 함축시켜 종래의 캔커피 디자인에서 벗 

어나 새로운 마케팅을 추구하고 있다.

일본】디자인협회상

슈。I무리 스건』여

회사명 : （주）슈에무라 화장품

특 징 : 자연과 과학의 조화를 컨셉으로 상자 

의 양쪽면에 사진을 대담하게 꼴라쥬하여 표현 

하였다. 또한 소재도 환경을 고려하여 마분지를 

사용하였고 풀을 사용하지 않는 조립식이다.

6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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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본포장기술힙회장상

°!비리 거4 입소용 ■고거 잉님

회사명: （주）에바라 식품공업

톡 징 : 이 상품은 기존 소형포장물에서만 볼 

수 있었던 입구가 달린 점을 살려 대형 액체종 

이용기로 개발되었다.

%일호몬

우수 포 자디자이 처
十季 하I 卜 L L

O I ILL.

얼본甲I 팅힙회상

선호고로” 벼이고로7

회사명 : （주）록필드

톡 징 : 기름이 스며드는 것율 방지하는 고기 

능 종이를 사용한 식품 포장용기이다.

일본언쇠선업연합회장서

허여3 이본거NZ

회사명 : （주）■田제과

특 징 : 유통율 최대한 고려하여 일본과자의 

활성화와 수요확대를 표한 제풍이다. 상품사진 

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패키지로 표현하였다.

일본POP강고협회상

후거〕리. Nexia 50 Roll Kit

회사명 : （주）후지사진필름

특 징 : 녹색을 주삭상으로 하여 서련된 상품 

패키지로 표현하였다. 수송용과 POP를 겸하고 

간단하게 진열할 수 있도록 하여 상품효과를 높 

였다.

일본언4선업연합회장싱 

曾N여가는 거기왹 려민

회사명 : （주）日淸식품

특 X ： 독특한 제품의 이름처럼 전문적이고 

사치스러운 맛의 설계률 한 고가격대의 냉동라 

면이다. 패키지도 검정을 기본으로 그라데이션 

하여 표현하는 둥 고급스러움을 나타내었다.

일본빅회짐1회장서

밍험서디즈 건쳔N딕

회사명 : （주）松下전지공업

툭 징 :명함이나 전화카드룰 넣을 수 있는 건 

전지 선물 포장디자인이다.

일본인쇠선업인합회장성

오지비닛또

회사명 : （주）타카노푸드

특 징 : 종이컵 표연에 폴리에틸렌 발포가공을 

하여 보온성을 높이고, 제조라인의 효율성도 향 

상시켰다.

입본인시선업연합회장상

션■융 키"트

회사명 : （주소니

특 징 : 종이로 제작한 선물용 카세트 케이스이 

다. 종레의 PP커이스에서 종이로 변경하였고 7종 

의 메시지를 넣어서 간단하게 보낼 수 있다.

일본언쇄선업연합회장서

리텨신드 젼융 냅

회사명 주일본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특 징 :부직포를 사용하여위생적으로 포장해 

서 먹을 수 았는 랩이다.

포장도 손쉽고 기름기를 흠수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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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의 경제와 문화, 그리고 디자인 환경

• Heiki Kongi / 에스토니아 디자인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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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라명 ： The Republic of Estonia

국가형태 ： Fbrliamentary Republic

와치 ：북유럽. 서쪽으로 발트해,북쪽으로 핀란드만, 동쪽으로 근內아, 남쪽으로 라트비아와 접하있다.

척 ：45Z&ni발트해의 1,520개 삼들을 포함）

인구: W82p9947 월 추정치）

人!•용언어 : 에스토니아어, 라트비아어, 리투아니아어, 러시아어 등

수도: TM

기후 : 시원한 여름과 온회한 겨울（수도인 Tallinr^ 경우 겨울에 -5c 여름에 成 정되

꾹】 : Bluestone 285C）, Black, White로 구성. 에스토니아를 平!내는 것 뿐만아니라 에스토니아의 역사와 만속 문화를 

나타내주고 았才匸止팅:: 신념, 로열티,한산을 나태넴• 晓 하늘, 브다,호冬의 선명한 색을 빈영.」검정: 에스토니아 사 

럄들이 고머 어두운 시다를 빈영.에스토니아 전통 소작농의 감정 자쳇을 나타냄.二흰색 :겨발과 덕을 추구하는 갓을 니타 

내現자작나무껍질과 눈을 理.

산업구조 : 저조 & 산업 - 42%, 농업 & 임업 - 20%, 기타-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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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되어 상품의 질과 가격으로 만족 

되어진다. 이것은 에스토니아의 제품 

이 유럽 시장으로 파고들어가는데 매 

우 미묘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불만족스러운 질과 디자 

인, 포장, 혹은 그러한 구성요소의 전 

체적 부재에서 기인한 것이다.

에스토니아 제품의 질과 디자인의 

수준에 대한 다음의 언급은 Estonian 

Industry 93' 전시회의 분석과 에스토

❹ 람들과 사회의 심적 변화는 그 속도가 매우 빠르 

다. 또한 사람들은 과거의 실패를 고려하지 않고 유럽 

의 미래에 대해 예측하려 한다. 정치인들과 경제학자 

들의 연구보고서 안에서 우리는 유럽이나 미주시장에 

대한 힌트라든가 우리 경제에 대한 미래 예측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 경제적인 목표를 인식하는 추 

측이 하나의 성공적 구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선진국의 디자인과 관련된 산업 활동은 문화와 라 

이프스타일을 형성하고 지역과 국가 목표를 구체화시 

키는지배적 요소가 되었다.

•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한지속적 능력

• 안정된 지역 경제

• 진행과정에 있어서의 생태적 균형

: 원자재 생산 - 상품의 생산 一 상품의 소비

니아 디자이너들의 제안에 의거해 

EMI (Estonian Management Insti- 

tutQ에서 연구한 탑매니저들 사이에 

서 수행되어진 조사자료에 근거한 것 

이다.

우리가 허용하는 큰 보편화(Gene

ration) 에 따른 대부분의 문제들은 에 

스토니아 정부의 일관된 디자인정책의 

부재에서 기인된다.

정치학분야

• 사적재산과 시장경제에 기초하여 제

상품공급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장상황의 

세가지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 질 : 모든 생산단계에서 포함되어진 전문적 지식 

기술의 정도

•디자인 : 상품으로 구체화된 생태적, 경제적 이해로 

이것은 제조자의 교육과 윤리적 수준으로 인식되어진 

다. 디자인이란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되어지고 

인간사회와 계속적으로 어울리면서 발전해 나아가는 

라이프 스타일, 사고방식으로 구체화된 철학이다.

• 포장되어져야 할 모든 것

유럽에서는 이러한 모든 추측들이 계속적인 문화의 

발달 결과로 변화되어 왔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즉 

각적으로 인식되어지지 못한 것일지도 모른다.

현재의 시장상황에서 상품과 서비스는 에스토니아 

내에서 생산되어 에스토니아 국내시장의 소비자에게

품이 생산되고 있지 않다.

• 통합된 제조공정의 발달이 불충분하 

다.

• 유행하고 있는 것이 원자재 수줄에 

도움이 되는 경향이다. 상품수출에 

도움이 되는 어떠한 정치적 시도도 

없다.

• 라이센스 제품이나 국제적 계약같은 

혁신적 과정에서 국가의 기술적 지 

식을 어떻게 포함하는가 하는 문제 

는 고려치 않고 있다.

• 조세제도가 연구, 투자를 자극하지 

못한다.

• 정부에 디자인 컨설턴트를 위한 어 

떠한위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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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분야

• 마케팅 조사가 실현과정과 제작에 

관련되어 있지 않고 불충분하게 행 

해진다.

• 기업들이 국제시장조사에 관한 경험 

과 방법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 제품들이 어떤 특정 시장에서 자리 

매김 되어지지 못하고 있다.

교육분야

• 어떠한 질적 프로그램과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는 디 

자인도 없다.

기술 분야

• 고도의 기술을 이용한 제품이 없다.

• 국가 내에 완벽한 고도의 기술과 디자인을 가진 지 

방기업이 없다.

• 대체로 생산공정이 포장된 제품이 아니라 상품 그 

자체로 생산이 끝난다.

• 여러 가지 다른 수준으로 이루어진 

디자인분야 프로그램이 없다.

• 학교의 디자인학과 교수와 교사들의 

자질이 부족하다.

• 대학이나 학교의 디자인분야 시설이 

미흡하다.

경제분야

• 가격형성이 시장조사에 기초를 두어 나오는 것이 아 

니다.

• 상품의 가격을 계획할 때 광고에 필요한 비용을 충 

분히 고려하지 않는다.

• 혁신에 소요되는 비용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다

• 전체 과정에서 '원자재 一* 생산품 一 마케팅 一 소 

비과정 등 생태학적 문제해결에 대한 투자가 없다.

경영분야

* 대부분의 경영자들이 디자인에 대해 문외한이다.

• 경영자들이 다른 상품과 상품생산자에게 分H될 수 

있는 수단인 CI에 대한 지식이 결여되어 있다.

• 경영자들의 광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 디자인과 광고에 대한 현대적 개념이 경영자들에게 

널리 퍼져 있지 못하다.

• 경영의 모든 분야에 있어 경쟁력이 확보되어 있지 

못하다.

과학과 이론분야

• 디자인에 관한 정의는 통일되어지거 

나 정의되어 있지 않다.

• 디자인분야에서의 연구가 부진하다.

• 디자인분야 연구와 발전을 위한 재 

정적 후원이 부재되어 있다.

정보분야

• 상품의 포장과 질에 유효한 국제적 

유럽기夺1 체계화 되어있지 못하고 

사용하기 어렵게 되어있다.

• 디자인, 광고, 연구논문, 저널, 출판 

목록분야, 다른 관련분야 데이터 등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정부국가 내 

의 전문적인 부서나 도서관이 없다.

• 국립디자인센터가 없다.

• 전문적인 디자인전시회, 세미나, 심

『사어디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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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식분야를 촉진할만한 조세제도

포지엄 등이 별로 없다.

사회정치학분야

• 에스토니아사회에서 수세기를 거쳐 형성되어 사회 

발전에 일정 몫을 담당했던 피라미드식 계급조직이 

파괴되고 있다.

• 에스토니아에서는 자국의 힘, 종교, 국가적 기술력 

같은, 국가 문화를 형성하고 실현시키는 체인이 제 

한되어왔다.

• 위의 두가지로 인한 건전한 경제, 생태, 생활방식의 

제한으로 사회에서의 도덕적인 위기를 초래하고 있 

다.

디자인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예측들

• 국가의 아이덴티티 강화

• 가장 예민한 정치 , 경제적 문제들의 안정화

• 타국가들의 경제와통합

•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반드시 어 

떠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행 

하기 전에 반드시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정상적인 원칙이 존재하는 경제체제를 형성하기 위 

해서는, 부패와 범죄를 추방해야 할 것이다.

디자인발전을 위한 추진활동

경제분야

1. 정부의 수준과 디자인 프로그램, 그 메카니즘 조정

교육분야

1. 디자인연구를 위한 프로그램

2. 디자인 강사와 교수를 교육시키기 

위한 시스템

3. 고급연수과정에 전문디자이너를 연 

수시키거나 혹은 시장경제의 수요 

에 따라 그들을 재교육시키기 위한 

자료개발

정보분야

1. 디자인관련 문학과 출판목록의 기 

초를 세우는 조건들

2. 국제적 표준과 수준의 중심기초 확 

립

조직(Organizing) 분야

1• 국립디자인센터 설립

2. 디자인카운셀러의 위치 확보

3. 국가적 디자인과 질을 준비하는 팀 

을조직

에스토니아는 위에서 나열된 것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특히 

이를 위하여 기타 다른 방법으로 이 모 

든 것에 접근해 나갈 수 있고, 이러한 

발전의 방법을 바꾸는 사람은 없을 것 

이다.

그러나 아직 디자인이나 그로부터 

나오는 경제와 문화에 관련된 몇몇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유도해나가는 정 

부의 경쟁력을 키워나가야만 할 것이 

다. ki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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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 : Emmly and Martha, 남아프리카예술가

디자이너 : Peier MacDonald. 스코틀랜드. 수직 공예가

] ] 리티시 에어웨이스(BA)는 영국을 대표하는 항공사다. 

----- •지난 '74년 브리티시 오버시즈항공(BOAC)과 브리티 

시 유러피언항공(BEA)을 합병해 설립됐다. 당초 국영항공사 

로 출발했으나, '87년 민영화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읏】、다. 특 

히 BA는 최근 몇 년째 세계에서 신뢰도가 가장 높은 항공사로 

선정될 만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BA는 지난 '95년 이후 대대적인 이미지 개편작업을 벌여왔 

다. *BA 월드 이미지' 라고 명명된 이 캠페인에는 6천만 파운 

드라는 거액의 비용이 투입됐다.

이미지 개편의 목적은 BA가 영국 항공사라는 이미지와 함께 

세계 항공사로서의 이미지를 갖는 것이다. BA를 이용하는 승 

객의 60%는 비(非)영국인인 실정에서 영국만의 이미지를 고 

집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BA가 새로운 이미지로 들고 나온 것은 ‘세계(Global)'와 

'보살핌 (Caring)' 이다.

세계를 무대 삼아 세계 각국의 승객들을 상대로 정성이 담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가 들어있다. BA 월드 이 

미지 작업에 참가한 디자인 자문회사 뉴얼 앤드 소렐사의 책임 

자 존 소렐은 "BA 월드 이미지는 한마디로 BA가 더 이상 영국 

만의 항공사가 아님을 의미한다. 우리는 BA를 코카콜라나 마 

이크로 소프트처럼 세계적 브랜드로 만든다는 생각으로 작업 

에 임했다'고 설명한다.

해외의 산업디자인•영국브리티시 에어웨이스(BA)上A의새로운이口 ।지전략
BRITISH AIRWAYS 

Global Internet Venue • 정우 량/중앙일보 국제부기자

디자이너 : Matazo Kayama. 일본 교또, 예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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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개편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새로운 로고와 브랜드의 

개발이었다. 기본방향은 영국 국기인 유니언 잭이 갖는 요소를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었다. 기존의 BA 로고•브랜드가 유니언 

잭의 기본 컬러인 적 •청 •백을 토대로 하고 영국 왕실을 상징하 

는 왕관을 곁들였음에 반해 새 로고•브랜드는 적 •청 백의 비중 

을 크게 줄이고 왕관을 없애버렸다.

7}■장 두드러진 특징은 보잉 747 점보기 꼬리날개의 로고디 

자인을 10가지 종류로 다양화한 것이다. 비행기가 취항하는 

노선에 따라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렸다. 예를 들어 아시아 노선 

에 취항하는 비행기는 한자 서예를 바탕으로 했으며, 아프리카 

노선에 취항하는 비행기는 아프리카 토속문양을 채용했다. 뿐 

만 아니라 비행기 티켓•하물（荷物） 인식표 둥도 노선에 따라 

서로 다른 로고디자인을 채용했다.

BA의 이같은 혁명적 변화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다. 우선 반 

대여론이 강했다.

승객뿐만 아니라 직원들조차도 끔찍하다 는 반응■이 많았다. 

한 승객은 '빈민가 골목 담벽에서나 볼 수 있는 낙서나 다름없 

다”고 혹평했다. 또 다른 승객은 '*BA의 점잖고 세련된 이미지 

가 없어지고 제3세계 국가의 싸구려 항공사처럼 보인다. 남는 

돈이 있으면 새로운 비행기 도입에 쓰叩고 점잖게 충고하기 

도 했다

마거릿 대처 전（前）영국총리는 지난 10월 잉글랜드 블렉플에 

서 열린 보수당 전당대회에 참석하면서 BA 부스로 일부러 찾 

아와 전시된 BA 비행기 모형에 그려진 로고디자인에 불만을 

터트리면서 손수건을 꺼내 비행기 꼬리를 가리는 해프닝을 벌 

이기도 했다. 또 보수당 중진인 앨런 클라크의원은 “앞으로는 

BA 대신 스위스 항공을 타겠다'고 실망감을 표시 했다.

＜기 에 반해 BA 경영진은 새로운 로고 디자인에 대만족이다. 

이들은새로운로고가 '자극적 이라고스스로평가하면서 “일 

반승객들도 BA의 새로운 로고에 점차 친근감을 느끼게 될 것' 

이 라고 낙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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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 : Hugo Kaagman,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예술가

디자이너 : Timothy O' Neill. 아일랜드 더블린. 켈트족 서예가

디자이너 : Cgoise：Cg'ose Ntcoxb'. 칼라하리 사막. 예술가

디자인 전문가들도 BA의 새로운 로고가 과거의 낡은 전 

통에서 벗어나 미래를 보여줬다고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들은 새롭게 천년을 여는 21세기를 맞아 영국이 기울어가는 

힘없는 나라가 아니라 새롭게 일어나는 활기찬 나라임을 보여 

주기 위해서는 과거 전통과 결별할 필요가 있으며 , 특히 영국 

의 전통적 국가관에서 탈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문화비평가 콘웨이 로이드 모건은 지난 10월호 그래픽 인 

터내셔널지에 실린 기고에서 지난 20년 동안 영국의 匸］자인계 

는 대처리즘의 질곡에 갇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다가 이제야 

비로소 자유로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영국의 디자인은 세계적 보편성을 추구하는 가운데서 영국적 

특성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이드 모건은 그런 의미에서 BA의 시도는 영국 디자인 

의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미래를 찾기 위한 바람직한 노력이 

라고 결론지었다. ki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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力口 대 산업사회에서 디자인은 기업의 흥망성쇄를 결정해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손꼽힌다. 미국의 가

구시장에서 벌어진 최근의 몇 가지 특기할만한 사건들도 바로 

그런 예에 해당된다.

【기국의 가구시장은 연간 3백 50억 달러 （35조원）에 달할 만 

큼 방대하다. 국민소득이 높기도 하지만 생활구조상 필요로 하 

는 가구의 종류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남에게 과시하 

기 위해 집만 번지르르하게 지어 놓고 사는게 아니라, 집값의

현대적 감각의 디자인을 바탕으로 미국시장올 강타한 나투지，등 이탈리아 가구 절반 정도나 되는 돈을 내부장식 에 할애하는 전통적 사고방식 

도 이 나라에서 가구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어 왔다.

따라서 지금까지 가구산업은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사업 중 하 

나로 여겨져 왔었다.

그런데 이변이 생긴 것이다. 미국의 가구유통업계에서 2위와 

4위를 차지하고 있던 레비츠사와 몽고메리워드사가 지난 10 
월, 채권집행 보류를 위한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이다. 빚을 갚 

을 능력이 없어 부도를 막기 위해 미리 법원의 힘을 빌리려는 

조치였다. 두 회사의 부채규모는 이자만 각각 일주일에 1백만 

달러 （약 1억원）씩 내야할 정도로 크다. 이는 이들 두회사의 매 

출을 감안할 때 더이상 지탱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 상 

태임을 의미한다.

해외의 산업디자인•미국의 가구시장 전통 가구리자里의 몰락

•이규 민/동아일보 뉴욕특파원

두회사는 미국가구의 대명사처럼 여겨질 정도로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아" 왔기 때문에 이번 법정관리신청은 미국 경제계에 

매우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

반세기 동안 미국내 가구우통업계를 주름잡아 오면서 떼돈을 

벌어들였던 이들 두 유명업체의 몰락은 과연 어디서 기인한 것 

인가?

기업전문가들의 분석은 이들 업체가 디자인 싸움에서 패한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결과를 내놓았다. 양사가 모두 시대

감각에 뒤지는 전통가구의 재고를 엄청나게 보유한 것이 재정

•. 산업디자인의 중요성이 다

전통디자인에 안주하다 몰락한 미국 제2의 가구업체 레비츠사의 가구 시 한번 강조되 는 순간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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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적 감각의 디자인울 바탕으로 미국시장을 강타한 나투지' 등 이탈리아 가구

o] 보고서에 따르면 두 회사는 과거의 명성에만 안주하다가 

가구디자인의 변화 흐름을 놓치고 말았다. 아닌게 아니라 불과 

3〜4년 전만 해도 이들 두회사를 비롯, 미국내 상위 5개 정도 

의 가구업체들이 만들어 내는 물건이면 시장에서 그것이 곧 교 

범적인 디자인으로 여겨질 정도로 철저하게 공급자 위주의 시 

장이 유지돼 왔었다.

수려한 디자인과 정교한 설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져 미국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스웨덴 이케아 사의 조립식가구

그러나 현대의 신세대 소비자들은 가구에 관해서도 기성세대 

와 전혀 다른 감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즉 컴퓨터 

시대에 들어서면서 소비자들은 전통가구보다 贏] 싼 조립식 

가구나 이동식가구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아주 값이 비싼 수입 

가구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 스웨덴이 본고장인 '이 

케아' 라는 조립식 가구회사가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30%가 

넘는 고성장을 이룬 것은 산뜻한 디자인의 조립식 가구가 젊은 

층을 바탕으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에서는 디자인에서 월등히 앞선 '나투지' 둥 이탈 

리아의 가구업체들이 작년 말을 기준으로 할 때 미국시장을 

34%나 잠식하고 들어와 미국 가구업체들의 설 땅을 박탈해 

나갔다. 미국 가구시장에서 외국산 가구의 지속적인 수입증가 

현상은 미상무부 통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작년 한 해 미 

국이 수입한 외국산 가구는 1백20억 달러（약 12조원）에 달해 

전년대비 12.3%의 증가율을 보였다. 전통가구의 쇠락과 현대 

적 감각의 수입가구 선호 추세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O卜이러니컬하게도 미국에 전통적 디자인의 가구를 유행시킨 

유럽회사들이 재빠르게 디자인을 바꿔 현대인의 구미에 맞는 

제품을 선보이는 동안 미국회사들은 뒤늦게까지 전통가구의 

디자인에 안주하다가 몰락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결코 망할 것처럼 보이지 않던 기업들도 디자인에 소홀할 때 어 

떤 결과를 맞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적인 사례라고 하겠다.ki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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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서do Compact Car의 'Smart' 모델

r 프랑크푸르트 국제 모터쇼에서 제시된 수 많은 컨
M / 셉과 제안들은 전문가들에 의하여 전체적으로 종 

합되어지고, 또 이를 통하여 미래의 자동차 산업의 방향^ 조 

명되고 예견되어지고 있다.

이를 대체적으로 정리해 본다면 미래의 세계 자동차 산업은 차 

체의 축소와 새로운 첨단 소재의 적용, 그리고 새로운 패턴의 

색채를 통한 스마트한 컨셉과 디자인이 반드시 요구되어짐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우리 나라의 자동차 산업이 앞으로 보다 강한 국제경쟁 

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부응하여 이에 대 

한 지속적인 연구 투자와 새로운 모델의 개발, 그리고 첨단소 

재의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만 할 것이다.

필자는 금번 모터쇼에서 발표된 모델 중 이러한 미래의 컨셉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대표적인 자동차 모델들의 예를 통하 

여 우리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제시하고자 한다.

Micro Compact Car-^marf

'95년 5월 NTotjust another car 라는 자신에 찬 표어를 내걸고 

SMH사와• 메르세데스 벤츠사의 합작회사-인 Micro Compact 

Car(MOC AG)는 벤츠가 81%, SMH가 19%의 주식을 소유한 

합작회사로 프랑크푸르트 국제 모터쇼(IAA)를 통하여 최초로 

*Smart 라는 새로운 모델이 발표되었다.

해외의 산업디자인 • '97 프랑크푸르트 국제모터쇼 口 I 라!자동차여I 匚H한 새로운

컨셉과 제안

• 윤 종 영 / KIDP 독일통신원. 독일 에센국립종합대 산업디자인대학원 인체공학 박사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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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아우디사의 2000년 출시 예정인 새로운 모델 *AI 2*

독일 아우디사의 2000년 츨시 예정인 새로운 모델의 내부 인테리어

컨셉에 대한 동기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교통량과 주차난으 

로 인한 교통장애를 해결하고, 운전자의 자유로운 회전반경 등 

과 같은 원활한 운전 환경과 미래 도시형에 적합하도록 가장 

효율적으로 작은 차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도시의 교통상황, 수퍼마켓에서의 장보기 등의 여러 가 

지 상황과 요소들이 고려된 연구와 실험을 통하여 직선길이 

2.50m, 차중량 680Kg 이라는 최소한의 크기와 무게가 결정되 

었다. 또한 Body Panels은 Red, YeUow, Black, White를 기본 

색으로 하여 3가지의 색을 차체에 조화롭게 표현했다.

독일 아우디(AUDI)사-AI 2

'AI 2 는 아우디사의 연구결정체인 특수 알루미늄으로 Body 
와 틀이 제작되었다. 이러한 알루미늄 소재는 이미 아우디 모 

델 중의 하나인 Luxusauto A 8' 모델에 시험적으로 사용하였 

으며 중량의 감소850Km에 따른 연비 의 증가와 안전 

도 등에서 혁신적인 성공을거두었다.

새로운 모델에는 Dreizylinder—Benzin—Direkteinspritzer의 

동력장치가 장착되었으며 , lOOKm당 연비가 4.3리터이다. 

실내 인테리어는 가벼운 차체의 이미지와 부합되는 밝은 계통 

의 고급스러운 파스텔 톤을 사용하였으며 내부 구조물도 또한 

첨단소재와 전자장치를 사용하여 제품의 첨단화와 고급화를 

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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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Rover사의 서ini 시리즈 'Cooper'

독일 다임믈러 벤츠사의 2인용 3륜차

영국 Rover사-Mini 시리즈 'Cooper'

'59년부터 자동차 엔지니어인 Alec Issigonis에 의해 개발된 

Mini모델들은 그동안 꾸준히 세계의 자동차 애호가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왔다. 이번에 새로 발표된 신 모델은 기존모델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길이를 45cm 더 늘렸으며 전면의 냉 

각그릴을 약간 확대하고 크롬도금을 하였다. 이 모델은 2000 
년에 출시될 예정이다.

독일 다임믈려 밴츠사-2인용 3륜차

독일 다임믈러 벤츠사의 2인용 3륜차
독일의 다임믈러 벤츠사 디자인팀은 벤츠의 새로운 모델인 A- 
Class의 1.6리터 엔진을 장착한 삼륜차를 발표하였다. 커브 반 

경이 30°이며 커브시의 저항을 기술적으로 해결하였다. 미래 

의 도시형에 적합한 차이다.

헬멧이 필요하지 읺온 모텨 사이클

독일의 BMW사는 '92년부터 Prototype CI의 개발을 시작했 

으며 이번에 발표한 CI모델은 이러한 연구의 결정체로서 우선 

안전도를 높일 수 있는 안전벨트를 장착하였고 전면이 유리로 

된 덮개를 사용하여 헬멧착용의 불편함을 해결하였으며 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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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BMW사의 헬멧이 필요하지 않은 모터사이클

독일 포르셰의 911시리즈

독일 폭스바겐사의 신모델

시의 바람에 대한 저항과 날씨변화에 따른 운전자의 불편함을 

보완하였다. 2000년에 출시될 예정이며 예상 판매가격은 

10,000 DM(한화 약 5600,000원) 이하로 젊은 싱글믈을 위 

한 개인 운송수단이나 비즈니스용으로 각광을 받을 것이다.

독일 포르세(Porsche)-911 시리즈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안전하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차를 만

독일 폭스바겐사의 신모델

드는 것이 포르셰 디자인의 주된 컨셉이다. 때문에 그들 디자 

인의 주요 모티브는 다이나믹과 아그레시브, 그리고 엘레강스 

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기존의 마케팅 전략인 특수충만을 위한 

고급화와 그에 대한 높은 가격의 전략에서 탈피하여 Boxster 
등의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대중적인 신모델을 출시하였다.

독일 폭스바겐(Volkswagen)

독일 폭스바겐사는 레저용 카 신모델과 소형자동차로서 20세 

기에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던 폭스바겐의 고유 모델에 현대적 

감각을 살려 디자인한 복고풍의 새로운 모델들을 발표하였다巧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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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우리 한국 경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계속 이렇지만은 아니란 것도 잘 알고 있다. 회복할 것 

이고, 다시 회복했을 때에는 근본적으로 다른, 건강한 경제가

그림 1. 기업디자인 전략의 변화

F=Finace D=Design

S=Strategy&Planning E=Engineering & Development

서=Marketing & Management

현 재

이룩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러 면에서, 여러 각도에 

서, 여러 가지 제도에 있어서의 개혁이 있어야 국제 경쟁에서 

歩1남을 수 있을 것이다. 모두가 맡아야 할 부분이 있고, 디자 

이너로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해야하는지도 생각해보게 된다.

히루 하루 변해가는 개발 과정에서 디자인의 역할도 많이 변 

화해 왔다. 디자인의 역할은 경제와 함께 변화하고 발전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이 어쩌면 한국을 진정한 선진국으로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다. 이것은 또한 한국의 디자인이 다른 역할을 맡을 수 있도 

록 해주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디자인의 논리와 방법론은 깊은 생각과 연구에 근거해 있다. 

현재 제품들의 외형은 너무나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을 한다는 것의 의미는 바로 경험 자체를 만들어 주는 

일이다. 제품을 알게되는 것부터 관찰, 구입,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버리는 순간까지의 경험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따라서 

디자인은, 개발 과정에서 더더욱 일찍 개입되고 디자이너들이 

활발하게 개발과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바로 디자인이 매니 

지먼트와 엔지니어링의 방향을 잡아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경제의 오1기와 口자인으| 기히

• 최 윤 호사QDP 미국통신원, ECCO Design Inc., 디자이너

디자인은 디자인 전략 차원을 떠나, 그 기업의 전략이 될 수 있 

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전략에서나 마찬가지로 Implemen- 
tation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전략은 실행에서 실패한다. 이것 

은 매니지먼트, 마케팅 , 엔지니어링 , 그리고 디자인 모두가 협 

력을 이루어졌을 때 가능한 것이다. 디자이너들은 이런 여러 

부분을 적합하게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위치에 있다.〈그림 1> 
은 이 변화를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디자이너들은 국제적 홍보에 좀더 활발하게 참 

여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디자인을 알리고, 한국 디자이너들 

이 무슨 생각, 어떤 비전이 있는지 보여줘야만 한다. 실제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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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제품이 아니라도 한국 기업이, 또는 디자이너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보여주는 것은 중요하다. 이런 비 

전을 보여주기 위해 Philips - Visions , *NEC - 

White Box 같은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것이다. 동시에 

그 기업의 미래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현재 우리가 접하고 있는 기술과 제품들은 酔1 발전 

되어 있다. 특히 정보는 우리가 편히 흡수할 수 있는 양 

보다 많다. 이 많은 정보를 디자9너들이 정리해서 사 

용자가 흡수할 수 있는,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 지금 디자이너들이 해야만 될 일이다. 이런 연구를 

통해 기업 경쟁에서도 새로운 제품시장, 새로운 제품 

카테고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경쟁우위 (Competitive Edge) 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선택은 없다. 그러면 무엇으로 경쟁우위를 만들 

것인가? 현재 있는 기술을 가장 유용하게 응용하는 것 

이 강한 경쟁우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술의 새 

로운 어플리케이션으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앞으로 디자이너들의 

역할이다. 소비자가 무엇을 요구하고 앞으로 전반적인 

제품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는 디자이너들이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디자이너들이 생활의 모든 

문제들을 가장 주의깊게 관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예로 전자레인지를 디자인하려면 부엌을 알아아하고, 

부엌을 알려면 집을 알아야 하고, 집을 알려면 문화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이런 원리이다. 그 외에도 전자 

레인지 주변 제품부터, 전자레인지와 인간의 상호관계 

(Interaction), 시장의 성격(유통, 생산, 소비자, 판매환경) 등 

등 알아야 할 부분이 많다.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가 

있을 때, '좋은 제품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디자인이 앞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은 Intellectual Input4Tdea' 인 것이다. 아 

름다운 외형만으로는 깊이가 충분하지 못하다.

°］제 시장을 보호한다는 말은 또 다른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시장을 보호하는 방법은 계속적으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나 

가는 것이다. 있는 시장만을 유지하려는 전략은 단기적이고, 

꼭 실패하게 된다. 디자이너가 앞으로 할 일은 이런 새로운 제 

품시장, 새로운 제품 카테고리를 개척해 나가는 데 앞장서가는 

역할일 것이다.

「지금이 더 좋은 기회다. 미국이나 일본 기업들도 미래를 확 

인하기 위해 전략을 만들어 가는 상황이다. 아직도 미래는 불 

확실한 그림 속에 있다. 이런 상황에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 

한 지도를 그려야 할 때인 것이다. 특히 그 지도가 외국 기업 

의 비래에도방향을 줄 수 있는그러한 지도를 만들어야한다. 

이것을 통해 한국은 선두를 달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언제나 선두를 달린다는 것은 리스크가 따르는 것이 

고, 확실한 방향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그만큼 앞서서 개척해 

나갈 수 있고, 전반적인 표준을 세울 수 있다.

힌?국 디자이너들에게는 끝없는 긍정적인 기회가 있다고 믿 

는다. 비전과 디자이너의 새로운 역할은 앞으로 한국 기업에 

발전을 만들어 주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ki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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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디 •자•인 성 •보/Comdex Fall '97 플리케이션들을 WEB으로 자동변환 

시켜주는 Tool 등 각종 인터넷 기술들 

이 선보였다.

인터넷 분야익 성황과

芻?식 분。吗 喷

패려다임이 변천사

패러다임 (Paradime)의 변화는 정보 

기술의 변화로 도출된다.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 

되었고, 한발짝 앞서는 기업은 Mar

ket Leader로 부와 명예를 누렸다.

패러다임은 IT의 출현과 비지니스에서 

의 요구사항이 결합되어 나타나고, 한 

시대의 흐름을 주도한다. 따라서 현재 

의 패러다임을 알기 위해서는 정보기 

술의 패러다임 역사를 반드시 꿰뚫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1950년 

대에서부터 Comdex Fall '97까지 이 

어온 정보흐름을 조명해 본다.

• 임도 교 / 두산정보통신

‘97년11월 17일부터 21일까지 닷새 동안 열린 Comdex Fall 

'97은 라스베가스에 위치한 3개 전시관에서 5일간 2,000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지난 해와 달리 컴덱스 참가기업의 3분의 2가 벤처기업들이었다. 

과거에 MS사, 네스케이프사 등이 컴덱스를 통해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었다. 제2의 MS, 네스케이프가 되고자 하는 많은 벤처기업들 

이 저마다의 독특한 기술을 앞세워 컴덱스에 참석하였다. 우리 나 

라도 26개의 업체들이 참석하여 많은 주목을 끌었고, 3천만 달러의 

상담실적을 기록하였다.

전시회는 Convention Center, 힐튼호텔, Sands 3곳에서 열렸다. 서 

로 유사한 S/W와 H/W가 전시되고 있었지만, 미국을 제외한 제3국 

의 S/W 및 H/W는 Sands에 밀집되어 있었고, Convention Center 

와 힐튼호텔에서는 미국회사 중심의 기술이 전시되고 있었다.

전체적인 특징으로는 최근 몇 년 간 급격한 기술의 변화를 가져왔 

던 패러다임의 변화는 눈에 띄지않고, 인터넷•인트라넷 구축기술의 

도구화, 인트라넷을 이용한 화상희의, 음성인식 기술, 기존 일반 어 

1. 1950년대

1950년대에는 컴퓨터가 출현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 

였으나, 컴퓨터의 성능이 미약하였던 

관계로 야간에 일괄적으로 업무를 처 

리하는 '배치작업 이 주류를 이루었 

다. 작업장소도 컴퓨터가 위치한 전산 

실에서만 업무처리가 가능하였고, 처 

리된 결과는 일정시간 이후에 얻을 수 

있었다.

2. 1960년대

1960년대에는 단말기가 출현하였다. 

자료들이 취합되어 특정시간에만 배치 

업무로 처리하다 보니, 업무의 이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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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등 많은 불편함이 야기되었고, 일정시간이 경과되어야만 정보 

를 얻어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정보를 적시에 볼 수 있는 기술이 요 

구되었고 이의 결과로 단말기의 출현을 가져왔다. 즉 컴퓨터와 사 

무실에 위치한 단말기 사이를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사무실에서도 

전산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이 선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 

적 변화로 처리된 자료를 곧 바로 출력 •조회가 가능하였다. 따라서 

효과적인 온라인 업무구성이 60년대의 패러다임이었다.

3. 1970년대

RDBMS가 출현하게 되었다. 기존 업무는 단일업무중심으로 업무 

가 개발되어 온라인상으로 정보를 활용하였다. 따라서 전체 업무를 

통합한 시스템을 비즈니스 측면에서 요구하게 되었고, 이를 수용하 

고자 RDBMS가 출현을 하게 되었다. 통합업무를 쉽게 구축할 수 

있는 RDBMS가 출현하여 개별적으로 구축되던 업무들이 통합적 

관점으로 구축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4. 1980년대

PC가 출현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시대에는 Main Computer에 의 

존하던 업무들을 PC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처리하고 PC에 보관하 

는 기술적 동향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자료가 사유화되고, 중복된 자료를 처리, 가공하는 이중적인 자원 

소요 결함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를 표준화하고, 공 

유하고자 하는 사무자동화 패키지들과 이것을 통합적으로 구축하 

고자 하는 기술들이 태동하게 되 었다.

5.1990년대

기술의 변화가 급변화된 양상을 보이기 시작한다. '90년대 초에는 

클라이언트/서버 기술이 주요한 기술적 조류였다. PC성능이 기존 

의 메인컴퓨터 성능수준으로 향상되어 메인컴퓨터에 서만 처리되었 

던 일들을 PC와 분담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패러다임이 선보이게 

되었다.

우리 나라도 광주은행을 필두로 하여 , 마치 유행처럼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으로 업무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S/W가 PC에서 

구동되면서 메인컴퓨터에 위치한 자료를 처리하는 Tool 등이 시장 

에 나타났고, 이는 사용자에게 End User Computing이라는 환경 

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만 됨을 필수화 시켰다. 즉 기존에 볼 수

없었던 그래픽 형태의 자료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의 자유로운 원시 

자료 가공 둥이 강점으로 대두되었다. 

클라이언트서버의 조류 가운데, 미미 

한 흐름으로 Dataware Housing이 선 

보였다. 이는 컴퓨터상에 존재하는 방 

대한 자료 가운데 주제（화제）별로 자 

료를 2차 가공하여 의사결정에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생산에도 고객이 있고, 구 

매, 판매에도 고객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각기 다른 위치에 있는 고객자 

료를 통합하여 분석형태의 자료로 가 

공, 정보를 제공하면 유용한 의사결정 

자료가 만들어진다.

90년대 중기에 들어서면서 또 다른 패 

러다임의 변화가 선보였다. 클라이언 

트/서버의 기술적 흐름이 Host 중심의 

업무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지 

만, 클라이언트에 프로그램이 위치하 

여야 하는 관계로 버전관리와 한정된 

환경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야기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충족시키 려는 패 러다임 이 

나타났는데 이것이 인터넷•인트라넷 

기술이다. 인터넷이라는 신 패러다임 

으로 인하여 창조성이 무엇보다도 강 

조되었고,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게 되 

었다. 지난 Comdex FaU '95에는 전 

통적인 업무 Tool들이 선보이면서 다 

른 한편으로는 인터넷 도래를 대대적 

으로 선보였다. 그 결과 2년이 지난 지 

금은 인터넷의 필수화를 외치면서 '클 

라이언트/서버' 와 같은 기존의 전통적 

인 업무처리 방식도 인터넷 기술을 적 

용 흡수화하는 기술적 조류를 선보이 

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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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dex Fall '97은 인터넷 기술의 '굳히기' 에 들어간 느낌이 강 

하다. 단순한 홈페이지 작성단계를 뛰어넘어, 전통적인 환경에서 

추구하였던 기술（멀티미디어, Banking, 음성인식, Vedio Confei^ 

encing 둥）을 인터넷에 접목시키는 기술들이 선보였다. 또한 Web 

TV 등이 많이 눈에 띄었는데 이것은 바로 정보기술이 가정에까지 

소비자의 무의식 중에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증표가 될 

것이다.

Comdex Fall '97이 특징

Comdex Fall '97에서 가장 성황을 이룬 분야는 인터넷이었다. 또 

한 가장 주목을 받은 분야는 음성인식분야였다. 이전에는 음성인식 

처리 기술이 미래의 가능성있는 제품으로만 인식되어 있었다. 하지 

만 이번에는 IBM을 비롯한 몇 개의 업체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참 

여함으로써, 음성인식기술이 미래의 컴퓨터 환경을 바꿔 놓을 핵심 

기술로 평가받았다. 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분야별로 기술하고자 

한다.

1 • 운영 시스템

기 업 사용자들은 멀티프로세서 를 지 원하고 안정 성 있는 운영시 스템 

을 원한다. 따라서 현재 미국기업의 70% 이상이 Unix를 채택하고 

있으나, 미국기업의 70%가 향후 Windows NT를 계속하여 구입할 

것이라 한다. Windows NT는 특히 인터넷•인트라넷 분야에서 시 

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많은 기업이 서버의 안정성을 

가장 중요한 구입조건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Unix도 계속하여 

성 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2 . 인터넷

컴덱스 전체가 인터넷의 한마당이었다. 컴덱스 주최측에 의하면 인 

터넷 관련제품의 수요는 2000년까지 매년 평균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95년도에 홈페이지 구축기술 중심으로 선보였던 인터넷이, '96년 

도에는 인트라넷의 미래와 기업의 인트라넷 사용을 유도하는 분위 

기였다. 하지만 이제는 인트라넷이 기업 정보인프라의 핵심으로 변 

화된 분위기였다.

컴덱스 발표자료에 의하면 미국 대기업 50%가 이미 인트라넷을 기 

업에 적용하고 있고, '98년도까지 90%의 기업이 인트라넷을 구축 

할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인트라넷은 

정보 인프라의 핵심요소이며, 정보통 

신업체가 반드시 구비하여야할 요소 

기술이라는 것을 재삼 인식하게 되었 

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인터넷•멀티미디어 •통신•방송 둥과 같 

은 핵심 정보기술이 하나로 통합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웹상에서 DVD 

와 CR-ROM을 결합하여 3차원 영상 

처리를 하는 제품, TV 시청 중 좋은 장 

면을 캡쳐하여 편집하거나, 웹상의 정 

보를 무선자판기를 이용, 처리하는 

Web TV, 인터넷 메일과 기존 전화를 

겸할 수 있는 Internet E-mail Tele

phone ,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통 

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소형의 Ha

ndy PC, 무선데이터 통신 등이 많은 

회사에서 선보였다.

전시장에는 많은 기업에서 전자상거래 

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 

匸｝. '96년도에는 Market Leader만이 

전자상거래를 구축하는 것으로 인식하 

였으나, 이제는 누구나 상거래를 실시 

하여야 한다는 분위기를 읽을 수 있었 

다. 이러한 이유로 전자상거래를 구축 

할 수 있는 Tool 및 전자상거래 관련 

제품들이 선보였다.

또한 기존의 클라이언트/서버 환경, 또 

는 Cobol, C 등을 사용하여 구축된 제 

품들을 인트라넷 환경으로 자동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해주는 Tool 등도 선 

보였다. 그리고 문서관리, 공동프로젝 

트 작업 , Workflow를 관리할 수 있는 

제품들과, 전자문서 및 그룹웨어 제품 

들도 Web버전으로 구성되어 출시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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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본 제품 중심으로 디지털 제품 

들이 선보였는데 액정화면을 이용한 

초슬림 형 노트북 PC를 비롯하여, 디지 

털 카메라, 디지털 캠코더, 액정화면 

등 그 종류가 다양하였다.

3. 네트워크 6. 음성인식 기술

이번 컴덱스에는 기가이더넷 기술을 적용한 초기의 제품들이 선보 

였다. 이더넷 기술은 원래속도인 10MBPS에서부터 시작하여 패스 

트이더넷 100MBPS, 기가이더넷 1000MBPS로 전환되고 있었다. 

멀티미디어 데이타를 처리할 수 있는 최적기술로 평가받고 있는 

ATM(622 MBPS) 또한 많이 선보였는데, 포춘지 선정 미국 

L000대 기업 대다수가 기업의 기간 네트워크로 ATM을 사용할 계 

획이라고도한다.

4. 멀티미디어

웹상에서 멀티미디어를 선보이려는 시도가 여러 곳에서 있었다. 하 

지만 멀티미디어(문자, 그래픽, 애니메이션, 음성, 3차원 영상기술) 

를 수반하는 어플리케이션은 대용량의 전송능력과 저장능력을 필 

요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선결되어야만 정상적인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

이번 컴덱스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눈에 띄었 

다•즉 멀티미디어 PC 분야에서 Multimedia Extention (MMX) 기 

술을 채택한 300MHZ펜티엄 II 칩을 채용한 제품이 선보였다 

(Digital Video Disk, MPEG 2, 오디오 사운드 내장). 이 중 DVD 

(Digital Video Disk)는 18기가바이트까지 저장할 수 있는 디스크 

이며 , MPEG 2는 비디오 압축기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2D, 3D로 

구축할 수 있는 제품들을 선보였다.

그리고 웹상에서 DVD오｝ CD-ROM을 결합한 3차원 영상처리 기 

술이 선보였는데, 이것은 네트워크상에서 비디오의 Capture/Edi- 

ting. Video Conferencing, 인증 Tool 등을 통합한 기술들이 었다.

5. 무선, 모빌 컴퓨팅, 디지털 제품

이번 컴덱스에는 무선, 모빌 컴퓨팅, 디지털 제품 등이 눈에 띄었다. 

무선방식은 한결같이 주파수 대역폭을 이용한 방식으로 선보였으 

며 , 응용분야는 Web TV에서부터 PC키보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 

였다.

네트워크 컴퓨터에 대응하려는 입장에서 출시되었는지는 모르겠지 

만 Handy PC를 이용한 모빌 컴퓨팅 등도 출시되었다. 이번 

Handy PC는 영업사원들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Handy Teiminal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소 

형이며 , 무게 또한 가벼워 포켓용으로 보관할 수 있을 정도였다. 

음성인식 기술은 컴퓨터의 환경을 바 

꿔 놓을 가히 혁명적인 컴퓨터 기술이 

라는 언론의 관심을 받은 제품들이다. 

음성인식을 선보인 분야는 Web상의 

검 색 시 스템 E-mail 시 스템 에 서 부터 

노트패드 프로그램에 문자를 입력하는 

분야에까지 다양했다.

음성을 인식하는 수준도 명령어 중심 

의 인식에서부터, 대규모의 어휘를 연 

속적으로 인식하는 수준까지 선보였 

다.

음성인식 기술의 선도적 주자는 Dra

gon System, IBM, L&H를 들 수 있 

겠다.

Dragon System사의 Naturally 

Speaking은 대규모 어휘를 연속적으 

로 인식,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말을 문 

자로 표현하는 기능과 음성으로 컴퓨 

터 명령을 실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 

다. 기존 음성인식 기술이 문장을 끊어 

서 읽거나, 천천이 읽어야 인식되는 것 

에 반해 자연스러운 속도로 사용자의 

음성을 인식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IBM사의 Viavoice제품은 PCweek사 

가 선정한 올해의 최고 제품이다. Wi

ndows 95와 Windows NT를 지원하 

고, 동일한 발음을 단어와 문맥에 따라 

다르게 인식하는 기능을 가졌으며, 영 

어 64,000단어까지 확장 지원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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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고 있었다. 일반 TV에서 E-Mail. 

Print, 인터넷 자료 검색 등을 할 수 있 

으며, 무선으로 키보드를 사용할 수 있 

도록 하여 편집을 자유롭게 한 제품이 

다.

하다. 이 제품은 또한 팩스용지 , 편지형식과 같은 서식화일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L&H人｝■의 Voicexpress 제품은 Automatic Speech Recognition, 

Text to Speech, Text to Text(번역) 디지털 압축기술을 이용한 

것이다. 이 제품의 시판시기는 '98년 3월이다.

7. NetPC와 NC

NC(Network Computer)는 모든 지원을 서버에 놓고, PC 자신은 

단말기 역할을 수행하게 하여 네트워크에 연결하기만 하면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개념의 PC이다. 즉 지금 PC에는 각종 S/W를 설치 

하여야 하므로, PC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비롯한 자원을 강력한 서 

버에 두고, 이 네트워크에 접속하면 원하는 자료 및 프로그램을 구 

동하겠다는 개념의 컴퓨팅이다.

이러한 NC는 PC에 복잡한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PC가 간편해지고 별도의 관리가 필요없다는 장점으로 '96 

Comdex에서 대대적으로 선보인 제품이다.

그러나 이동환경에서 유연하지 못하고, 네트워크의 성능에 절대적 

으로 영향을 미치며 , 이용환경의 근간인 자바표준이 정해지지 못하 

여 네트워크를 선택하는 기업이 적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NetPC는 기존 R 가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고, 관리하기가 어 렵 

다는 단점 때문에 '96년 Comdex에서 집중적인 공략을 받은 것에 

맞대응하기 위한 제품이라 볼 수 있다. 즉 Windows NT서버를 근 

간으로 하여 , Windows NT 5•。의 핵심인 인텔리 미 러 기능을 이용 

하여 NT서버에 연결되어 있는 클라이언트의 하드디스크가 손상되 

어도, 서버가 보관하고 있는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이용하여 기존 

환경과 동일하게 복구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NC를 기업의 표준으로 채택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즉, 기존에 투자된 비용이 너무 커서, NC를 신규로 도입하 

는 것은 기업들에게 이중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를 채택하는 기업이 

적다. 또한 NC의 주요 후원자인 오라클이 사업을 포기하였고, 선, 

Nescape사가 이번 컴 덱스에 참가하지 않은 것도 이를 증명하는 분 

위기에 일조하였다.

주요제품

LZilog사의 인터넷 TV

많은 업체에서 인터넷 TV를 선보였는데 대체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2. NetDeploy

Cobol, C++ 등 3GL로 작성된 프로그 

램을 Web 환경으로 자동적으로 변환 

하여 주는 Tool PowerBuilder, Ora- 

cle사의 Developer 2000 둥 4GL로 

작성된 프로그램이 수정없이 Web의 

인트라넷 환경으로 변환하는 방법이 

금년 초부터 나타났던 조류인데, 3GL 

로 작성된 것을 Web 환경으로 변환이 

가능하다니 주목하여 보아야 할 사항 

이 다. 하지 만 상기 S/W를 도입 하기 위 

하여서는 한글을 지원하여야 하며, 완 

벽한 변환이 되는가는 실증적으로 점 

검하여 보아야 한다.

3. Axis Internet E-mail Telephone

기존 전화를 이용하면서 E-mail을 주 

고받을 수 있도록 한 제품이다. 전화목 

록 등을 저장할 수 있고, 전화를 하는 

사람의 전화번호 및 사람이름이 액정 

화면에 나타나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 

이며, E-mail을 받으면 화면에 E- 

mail이 도착하였다는 것을 표기하여 

주는 제품이다.

4. IBM사의 ViaVoice

언론사에서 가장 주목을 끌었던 제품 

이다. 연속적인 Voice 명령어를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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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 와 같은 Windows용 Word Processor에서 Text로 변환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Windows NT 및 Windows를 지원하고 동일 

한 발음을 단어와 문맥에 따라 다르게 인식하는 기능을 가졌다. 약 

64,000개 단어를 인식할 수 있다.

5. PHILIPS 사의 Handy PC

Windows 95의 포켓용 버전인 Microsoft Windows CE 환경에서 

구동되는 포켓용 컴퓨터로 15시간 지속되는 두개의 배터리가 내장 

되어 있으며, 시리얼 케이블을 연결하면 일반 PC와도 자료호환이 

가능하다.

액정화면으로 제작되어 무게가 1파운드 정도이며, 크기는 포켓에 

들어갈 정도로 작다.

6. Viva 사의 Flexible PC

Convention Center 본관 입구에서 전시하고 있던 제품으로 허리 

띠 형태로 착용하고 다닐 수 있는 PC이다. Windows 화면은 안경 

으로 보며, 음성인식으로 시스템이 구동된다. 64MB RAM 및 1 

GIGA HDD가 장착되어 있는 제품이다.

7. GEO사의 Emblaze Audio 편집기

Audio를 손쉽게 Web에서 편집가능하도록 한 제품이다. Web 상에 

서 Plug-In, 또는 다른 S/W가 필요없이 Web Audio를 구축할 수 

있는 제품이다. 또한 음악, 나레이션, 음성효과는 무한정한 크기의 

음성화일을 Web에서 서비스 할 수 있도록 변환시켜 주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멀티미디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곳에서는 

제품 도입을 고려해볼 만한 제품이다.

결론

은 광고비와 마케팅 비용을 투자하였 

지만 효과가 없었는데, 컴덱스를 참가 

하고서는 적은 비용으로 많은 수주 및 

상담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것은 많 

은 고객이 세계 도처에서 모여들고 제 

품 및 기술력의 우열이 현장에서 즉시 

판명이 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였으면 하는 바 

램이 다.

또 하나는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인 

터넷•인트라넷 기술을 이용한 제품 및 

서비스가 계속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 

다. 하지만 서비스 형태는 매우 달라질 

전망이다. 즉 멀티미디어는 기본적으 

로 제공되며, 컴맹들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간의 실생활에 사용되는 

자연어를 인지할 수 있는 '음성인식' 

과 같은 고도의 기술을 응용한 분야들 

이 도처에서 나타날 것 같다.

또한 이미 많은 분야에서 진척 중이지 

만 가전제품에는 필수적으로 컴퓨터가 

내장되어 지금의 PC와 같은 단일 기능 

을 수행하는 기기는 사라질지도 모르 

겠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이러한 신기술만 

을 뒤쫓는 기업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과거에 기술은 10년을 주기로 

변화하였지만 지금은 변화속도가 3개 

월 단위로 변해가고 있다.

따라서 신기술 적용에만 연연하다보면 

과도한 투자가 야기되고, 내부조직에 

서 적응조차 못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 

다. 현행 조직에서 성공적으로 적용하 

고 있는 기술은 계속 지속하면서 신기 

술을 적용하여 기업의 가치창조를 가 

져올 부문이 발견되면 이 부분을 집중 

적으로 적용해야할 것이다. kidp

컴덱스에서는 관심을 갖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에게는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자사의 신기술을 선보일 

기회 및 명예와 부를 누릴 기회를, 일반기업에게는 신기술을 도입 

하고 궁극적으로 기업이 지향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여 준 

다. 따라서 용기있고 기술력이 있는 벤처기업들은 컴덱스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기를 바란다.

어떤 벤처기업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국내외 구매자를 잡으려고 많

『산업이자인』 통권 156.1997.11/12
匚二二・・・87



ICOGRADA・ ICSID 제언 람）의 뒤를 따라 마치 컨베이어벨트에 

실려가듯이 실로 질서정연하게 줄줄이 

단상으로 올라가, 동원된 수많은 축하 

객에게 등을 돌리고 귀빈을 향해 일렬

한국의 디자인과 세볘 디자인간의 

만남과 어울림의 대회로

• 조 중 완 / 제4세대 경영연구소 대표

2기상엔 'oo대회'，‘X X대회 란 명칭의 단순한 훈포장 

서| 수여식 같은 관제 행사（이벤트）가 간단없이 벌어지고 

있다. 그곳엔 자유롭고, 발랄하고, 창조적이며, 능동적이고, 

감동적인 축제 대신 통제되고, 침체되고, 천편일률적이며 수 

동적이고, 표정없는 의식이 존재할 뿐이다.

口卜땅히 축제의 주인공이어야 할 수상자는 단 아래 객석에서 

드높은 무대 위의 귀빈을 우러러보고 앉아 있다. 그 단상과 단 

하의 광경은 지극히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주의적이며 어찌보 

면 군대의식 같기도 하고 초등학교 졸업식 모습 같기도 하다. 

과문한 탓인지는 몰라도 적어도 선진국에서는 그런 행사광경 

을 본 일이 없다. 아니 냉전시대의 주요 사회주의국가에서도 

본 일이 없다. 아마 일본제국주의시대의 잔재가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패턴화된 것이 화석처럼 굳어서 지금까지도 무슨 소중 

한 문화유산처럼 계승, 보존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이윽고 윤기도 색깔도 없는 사회자의 목소리가 수훈자를 호명 

하면 미리 순서대로 질서 있게 대기하고 있던 행사의 주인공들 

이 단상의 벤치마크를 향해 선도자（수상훈격이 제일 높은 사 

횡대로도열한다.

또한 기이한 것은 립싱어의 입놀림과 

노래소리가 따로따로인 영상처럼 사회 

자의 호명소리와 수상자의 움직임이 

따로따로 논다.

그곳에는 가벼운 흥분, 감격이나 칭 

송, 격려, 선망의 분위기가 없다. 사회 

자의 위압적이고 사무적이며 시간에 

쫓기듯 읽어 내려가는 호명소리와 오 

로지 귀빈에게만 포커스를 맞추려 다 

투듯이 몰려드는 매스컴의 카메라맨이 

일으키는 작은 소동이 있을 뿐이다. 

그래도 단상까지 올라가는 수상자는 

행운이고 광영이다. 수상자가 많은 경 

우는 대표자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단 

하에서 객처럼 바라보다 식후의 파장 

속에서 마치 피난민 구호물자 배급 받 

듯이 시상물을 얻어간다.

도열이 끝나면 차렷. 경롓', 그리고 

'고향의 봄 인지 뭔지는 모르나 유아 

시절부터 골백번도 더 들은 동요가락 

속에 수여절차가 진행되고, 끝나면 또 

한차례 '차렷, 경롓, 좌향좌, 퇴장 하 

는 군대식 구령에 따라 줄줄이 질서정 

연하게 단하로 내려간다.

玄帀 십분이 될까말까한 이 화석（?）같 

은 절차를 귀빈의 권위와 위엄에 손상 

이 가지 않게, 특히 시간에 맞추기 위 

해 식전 두시간여 전부터 불려나와 수 

없이 예행연습을 되풀이 핸야만 한다. 

다음에는 의례 그렇듯이 깊은 사유의 

흔적도 뼈저린 자기성찰의 고뇌도, 참 

신한 사상적, 철학적, 또는 이론적 편 

린도 찾아볼 수 없는 판에 박은 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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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미래를 향한 메시지나 이미지네이 

션, 또는 자극 과 '감동 을 포함한 

'감성창조의 장이 되지 않으면 안된

상식적 어휘만 나열된, 그것도 몇 년, 심지어는 몇십 년 전과 

거의 다름없는, 소위 대회사, 치사, 결의문 낭독으로 막을 내 

린다.

더욱 아쉬운 것은 도대체 수상자에 관한 정보라곤 명단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토록 많은 수상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 

게 노력하여 어떤 공적을 올렸는지, 나도 그들처럼 성공하려 

면 무엇을 어떻게 본받아야 할지에 관한 정보가 없다.

무릇 'OO대회 라면 뚜렷한 목적, 주제가 있어야 한다（훈포 

장수여는 부대행사일 뿐이다）. 장기적이고 세계적인 안목으로 

설정한 비전（Vision）을 실현하기 위한 연차적 컨셉이 곧 대회 

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이미 일 년 전에 제정되어 지 

난 일 년간의 행동강령이나 활동지침으로서 기능했어야 한다. 

그 성과를 총결산하고 다음 해에 대비하기 위해 대회가 필요 

한 것이다.

본래 이러한 행사를 비롯한 소위 이벤트라고 불리는 것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제사, 무속, 조상숭배, 풍년기원, 관혼상제, 

귀족놀이 , 의식, 일반 대중의 민속놀이 , 향토놀이 , 또는 통치 

자의 권력시위 등의 목적으로 행해지던 것이 차츰 신불사적 

G神*事的） 충족이나 생활놀이의 목적으로 변천된 것이다.

그것이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국가, 행정 , 기업 , 생활자의 입장 

에서 갖가지 목적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이벤트로 발전되고

다.

그런데 허구한 날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그많은 'OO대회 는 만남 이나 

어울림 은 없고 자의반 타의반의 '동 

원（動員 y 만 존재한다. 알맹이（실체）

는 간데없고 껍데기（형태）만 있는 날 

조된모임이있을 뿐이다. •

무릇 이벤트는 특정한 목적으로 특정 

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에 그곳에 모 

인 사람에게 개별적, 직접적으로 자 

극 과 감동 을 체험시키는 새로운 미 

디어이다. 이벤트는 인류탄생과 더불

어 존재한 것이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 

이다.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생 

활하는 과정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탄생 

된 '제례 가 그 원형일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벤트를 '흥분시키는 예술' 

이라고 한다. '참가 와 '공감 창조의 

논리 , 즉 홍분시키는 노하우가 이벤트 

기획의 포인트이다. 이벤트는 사람들 

의 꿈과 희망을 만족시키는 '감성창

조 의 프로모션이다. 이벤트는 커뮤니 

티 커뮤니케이션 구축의 '기폭제 가

있다. 특히 국가, 행정의 입장에서 이벤트의 목적을 대별하면 

국민 니즈의 충족（정신적, 문화•스포츠적 욕구충족 지향）, 산

되어야 한다.

오늘날 모두가 불신과 단절을 호소한

업진흥 및 교류, 지역활성화, 국제교류 등으로 집약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산업진홍 및 교류, 지역활성화 등과 관련된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벤트는 그 자체에 기본적 이고도 중요한 사회적 역 

할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네트워크시대라고도 

하는 정보화, 시스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사회환경 

속에서 어떻게 성격을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무엇보 

다도 중요한 것은 행정의 입장에서나 기업의 입장에서나 사 

람들과의 사이를 이어주는 사회적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의 구축이다.

갈수록 복잡해지고 거대화되는 현대사회에서 잊혀지고 잃 

어가고 있는 '만남 이나 '어울림 을 소중하게 간직하며 그 

곳에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장과 기회를 조성하는 것이 이 

벤트이 다

고］•거의 매스미디어에 결여된 적극적이고 능동적 양방향 커 

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새로운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미디어 

이다. 이벤트가 이와 같이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의 장이 되려

다. 누구나 마음속으로는 빈번한 어울 

림 을 바란다. 어울림 을 통해 사는 

보람을 얻고자 한다면 서로간에 형성 

되는 공감 이 없어서는 안된다. '공감 

창조을 위한 원동력 이 곧 이벤트 프로 

모션이 다.

우리 나라는 2000년 ICOGRADA와 

2001년 ICSID를 유치해 놓고 있다. 

디자인에 관한 범세계적 최대의 이벤 

트를 3, 4년 후에 연거푸 개최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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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곳에는 디자인에 관한 새로운 동서양의 사상, 철학, 

이론, 그리고 새로운 경험과의 '만남 이 있어야 한다. 새로운 

기업, 새로운산업, 새로운 업종과 업태, 새로운 기술간의 어 

울림 이 있어야겠다. 새로운 것들과의 '만남' 만이 의미가 있 

는 것은 아니다. 더욱 소중한 것은 원전（原典）과의 재회 를 

통한 원전의 재인식, 재발견이다.

그곳은 디자인 이라고 하는 공통의 세계어로 전세계의 이 

론가와 실천가, 경영자와 종업원, 디자이너와 행정가, 디자인 

생산자와 디자인소비자, 서로 다른 직업, 직종의 사람들이 어 

울림 을 통해서 디자인 에 대한 애착과 신념을 확인하고 동 

류의식을 발견하여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장이어야 하겠다.

만약에 무엇을 위한 만남 과 어울림 이고 그것을 통해 무엇 

을 얻고자 함인지 일체화된 주제（대회의 컨셉）가 없으면 그런 

대회는 목적없이 모여든 광장의 군중과 다를게 없다. 더구나

우리는 손님을 초대한 주인이다. 손님 

을 초대하는 이상 목적이 뚜렷하고 무 

언가를 손님에게 대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을 대접할 것인가? 그것은 

자명하다. 바로 한국의 디자인 이다. 

우리의 고유문화 색깔, 우리의 문화 특 

성을 강하게 드러내는 전세계에 단 하 

나 밖에 없는 우리의 디자인, 즉 '한국 

의 디자인 으로 손님을 대접하여야 한 

다.

'한국의 디자인과 세계의 디자인 

간에 '만남과 어울림 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감성 창조 가 이루어질 때 IC- 

OGRADA, ICSID 대회의 진정한 의 

의가 빛을 발할 것이다.kidp

디자인핫라인 20이빈

디자인상담 직통전화 02-708-2001
디자인선진화를 목R로 기업의 디자인개발올 지원합니다

한국산업 디자인진홍원 （KIDP） 온 기업의 산업 디자인게발을 도와드립니다.

체품 •시각 • 환경 •포장디자인 상담에서 상품화가지 지원

포장기술개 발을 지원합니다.

포장방법 개선 및 원가설감, 생산성향상, 폐기물감량방안 지도

교육연수를 통히 유능한 디지이녀를 앙성합니다.

기업체 디자이너 재m육, 컴퓨터디자인 h육, 포장표준화 a육 등

2o。］년 세계디자인총회（ICSID）를 개최합니다.

미래 디자인개발의 방향제시

. 세계의 디자인 정보화를 선도합니다.

2001년 MIDAS（멀티미디어 산업디자인 지원시스템） 상용화

• 디자인으로 인류의 환경을 이름답고 풍요롭개 만듭니다.

2001년가지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과 연계하여 환경디자인 공동개발

. 세계적인 디자인센터를 건립합니다.

산업의 인프라인 디자인연구 및 개발, 진흥, 1n육 등 종합기능 수행

• 지역경제의 고른 발전을 지원합니다.

부산분원, 대전분원 운영, 해당지역 기업의 디자인개발지원

kidp 한국산업口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DESIGN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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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묻

I 기업 디자인 전략으로서 제품이미지 통합 관리

I
 이 태 숙

한국과학기술원

산업디자인학과 석사 2년차

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함 
/ | 으로써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서 제품은 기업의 가장 핵심적 

인 요소로서의 위치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이러한 기 

업이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가장 중 

요한 통로가 제품이며 이 제품은 소비자에게는 제품 

자체로서 뿐만이 아니라 그 제품을 생산한 기업의 일 

부로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업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는 제품의 이미 

지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이것은 주관 

적이며, 진위와 관계없이 개인적인 해석에 의해 얻어지 

는 이미지가 개인의 가치 문제에 영향을 주고 받으며, 

선택기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기업이 

제품을 디자인함에 있어서 제품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기업의 주요 자산인 상징적 이미지를 형 

성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② 본 연구 

에서는 기업에서의 제품디자인의 역할을 바탕으로 하 

여 제품이미지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제품이 

미지 통합 관리의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이러한 제품 

이미지 통합 관리의 방법이 실제 디자인에 적용되는 방 

법을 기업의 환경에 근거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기업에서의 디자인과 제품이미지이 역할

제조업에 있어서 제품은 기업의 핵심이며 소비자들 

로부터는 그 기업의 심벌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 

다. 이는 기업이 각종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 

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이윤을 남기는 것을 기업 활동 

의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부분의 기업들에서 전통적으로 디자인을 

통해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단지 외형적인 스타일링 

으로 한정지어 왔기 때문에 디자이너는 제품 개발의 

마지막 단계에서 스타일리스트로서의 역할만을 행해 

왔다. 그러나 디자인이 갖는 위상의 변화와 기업의 경 

영 환경의 변화 등을 계기로 기업의 디자인 분야는 그 

활동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게 되었다（표 1, 그림 1）.

근래에 들어서는 이러한 디자인 영역과 디자이너의 

작업 확장에 힘입어 기업이 제품을 디자인하는데 있어 

디자인을 활용하여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일본 

의 야스히꼬는 디자이너가 기업에 기여하는 경우를 네 

가지로 나누었다. 그 첫 번째는 성숙 제품 분야에서 디 

자인에 의한 차별화를 꾀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기 

존에 존재하던 제품을 바꾸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 

어낼 수 있다. 두 번째 경우는 성장 제품 분야에서 디자 

인에 의해 차별화를 꾀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해당 

제품에 대해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내며 , 신기술과 디자 

인이 결합되어 제품이 새롭게 개발되기 때문에 다른 기 

업들이 모방하거나 따라오기 힘든 경우가 많다. 세 번 

째는 디자인에 기능성을 살려서 차별성을 얻는 방법으 

로 화제성이 풍부하고, 수명이 길고, 대량으로 생산되 

는 제품이 되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마케팅과 디 

자인을 직결시켜 차별화를 꾀하는 경우가 있다.3）

각각의 경우는 기업이 처한 환경, 가지고 있는 기술 

력과 디자인력 , 당시 시장 상황 등에 알맞게 적절히 적 

용되어야 한다. 자사의 기업 철학이나 디자인 철학에 

따라 특정한 방향^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러한 

방힝싱이 다른 요인들의 변화를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기업이 디자인하여 생산한 제품은 두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제품이 수행해야 

하는 직접적인 주요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제품이 기 

업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기능이다. 디자인이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요구의 해석 파악. 혁신, 가격, 제조 및 제 

품의 궁극적 사용 안정도 등의 모든 측면을 다루며 신 

제품 개발 또는 제품 향상을 위한 요구 파악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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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이 사용자의 손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조치하는 

데까지 특정 제품 개발의 모든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제품의 직접적인 주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제품이 디자인됨으로써 투영된 이미지와 감성 

적인 특질을 수용하도록 하는 기업이미지 전달이라는 

또 다른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제품에 의한 기업이미지 전달이라는 기능 

측면에서 디자인은 명확히 통일된 제품이미지를 세우 

는 문제에 관계한다. 이것은〈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각적인 요소들의 일관된 디자인에서 시작하여 

단일한 표현과 동일한 아이디어의 통일에 이르는 영역 

확장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관된 이미지 

의 확립에서 중요한 점은 통일성 안에서 끊임없는 다 

양성을 생산해야 하며 이러한 다양성은 일관된 이미지 

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성된 제품이미지는 기업이미지의 한 부분 

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이미지 관리 시스템의 

요소로 제품이 위치하게 되는 것이다（표 2）.

그러나 이 체계에서 제품을 다른 요소들과 같은 방 

식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그것은 제품이 제조업에 있 

어서 기업의 핵심이며 소비자들로부터는 그 기업의 상 

징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요 

소와는 달리 평면적인 기업이미지 통합 관리의 직접적 

적용이 불가능하고 기술, 컨셉, 마케팅 둥 다른 요인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제품이미지는 기업이미지 통합 관 

리를 응용하여 형성된 다른 이미지들과는 다르다. 따 

라서 기업이미지와 통일시 될 수 있는 제품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을 단지 기업이미지 통합 관리의 기본 디 

자인 시스템의 응용 전개라는 측면에서만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제품에 기업의 심볼을 표기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업이미지 통합 관리의 컨셉이나 전략이 제품 

의 기능이나 형태로까지 구현되어야만 그에 부합하는 

제품이미지의 형성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이 

미지 통합 관리를 통한 제품이미지 구현은 제품 자체 

의 디자인에서 주 시각요소, 보조 시각요소의 적용까 

지를 포함하여 단순한 기업이미지 통합 관리 요소들의 

응용 뿐만이 아니라 기업 이미지나 제품의 특성 둥의 

관련을 고려한 디자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기업이미지의 컨셉이 제품에 구현되었을 때 

제품은 기업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정보로서의 부가가 

치를 얻게 된다. 즉 제품이 제품디자인에 의해 정보화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제품은 기업으로부터 창출되는 

것이므로 기업의 존재와 분리되어 성립될 수 없고 기 

업 이미지에 있어서도똑같이 말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품은 기업이미지 통합 

의 관점에서 통일된 이미지 획득을 위한 제품이미지 

통합 관리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제품이미 

지는 기업의 실체를 반영한 제품을 직접적인 자극체로 

하여 여러 자극 보조체의 도움을 받는 이미지로 인식 

되어야 한다.

그러나 거브는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제품을 위시 

하여 사물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어렵다는 것 

을 지적하였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제품이미지는 제 

품 자체와 기업의 실체 반영이라는 본래의 기능보다는 

그 제품을 둘러싸고 있는 마케팅 , 홍보, 광고 등의 측 

면에서 다루어져 온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제품이미 

지가 기업과 제품의 본질을 반영하지 못하면 그것은 

표면적인 눈속임이 되며 오랜기간 동안 지속되어 일관 

된 이미지를 전달해 주지 못하게 되므로 기업은 더 본

표 1. 경영 환경과 디자인의 변천

시기 경영 과제 경영 수법 디자인

50년대 생산 계획 증산 외형 디자인

60년대 관리, 통제 표준화, QC 생산 디자인

70년대 전략 경영 계획 감량, 마케팅 마케팅 디자인

80년대 정보활용 다양화, 소량다품종 전략적 디자인

90 년대 유연과 균형 불확실성 특성적 디자인

（출처 : 사도야마 야스히꼬, 정경원 역, 디자인 전략 경영 입문, 미진사, 1995）

표 2. 기업이미지 통합 관리의 체계

기본 디자인 체계

응용 디자인 체계

심벌, 로고타입, 전용 서체, 기업 색,

기업 성명, 보조 그래픽 요소, 트레이드 캐릭터

문구 및 서식류, 제품, 포장, 사인, 환경, 점포, 

수송용 기기, 광고, 홍보, 유니폼

（출처 : New DECOMAS 위원회 편저, 손혜민 역, New DECOMAS-CI, 히를 통한 
신경영전략, 디자인하우스, 1994）

그림 1 • 디자이너의 활동 영역 

기업이吶普 

향상시키는 표현 행위

사회에 대한 공헌 행위 사회화

전달
기업이미지 전략 관련

사회. 문화 활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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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인 제품이미지 통합 관리에 대한 체계를 확립해야 

할것이다.

제품어미지 통합 관리이 개념과 유형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함으 

로써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이다. 이 중 제품을 생산하 

는 기업은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함으로써 기업의 이윤 

을 창출하기 때문에 제품이 기업의 이윤 추구 행위의 

방법이며 목표가 된다 즉 제품은 기업이 이윤 추구를 

위해 판매하는 가장 일차적인 요소이며 또한 기업과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가장 중요한 

통克卜 되기 때문에 기업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서의 

위치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제품이미지가 

광고, 마케팅 등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이미지보다 과소 

평가되어 그 중요성이 덜 인식되어 오기는 하였으나 

진정한 기업이미지 통합 관리를 위해서는 제품이미지 

통합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즉 기업이미지와 제품 

이미지는 서로 밀접한 영향을 주고 받는 이미지인데, 

제품이미지가 기업이미지에 비해 제품의 근본적인 사 

항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제품을 생산 

하는 기업으로서는 그 관리가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 

므로 본 연구에서 기업이미지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이미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품 

이미지 통합 관리에 대한 개념이 대두되었다.

제품이미지는 소비자가 어떤 기업의 제품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이다. 이러한 이미지를 기업의 입장 

에서 기업이미지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 

로 기획, 관리하는 것을 제품이미지 통합 관리라 한다. 

이것은 기업이미지가 고객의 마음에서 형성된 기업에 

대한 주관적 인식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에 비하여 

기업이미지 통합 관리는 기업이 어떻게 보여야 하는가 

를 조사하여 대중에게 인식시키고 고객이 원하는 방향 

으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이미지가 주체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대중에게 형성된 이미지라면 이미지 통합 관 

리는 이미지의 주체가 대중이 갖고자 바라는 이미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갖게 하는 기업 자체 내의 프로그램 

인 것이다（그림 2）.

기업의 이미지 통합 관리는 기업의 디자인을 위한 

일련의 표준이며 또한 기업의 시각적 통일성을 위해 

이 요소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관한 일련의 규 

칙5）이며 이것은 제품이미지 통합 관리에도 마찬가지 

로 적용될 수 있다. 즉 제품이미지 통합 관리는 제품 

디자인에 있어서 일련의 요소들을 표준화하여 명세화 

함으로써 한 기업 내에서 생산해 내는 제품군이 동일 

한 이미지를 갖게 하는 시스템이다. 이것은 제품이 일 

관된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사람들의 기억에 

한 기업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획득하게 함으로써 바람 

직한 기업이미지 형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제품이미지 통합 관리는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통해 소비자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 

업과 제품 등에 관련된 여러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기업이미지 통합 관리의 관점과 

제품디자인의 관점이다. 그러나 기업이미지 통합 관리 

가 주로 기업의 경영 철학이나 경영 방침과 같은 무형 

적인 것과 평면적인 시각물의 통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제품이미지의 형성을 기업이미지 통합 관 

리의 기본 시스템의 응용이라는 측면에서 보기에는 그 

응용 방법이 너무 복잡하고 다른 요인들의 영향이 너 

무 크다. 이에 반해 제품디자인은 제품의 개발과정에 

서 컨셉 수립 , 조형화 둥의 단계를 거치면서 제품의 이 

미지 형성을 위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므 

로 제품이미지 관리는 제품의 개발과 생산에서 이미지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제품디자인 전체의 측면 

에서 접근하여 기업이미지 통합 관리의 요소를 고려해 

주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품이미지 통합 관리의 주요 기능은 제품이미지를 

통일화하여 지속화하는 것이다. 즉 제품에 대해 소비 

자가 갖기 바라는 이미지를 찾아내는 일부터 이러한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통일•확립 

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통일을 제품디자인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제시하는 

것과, 마지막으로 이러한 통합을 지속화시킴으로써 오 

랜 기간 동안 일관된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 

는 것이다（그림 3）.

그림 2. 기업의 이미지 관리에 의한 소비자의 이미지 형성

『산업디자인』통권 156.1997.11/12



현대 사회의 기업 전략은 제조 과정, 제품 개발, 제 

품 분배 채널 둥의 거의 모든 범위에서 경쟁사와의 관 

계에서 경쟁적 우월성을 갖기 위한 것으로 인식되었 

다.6)이러한 기업 전략게 의해 통일된 제품이미지 통 

합의 체계없이 경쟁사나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의 제품은 기업 내의 일관성에 의해 제 

품 개발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제품 개발의 흐름 

이 지나치게 자주 바뀌게 된다.刀

이렇게 개발된 제품들은 그 컨셉이나 형태 등에서 

매우 다른 이미지를 갖게 되기 때문에 한 기업의 제품 

군으로 쉽게 이해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제품이 

미지가 기업이미지에 기여하는 부분과 그렇게 강화된 

기업이미지가 다시 제품이미지에 피드백되는 흐름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업은 결국 기업이 

미지 관리로 형성된 이미지가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 생산, 판매 활동에 적용되지 못하여 기업이미지 

로서의 효용 가치의 상당 부분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제품이미지 통합 관리는 이러한 비교 우 

위를 갖는다는 것보다는 각 기업이 자사의 이미지를 

주체적으로 확립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즉 어떤 기업 

에서 바람직 하게 평 가된 제품이미지 가 다른 회사에서 

도 완전히 같은 평가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자사에 알맞은 제품이미지 통합을 이루고 향 

후 제품 개발의 진행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진정한 의 

미 의 제 품이미 지 통합인 것 이 다.

그러나 이러한 일관된 이미지의 확립에서 중요한 

점은 제품이미지 통합 관리가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 현재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요소를 통합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업이 향후 제품을 개발할 때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데에도 큰 의의가 있다는 것을 간과해 

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제품이미지 통합 관리는 고 

정 불변하는 정적인 관리가 아닌 일관된 통일성 안에 

서 미래의 제품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다양^을 생 

산할 수 있는 동적인 통합 관리로 이해해야 한다. 제품 

이미지 통합 관리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그것은 기 

업이 제품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제품과 기업이 갖고 

있는 환경이 다르며. 각 기업마다 그 기업의 기업 철학 

과 디자인 철학에 따라서 매우 다른 방식으로 환경에 

적응하기 때문이다.

다음 제시되는 사례는 제품이미지 통합 관리가 다 

양한 형태로 적용되는 특징적인 예시를 통하여 그 개 

념의 변화와 기업에 기여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이 예 

시들은 제품이미지 통합 관리의 오랜 진행 시기 때문 

에 각각 통시적인 관점인 동시에 공시적인 분류가 되 

기도 한다.

제품이미지 통합 관리의 시작一AEG

제품이미지 통합 관리의 시작은 제품이미지 통합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 만큼이나 여러 가지 관점 

이 있다. 그 중 AEG가 1910년경 피터 베렌스를 주축 

으로 개발한 기업이미지 관리에 제품이미지 통합의 관 

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AEG의 기업이미지 

통합은 회사의 건물, 노동자의 주택, 공장, 생산 제품, 

카탈로그, 서식류, 제품 전시에 이르는 각종 활동과 대 

상에 대해 실시되었는데, 이 시기의 AEG의 제품은 그 

때까지 장식에 치중해 오던 유럽 디자인의 개념을 기 

계 생산과정에서 직접 형성되는 순수한 형태로 전환시 

켰다巩사진 1)

전통적인 제품이미지 통합-브라운

브라운은 오랜 기간동안 Less is More 라는 디자 

인 철학을 가지고 제품을 생산해 왔으며 장식의 완전 

한 배제, 간결한 형태, 간편한 구조, 편리한 기능에 의 

해 얻어지는 순수한 기능적인 조형미를 갖는 간결하고

그림 3. 제품이미지 통합 관리의 주요 기능

사진 1.AEG의 제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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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디자인을 기업이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적용하 

여 발전시켜 왔다. 그 결과로 브라운의 제품은 매우 간 

결하고 기하학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불필요한 장 

식을 완전히 배제한 기능주의적인 면모의 대명사로 여 

겨지게 된 것이다. 전체적으로 직선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형태가 흰색과 검정색의 주조색과 잘 어 

울려 매우 단순하고 모던한 분위기를 창줄해 낸다. 이 

러한 독특하고 세련된 형태는 브라운의 기업 전체에 

걸쳐 일관적인 제품이미지를 보여준다（사진 2）.

비슷한 제품이미지 통합을 보여주는 기업은 필립스 

를 들 수 있다. 필립스는 Let s Make Things Bett

er 라는 슬로건을 기업 철학으로, 환경과 조화되는 제 

품을 만들어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 

적으로 하는 것이다. 전체적인 형태에서 자연스럽고 

완만한 곡선과 깔끔한 흰색을 주색상으로 부드러움과 

깔끔함을 표현하여 주방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으로 

서의 이미지를 갖도록 하였다（사진 3）.

또한 필립스사의 조형적 특징은 회사 자체의 디자 

인 이슈에 따라 제품의 디자인이 점진적으로 진화한다 

는 것이다. 필립스사 초기의 조형적 특징은 흰색을 주 

조색으로 하여 완만하고 절제된 곡선을 사용한 지적인 

조형을 보여주었으나, '필립스一알레시 시리즈 를 기 

점으로 생활에 재미를 더해주고 활력을 주는 조형으로 

의 변화를 보여준다（사진 4）.

특정 부분 조형의 완전한 통일一옥소

옥소의 굿그립스는 여러 종류의 기본적인 주방 용 

구를 매우 독특하고, 탐나고 유용한 주방기기로 변모 

시킨 브랜드이다. 일반적인 사용자들 뿐만이 아니고 

관절염 환자 등과 같이 주방용품을 사용하는데 어려움 

을 지닌 사용자들이 사용하기에도 무리가 없도록 하는 

것이 옥소의 주방 제품의 개발을 위한 초기 컨셉이다.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목표를 위해 실생활에서 쉽 

게 찾아볼 수 있는 매우 상식적인 형상이 점진적으로 

발전한 결과 굿그립스 제품들은 안전하고 쥐기 쉬운 

넓은 원기둥 형태, 손의 움직임에 따라 모양이 변하는 

부드러운 지느러미 , 유연한 고무 재질, 제품을 쉽게 벽 

에 걸 수 있도록 하는 원뿔모양의 홈이 있는 손잡이를 

채택하였다（사진 5）.

이것은 기존의 목표였던 '손에 쥐고 사용하기 쉬운 

제품 이라는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이성적인 프로 

세스에 의해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시각적인 아름다움

사진 2. 브라운의 제품들

사진 3. 필립스의 제품들

사진 4. 필립스一알레시 시리즈

을 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개발된 굿그립스는 손잡 

이의 형태를 그들이 생산하는 제품들에 훌륭하게 적용 

시켰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제품의 브로슈어, 각종 그 

래픽, 패키지 등에도 변형을 거치지 않고 사용될 수 있 

었다（사진 6）.

옥소는 디자인 조형을 제품에 더 복잡하고 최선으 

로 작용할 수 있도록 깊이있게 통합시켜 그들의 문화 

와 기본적인 구조에 심오한 차이를 만들고, 전체적 조 

직을 변화시켰다. 이러한 옥소의 제품이미지 통합 관 

리는 다른 제품들과 구별되며 다른 회사들이 쉽게 모 

방하기 힘든 확고한 이미지를 갖게 된 것이다.

이러한 특정 조형을 완전히 통합하려는 제품이미지 

통합은 주로 생산하는 제품의 구성이 단순하고 적용하 

는 조형 요소가 일정한 기업에서 많이 사용되어 왔다. 

NCR이나 IBM 등과 같은 컴퓨터 제조업체나 뱅 앤드 

올루프센과 같은 기업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뱅 앤드 올루프센은 설립 초기부터 음향기기 분야에서 

수준 높은 디자인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친 기업으로 

매우 치밀하게 디자인된 외형을 가지고 있으며 일관된 

고품격을 유지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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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굿 그립스의 손잡이

브라운이나 필립스와 같이 전통적인 제품이미지 통합 

과 매우 흡사하기도 하지만 제품에 거의 동일한 조형 

적 요소가 사용된 것이 특징 이 다.〈사진 7〉은 10년 이 

상의 시간적 차이가 있는 제품이 서로 매우 비슷한 조 

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시리즈 제품으로의 개념 확장一내셔널의 비긴

서양에서 시작된 제품이미지 통합은 일본의 기업에 

적용되면서 '시리즈 제품 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확 

장된다. 시리즈 제품은 포화 상태에 이른 가전제품 시 

장에서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한 사용자 세분화의 개 

념을가지고있다• 내셔널의 '비긴 시리즈는독신 생 

활자 및 신혼 부부 등 일괄적으로 제품을 구입하는 젊 

은 세대를 타깃으로 하여 개발된 것으로 새로운 라이 

프 스타일을 테마로 하여 생활 제안형의 판촉 판매 형 

태를 유지하였다（사진 8）.

이러한 시리즈 제품은 1960년대부터 니치마켓을 

파악하여 제품 개발에 활용하는 마케팅 기법의 하나로 

각종 소비자 계층을 타깃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사진 9〉와〈사진 11〉은 각각 어린이를 타깃으로 개발 

된 시리즈 제품이며〈사진 10〉은 젊은 세대를 타깃으 

로 하고 있다. 이러한 시리즈 제품은 일정 기간 생산되 

고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시리즈 제품 

이 개발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소니의 '나의 첫번째 

소니' 시리즈는 약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오 

기도 하였다.

재료와 마케팅에 의한 통합一알레시

알레시는 여러 주방기기 디자인을 유명 디자이너에 

게 의뢰하여 생산함으로써 디자이너의 통찰력있는 시 

장 분석과 조형 활동에 바탕을 둔 제품을 생산하여 형 

성된 제품이미지를 보유하고 있다. 알레시의 제품 디 

자인에 참여한 디자이너는 필립 스탁, 알도 로시 , 마이 

클 그레이브스, 에토르 소트사스 등이며 알레시는 디 

자이너들이 디자인한 제품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단순 

한 제품이 아니라 예술 작품을 소장하는 가치를 부여 

하게 된 것이다（사진 12）.

이것은 산업적인 대량 생산에 의해 일반적으로 강 

요된 제약에 식상한 일반인들의 예민함과 문화적 호기 

심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더욱 세련되고 복잡하게 발전 

하였다. 최근의 시장 조사를 통해 자유로운 형태, 스타 

일, 기능과 제조 방법의 혁신을 위한 연구와 실험의 욕 

구 등이 제품에 나타난 결과이다（사진 13）.

오피시나 알레시는 대량 생산에 알맞은 산업적인 

형태와 어떠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객관적인 프로세 

스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으며 오로지 디자이너의 프 

로세스와 디자인 철학, 개성적인 형태를 신뢰하였다. 

또한 이러한 개성적인 외형은 귀금속의 사용, 수공예 

적 프로세스의 채택 등에 의해 더욱 완전하게 구현될 

수 있었던 것이다.

미래 문화 제시를 통한 통합 - 필립스의 미래의 통찰

필립스사의 특기할 만한 점은 미래의 통찰（Vision 

of the Future）' 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하여 필립스사 

가 향후 생산할 제품들의 컨셉, 형태, 사용 환경을 제 

시하고 더 나아가 미래의 문화까지 디자인하는 모습을

사진 6. 굿 그립스의 제품들과 손잡이 형상을 이용한 그래픽

사진 7• 뱅 앤드 올루프센의 제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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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8. 내셔널의 비긴 시리즈

사진 9. 소니의 '나의 첫 번째 소니'

사진 10. 산요의 갱

사진 11. 산요의 '로보

보여준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기업의 일반적인 디자 

인 프로젝트와는 다르게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어 유연 

하게 수정이 가능하도록 진행되었다. 이 프로젝트에서 

는 제품을 크게 네 개의 영역으로 나누었는데 거실, 부 

엌 , 아이들 방, 침실, 욕실을 포함한 가정 영역과 공공 

영역, 공공 영역의 연장인 이동성 있는 영역으로 구성 

된다. 이 네 영역으로부터 가정 생활, 거리, 개인 접촉, 

병원 네트워크, 아이들 놀이, 삶의 질, 여행의 7가지 

결과가도출되 었다(사진 14).

일반 시리즈 제품이 현재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응 

하여 특정 타깃과 특정 제품군을 통합하기 위한 것임 

에 반해 이 '미래의 통찰 프로젝트는 보다 포괄적인 

미래 문화의 제시를 통한 미래 제품의 지침을 제시한 

다. 이는 추후 디자인되는 제품에 대한 제품 컨셉, 형 

태, 재료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지침을 제시해 주는데 

일반적인 제품이미지 통합과는 달리 매우 유연적이며 

적용하는 디자이너나 디자인 팀의 해석과 적용 방식에 

따라 매우 다양한 유형의 제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제

사진 12. 알레시의 제품들(1)

사진 13. 알레시의 제품들(2)

사진 14. 필립스 '미래의 통찰 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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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제품이미지 통합 개념의 변천

독

자

성

다

양

화

생성기 발전기 변혁기

（출처 : 김영호, 제품 포지셔닝 및 제품 Identity 형성 방안,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강의자료집 , 한국산업디자인진홍원 , 1997）

품이미지 통합 관리 라고 할 수 있다.

제품이미지 통합 관리는 특정한 흐름을 가지고 발 

전한 것이라기 보다는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 특수하 

게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제품이미지 통합 관리를 크 

게 두가지 방향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하나가 기업 

의 독자적인 이미지의 생성을 중심으로 한 것이며, 다 

른 하나는 다양한 제품을 시 리즈화하여 유행 스타일의 

창출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는 대략적인 제품이미지가 통합 발전되어 

온 과정을 보여준다.〈그림 4〉에 의하면 현재 제품이 

미지 통합 관리는 극단형, 절충형, 분산형, 추종형의 

네가지 유형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그러나 제품이미지 

통합 관리는 기업 내에서 매우 오랜 기간이 지나면서 

확립되므로 현재 제품이미지 통합 관리에 의해 형성된 

제품이미지는 발전기와 변혁기 전반에 걸친 관리에 의 

한 이미지인 것이다. 그러므로 원리형과 확대형을 모 

두 포함한 여섯가지 유형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이 중 원리형, 극단형, 확대형, 절충형이 제품이미지 

통합 관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분산형만으로는 제 

품이미지 통합의 의미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고 추종형 

은 진정한 의미의 제품이미지 통합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림 5〉는 앞에서 살펴본 여섯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 

한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품이미지 통합은 크게 

그 특징을 독자성의 추구와 다양화의 획득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은 각각 서로 다른 특징을 갖는 기업 , 제 

품군, 제품 기획에서 사용되어 왔다. 전자는 제품 구성 

이 단순하고, 특정 부문의 전문업체로서 기술 수준이 

높은 기업에서 많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기업은 창 

업시의 기업 이념이 제품이미지 통합 관리의 근간이 

되어 오랜시간 동안 적용을 통해 전통의 형태로까지 

나타나게 된다. 그에 반해 후자는 전자보다는 비교적 

복잡한 제품 구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상품군별로 

시리즈 제품의 제시 등을 통해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제품이미지 통합을 적용하는 사례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이 절대적으로 적용되어 불변하 

는 것은 아니다. 제품이미지 통합 계획이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기는 하지만 기업의 환경에 따라 점진적으 

로 변화하며 , 여러 제품군을 디자인하는 경우에는 두가 

지 이상의 제품이미지 통합 관리가 동시에 병렬적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각 제품이미지 통합 관리 유형에 따른 

기업별, 제품기획별, 제품군별 특징은〈표 3〉과 같다.

제품이미지 통합 관리의 개발

오클리는 기업이 제품이미지 통합 관리에서 고려해 

야 할 표준화의 유형을 국가•국제적, 기업 전체, 특정

그림 5. 각 기업의 제품이미지 통합 관리 유형

브라운AEG

내셔널의 '비긴 알레시 필립스의 미래의 통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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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제품이미지 통합 관리의 특징

구분 기업 특징 제품기획 특징 제품군 특징

원리형, 극단형 전통성, 기술성 전문업 소품종 단순 제품군

확대형, 절충형 트랜드 창출형 기술선도 중점 모델

분산형 생활 제안적 세분화 다품종 다층화 제품군

추종형 가격경쟁형 추종 다품종 대량생산

표 4. 제품이미지 통합 관리의 요소

범위, 성격 관련 내용 특 징

기업

전체

무형

기업 이념

디자인 철학

장기간 변화가 적으며 가장 상위적인 

철학 제시

기술적요소 

마케팅적 요소 

홍보적 요소

기술 변화, 라이프 스타일 변화, 

제품시장 변화 등에 따라 변화 

하는 요소, 제품의 새로운 컨셉 제시

유형

외관의 모양

제조의 질

색채, 형태, 로고

외관 스타일링 측면 

제품 제조•생산 측면 

。시스템의 적용 측면

. 제품 

자체

매장 디스플레이

패키지

제품 매뉴얼

제품 구매 시점 측면 

제품구매/운송 측면 

제품구매/사용 측면

제품

커뮤니

케이션

특정제품
제품별 특징적 측면 

（인터페이스, 작동방식）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다양할 때 

특정 제품（군）별로 발생하는 

특이사항에 관련

제품으로 나누었는데, 범위가 작아질수록 상위 표준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 중에서 기업 전체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표준 

은 특정 제품의 표준과 뚜렷한 경계를 나누는 것이 어 

렵다. 즉 기업 전체의 전형적인 표준을 결정하기 위해 

서는 기업이 생산하는 특정 제품들의 컨셉과 외관, 제 

조에 관련된 여 러 가지 사항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선 

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업의 제품이미지 

통합 관리에서는 기업 전체에 관련된 범위와 각각의 

특정 제품과 관련된 범위를 포함하여 표준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표 少는 디자인 표준에 근거한 제 

품이미지 통합의 요소이다.

또한 오클리는 표준이 구체화되기 위해서 밟아야 

할 단계를〈그림 6〉에 나타난 것과 같이 네단계로 보 

았다. 위에서 제시된 디자인 표준화 단계를 제품이미 

지 통합단계에 적용하면〈그림 7〉과 같다.

〈그림 7〉에서 기업의 일반적인 이미지와 관련된 첫 

번째 단계는 진정한 제품이미지 통합 관리를 위한 방 

법이기 보다는 제품이미지 통합을 처음 시도하는 기업 

이 손쉽게 통합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 

다. 즉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업이미지 통합의 시각적 

인 요소를 제품에 적용하는 과정인 것이다. 그러나 이 

러한 통합은 매우 인위적이고 제품 자체에 대한 충분 

한 고려가 선행된 것이 아니며 시각적인 요소 이외에 

제품 자체의 디자인적, 철학적, 기술적, 마케팅적 요소 

들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철저하게 

제품의 일정한 이미지를 보장해 줄 수 없게 된다. 또한 

제품의 이미지 통합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난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최근까 

지 그것을 제품이미지 통합 관리의 모든 것으로 혼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품이미지 관리에 대한 올 

바른 적용이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두 번째 단계는 진정한 의미의 제품 자체의 이미지 

통합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는 제품의 자 

그림 6. 기업의 디자인 표준화 단계

(출처 : Mark Oakley, Preparing for a Design Project, Ibid.)

그림 7. 제품이미지 통합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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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 요소의 표준화에 관한 단계인데 이 자체적 요소 

에는 위에서 제시된 시각적, 심미적 요소들에 관련된 

사항 이전에 기업 철학, 기업의 디자인 철학에 대한 논 

의가 선행되어야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심미적 요소 

들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일부 기 

업에서는 이 단계에서의 통합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사 

항들을 간과하였기 때문에 효과적인 통합이 이루어지 

지 않았으며 그 결과로 디자이너들은 제품이미지 관리 

에 대하여 창조성을 제한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게 되었으며 , 제품 이미지 

관리가 기업이미지에 기여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의 중 

요성이 인식되지 못하고 있어 그 기회가 파악되지 못 

하고 있었던 것이다. 즉 제품의 심미적인 외형 요소들 

을 표준화하는데 있어서 표피적인 스타일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제품을 디자인하는데 있어서 첫 번째 단 

계에서와 같은 제약점만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 단계에 

서는 제품디자인이 가지게 될 의미성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것이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두 단계에 의해서 도출된 제품 

이미지 통합을 기업이 처한 상황에 맞추어 적절하게 

변화하게 하는 단계를 보여주게 된다. 기업은 항상 변 

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여야 된다. 그러므로 기업이미지 

통합 관리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변화하게 되며 또 

한 제품이미지 통합 관리 역시 일정 기간을 주기로 그 

세부 사항이 변화하고 있다.

마지막 단계가 이러한 통합의 지속인데 이것은 위 

에서 다루어진 제품이미지 통합의 명세화와 그것의 이 

행 단계라 할 수 있다. 명세화는 기업이 자사가 생산하 

는 제품과 시장에서의 위치를 명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 단계에서는 품질과 성능의 정보, 광고 

문안과 포장에 대한 명확한 시각적 동일화와 정보, 광 

범위하고 종합적인 디자인 프로젝트의 내용과 구조에 

대한 정보와 함께 기업의 작업 환경에 대한 정보의 명 

세가 포함되게 된다. 오클리는 제품의 명세를 치수, 완 

성도, 조작 특성, 기준과 법적 요구사항에 관한 것, 비 

용에 관한 것, 이루어져야 할 모든 것 등을 나타내는 

필수적인 것(Mandatory), 차후에 수정이 가능한 특 

이한 외양, 연료의 경제성, 제공하는 시각적 이미지 등 

을 제공하는 아주 바람직한 것(Highly Desirable), 기 

업 에 따라 다른 요소를 갖는 바람직 하지 만 필수적 이지 

는 않은 것 (Desirable but not Essential)의 세 단계 

로 분류하였다 a 제품이미지 통합 관리 측면에서도 이 

것은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데 상부 체계로 갈수 

록 경쟁 기업이 모방하기 어려운 디자인. 기술,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을 포함하게 되며 하부 체계로 갈수록 

관리 주기가 짧아지는 유행적 요소를 지니게 되는 경 

향이 있다. 제품이미지 통합 관리의 요소는 제품 개발 

을 위한 광의의 디자인 프로세스의 전반에 걸쳐서 적 

용된다. 그러나 모든 디자인 프로세스에 동일한 요소 

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제시된 제품이미지 

통합의 단계별로 각 프로세스에서 중점적으로 적용되 

는 요소가 달라진다. 디자인 뿐만이 아니고 총체적인 

제품 개발의 과정이다. 각각의 과정에서 제품이미지 

통합의 적용이 필요한 과정을 총제적으로 살펴본다. 

현재 파악하고 있는 사항은〈표 5〉와 같다.

데코마스 위원회는〈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기

표 5. 신제품과 서비스 개발 과정과 제품이미지 통합의 기여 방안

과정 수행 과업
제품이미지

통합과의 관계
방법 세부 사항

기회 파악 시장 정의, 아이디어 창출 장기적 PI 수립

시장 정의,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 

개발 등에 의한 통합 구축

설계

고객 니즈, 판매 예측, 

상품 포지셔닝, 기술, 

시장세분화, 마케팅 믹스

단기적

(2~3년 사이의 

제품에 적요 PI 수립

소비자 분석, 트랜드 분석, 시장 세분화 

정책에 의한 새로운 제품 개발

광고와 상품 테스트,

테스트 예비시험 시장과 

출시전 예측, 시험시장

도입
출시계획 수립, 광고 및 마케팅에 상품, 광고, 마케팅에 통합을 적용시켜

출시과정의 추적 PI 적용 테스트

수명주기 

관리

시장반응 분석, 

경쟁전략, 성숙기에서의 

혁신

그림 8. 기업이미지 통합의 디자인 관리 포인트

고자유도 사용기준규정 견본 제시

기본 디자인 시스템 乂 응용 디자인 시스템

저자유도 사용기준규정 사용기준규정

분산 관리 전문 부서 담당 부서

기본 디자인 시스템 X 응용 디자인 시스템

집중 관리 전문 부서 전문 부서

（출처 : New DECOMAS 위원회 편저, op. cit., p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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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미지 통합 관리를 기본 디자인 시스템과 응용 디 

자인 시스템으로 나누었다.〈그림 8〉에서는 기본 디자 

인 시스템과 응용 디자인 시스템이 기업의 디자인 관 

리 포인트에 따라 다른 관리 방법으로 관리되는 것을 

보여 준다.

이 그림에서와 같이 심볼, 로고타입, 전용 서체 등 

을 포함하는 기업이미지 통합의 기본 디자인 시스템은 

기업이 어떠한 관리 형태나 조직을 가지고 있는가와 

상관없이 정해진 규정에 따라 전문 부서에 의해 엄격 

하게 관리되고 있다. 반면에 제품, 환경, 광고 등을 포 

함하는 응용 시스템은 자유도 측면과 관리 부서 측면 

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관리될 수 있다. 제품이미지 통 

합 관리는 기업이미지 통합 관리의 측면에서는 응용 

시스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자유도와 관리 부서에 따 

라 매우 다른 관리 특성을 보일 수 있다. 즉 기업이 채 

택한 자유도와 관리 부서의 형태에 따라 제품이미지 

통합의 구현 방법이 현저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기업의 특징을 확연 

히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기업이미지 통합 

관리가 거의 모든 기업에서 비슷한 요소를 비슷한 프 

로세스를 거쳐 진행되는 반면 제품이미지 통합 관리는 

기업이 결정하는 방향에 따라 매우 다른 관리 방법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이다.

위의 디자인 관리 포인트에서 관리 방법과 관리 부 

서를 축으로 결합시켜 각각에 대한 특징들을 살펴보면 

〈그림 9〉와 같다.

이것은 각 기업마다 생산하는 제품군의 범위가 다 

르고, 제품들도 각각 컨셉을 제시해 주는 제품, 신기술 

을 적용한 제품,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의해 등장한 

제품, 이미 성숙기에 있는 제품 등 제품의 특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제품 디자인에 적용하기에 좋은 체계 

이다.

각각의 관리 체계는 한 기업 내에서도 여러 가지가 

적용될 수 있는데 그것은 한 기업이 한 가지 성격의 제 

품만을 디자인하여 생산하지 않고 제품 포트폴리오에 

의해 여러 가지 제품군을 보유하기 때문이다.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기업은 제품을 통해 

일반 대중과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기업의 이윤 창 

출의 목표를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산 

제품이 기업의 이미지를 향상시켜 주어야 한다. 이러

그림 9. 제품이미지 통합 관리 조직에 따른 특성

제품 디자인 부서가 기업의 디자인 

지침의 컨셉에 맞는 제품을 디자인

제풍이미지 통합 관리 부서가 기업 /

상황 변화를 포착하여 통합 컨셉 제시

卜 툳

제풍 디자인 부서가 정해진 제품 

이미지 통합 규정을 제품에 적용

-------------

제품이미지 통합 관리 부서가 사용

기준을 규정하여 규정에 맞게 사용 관리 】

------- ►
저
자
유
도

분산관리 집중관리

한 제품에 의한 기업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제품이미지 

의 관리가 필요한데 이는 제품의 조형, 특성, 컨셉 등 

을 관리하는 것으로 다양한 기업 환경에서 제품의 조 

형 이미지를 통일하기 위해서 각 기업의 특성에 알맞 

게 관리하게 되는데 기업 철학, 디자인 철학, 기술력, 

라9프 스타일 등을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 제품의 조 

형, 색채, 그래픽 요소의 적용 등 시각적 요소를 통일 

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관리는 시각 

적 요소의 적용, 자사의 특정 이미지 창출, 환경의 변 

화에 따른 적응, 통합의 지속화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러한 제품이미지 통합 관리가 바람직하게 이루어진 

기업은 경쟁사가 모방하기 힘든 제품과 기업의 특성을 

갖게 되어 제품 시장에서 경쟁력을 획득하게 되는 것 

이다 .ki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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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상징디자인 확정

문화체육부는 지난 n 월 12일 해외에 

서 한국을 상징할 통합이미지（CD 휘장 

과 한복 등 대표적인 문화적 이미지 10 
가지를 형상화한 디자인을 확정했다.

휘장은 영문메시지인 Images of 
KOREA 와 강한 붓터치를 조화시켜 선 

비정신과 국가 상징인 태극을 결합한 형 

태이며, 21세기의 진취적인 기상을 표현 

하였다. 푸른색과 붉은색을 사용했고 밝 

은 바탕색일 경우 진한 푸른색, 어두운 

바탕색일 때 연한 푸른색으로 나눠 사용 

하도록 했으며, 두 가지 색상의 활용이 

효과적이지 못할 경우는 금색도 병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 상징이미지는 한복, 한글, 김치 

와 불고기, 석굴암과 불국사, 태권도, 고 

려 인삼, 탈춤, 종묘제례악, 설악산, 세계 

적인 예술인 등이다. 이들은 앞으로 월드 

컵, 올림픽, 각종 해외 문화축제 등에서 

한국을 상징하는 이미지들로 사용된다.

태극기를 가까이' 켐페인 개쵝

조선일보가 새로운 태극기 문화 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내년의 '헌법 제정 

50년-정부수립 5c년' 을 앞두고 태극기 

를 가까이' 캠페인은그동안존엄하게만 

여겨져온 태극기를 우리 일상생활 속 어 

디에서나 보고 느낄 수 있는 친근한 존재 

로 만들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서 태극기의 장엄하면서도 

아름다운 이미지를 한껏 새롭게 창출해 

내고자 이번 캠페인은 건국과 헌정 반세 

기를 재조명하면서 태극기를 진정한 국 

민 일체감의 상징으로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동안 여러 준비과정 

을 거쳐 우선적으로 추진할 캠페인의 구 

체적사업을 다음과 같이 결정,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 태극기 제작, 보급 : 다양한 형태와 크기 

의 태극기를 만들어 전국에 보급하고, 

특히 크고 작은 자동차 장식용 태극기 

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다. 태극기 스 

티커도 만들어 보급한다.

• 태극기 활용 디자인 공모전 : 태극기 이미 

지를 생활 속에 아름답게 살려내는 디 

자인공모전을 국제 규모로 개최한다.

• 태극기 시범거리 꾸미기 : 서울의 일정거 

리를 선정, 주변 건물을 포함해 거리 

전체를 태극기와 태극 문양으로 장식 

한다.

• 헌법로가칭）' 조성 :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앞 도로를 '헌법로 로 명명하 

고, 거리 양편을 태극기와 우리 헌정사 

와 관련된 기념물 등으로 장식할 계획 

이다.

• 서울역을 태극기로 장식 : 서울과 지방을 

잇는 상징적 지점인 서울역과 그 광장 

을 태극기로 꾸민다.

• 태극기 책자제작보급: 태극기에 관한 모 

든 것을 쉽고 재미있는 책자로 만들어 

보급한다.

• 헌법 50년一정부 50년' 전시회 : 우리의 

헌정 50년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전 

시회를 개최한다.

• 국제학술대회 : 대한민국 50년을 평가하 

고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하는 학술대 

회를 개최한다.

기아자동차, 신차 9종 발표

극심한 경영난에 허덕이던 기아가 신 

차 9종을 발표했다. 기아자동차는 '97년 

11월 20일 오후 6시 KOEX에서 비전 

1998'이라는 타이틀의 기아신차종합발 

표회를 갖고 4일간의 전시회를 개최했 

다.

이날 발표한 기아의 신차 9종은 중형 

세단의 델타 G-I, 스포츠카슈마, 중형 

왜건 파크타운, 미니밴 카니발, 신형 스 

포티지, 4륜구동 레토나, 중형트럭 프런 

티어, 대형트럭 신형 라이노 등이 선보였 

다. 이날은 또한 정해주 통상산업부 장관 

을 비롯한 관계부처 주요인사 및 관계자 

3천여 명이 참가, 재기하는 기아를 격려 

하며 신차발표 축하의 무대를 이루었다.

같은 종류기I리 한몸 만들기 유행

가파치, 가보로, 코끼리, 아낌없이 주 

는 나무, 청풍명월, 로자리안, 각시번….

공동상표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구 

두, 핸드백 등 가죽제품에서 시작된 공동 

상표가 최근에는 가구, 의류, 쌀, 목공예 

품 뿐만 아니라 이삿짐 운반 등 서비스상 

품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로 빠르게 확 

산되고 있다.

처음에는 중소기업 조합을 중심으로 

공동상표가 나왔으나 요즘은 지방자치 

단체 및 개인 등이 앞장서 참여업체를 모 

으고 작명에 나서는 등 움직임이 다양하 

다.

현재 시중에서 통용되고 있는 공동상 

표는 어림잡아 20가지이다. 관련 상품을 

취급하는 가게도 급증하고 있다. 올들어 

서만도 지난 8월에는 충청지역 중소신발 

업체들은 계룡신발사업 협동조합을 구성 

하고 보봄 , 오파스 등 두개의 공동상 

표를 만들었으며 , 남•동대문 상인협의회 

는 의류 공동상표인 오브마르쉐 를 내 

놓았다. 충청남도는 이 지역에서 생산되 

는 쌀에 사용하기 위해 청풍명월' 을, 부 

산시는신발•의류•스포츠용품용으로 테 

즈락 을공동상표로정했다. 이천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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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에서 나오는 쌀의 공동상표 

이다

기존 공동상표의 매장도 크게 늘어 지 

난해 말경기도 일산에 1호점을 냈던 '아 

낌없이 주는 나무 는 1년도 안돼 대형매 

장을 6개로 늘렸고, 서울시 가구공업협 

동조합이 운영하는 '가보로' 도 최근 5개 

매장을 오픈했다.

공동상표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중 

소기업 혼자 힘으로는 어려운 공동 구 

매•판매 및 대대적인 판촉•홍보가 가능 

해 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판로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이 

늑 원가 하락 및 가격인하로 이어지기 때 

문에 생산자•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 

다'고설명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부작용도 있다. 

한국신발공업 협동조합의 귀족 구두는 

대표적 공동상표로 정부가 전면지원까 

지 했지만 경영부재에다 조합원간의 불 

협화음까지 겹쳐 결국 부도로 끝났다. 대 

전지역 가죽의류 공동상표 세누피 도 

회원사 부도•자금 회전 등이 되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개인업자 

가 중소기업의 판로를 개척해준다며 공 

동상표를 만든 후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경우도 있다.

왜 디자이너는 셍각하지 못하는가?

도서출판 정 •글에서는 미국에서 발표 

된 Looking Closer 를 국내 디자이너는 

물론 디자인에 관심있는 일반인들도 쉽 

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왜 디자이너 

는 생각하지 못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다 

시 엮었다.

90년대 전후 미국에서 발표된 수십종 

의 디자인 출판물 중에서 49편의 기사만 

을 간추려 엮은 이 책은 현대 디자인 비 

평에 관한 날카로운 고찰 뿐만 아니라 최 

신의 현장리포트도 담고 있다.

폴 랜드(Paul Rand), 밀턴 글레이저 

(Milton Glaser), 마시 모 비 넬리 (Massi

mo Vignelli), 아이 반 체 마예 프(Ivan 
Chermayeff) 등 세계적인 디자인 거장 

은 물론 스티븐 헬러(Steven Heller), 마 

이클 락 (Micha이 Rock) 등 최고의 디자 

인 전문 비평가 등42명의 디자이너들의 

글을 담은 책이다.

특히 이들이 자신의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제시하는 90년대 디자인의 원론과 

현상, 스타일과 구조, 그리고 문화사회적 

인 디자인의 역할 등은 현시대를 살아가 

는 문화인들에게 값진 교훈을 제공해 주 

고 있다.

또한 이책에서는 디자인의 정치, 사 

회, 문화, 교육적 연관 및 영향력은 물론 

유행과 스타일, 역사 등 다양한 내용을 

통해 디자인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 

을 제시하고 있어 디자인이 결코 먼 나 

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시대를 

반영하는 문화 임을 느끼게 해준다.

중앙일보사, CI 발표

ci 전문회사인 (주)인피니트그룹에서 

는 1년여의 개발 기간을 거쳐 중앙일보 

사의 새로운 CI를 최근 개발, 발표했다. 

인피니 트사는 중앙일보의 회사슬로건을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이 되겠습니다로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확히 보는 눈, 

바르게 전하는 입을 나타내는 둥근 원과 

똑똑하게 듣는 귀, 중앙일보사의 영문 이 

니셜을 나타내는 ' J' 를 응용해 형상화 

했다고 밝혔다. 또 이 이는 대외적으로 

는 세계의 중심에 서있는 중앙일보를, 대 

내적으로는 회사 임직원의 단합과 결속 

을 상징 한다고 덧붙였다.

안방불패 내가 명품

물밀듯이 쳐들어오는 외국 브랜드. 그 

파상공세에 국산브랜드들이 힘없이 나 

가떨어지고 있다. 부상당하고 쓰러진 국 

산브랜드의 비 명 소리 가 이 곳저 곳에서 

들린다. 그러나 외국제품을 보기좋게 누 

르고 휘파람 을 부는 제품도 있다. 특히 

전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초거대 브랜드 

를 꺽고 있는 몇몇 국산 제품들의 선전은 

눈부시다. 이들 제품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외국브랜드의 공세에 맞서는 지혜 

를 배워볼 필요가 있다.

스푸五 브랜드인 국제상사의 '■루스 

펙스 는 나이키' 신화에 제동을 건 제 

품. 전세계 1백여 곳에서 1등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나이키에 한국시장에서 

만은 2등의 수모를 안기고 있다.

'프로스펙스 는 작년 1천 8백억원의 

매출로 국내시장 점유율 21%를 기록, 

한국내 판매액이 1천 3넌鼻 50억원인 나이 

키를 큰 차이로 눌렀다.

마이클 조던, 타이거 우즈 등을 동원 

해 물량공세를 펴는 나이키를 제친 비결 

은 뭘까? 세가지로 요약된다. 순발력과 

일류의 품질, 그리고 공격적인 마케팅 전 

략.

나이키가 국내에 상륙한 것은 '81 년 4 
월. 이 거인은 국내시장을 금방이라도 석 

권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국제상사는재빨리 '프로스펙 

스 를 내놓았다. 불과 6개월만의 신속한 

대응이었다. 제품의 질로도 승부를 걸었 

다. 运루스펙스 는 프로선수들이 착용 

할 정도' 라는 의미이다. 그만큼 고품질, 

고기능을 표방했다. 국내 최초로 개설한 

스포츠 제품과학연구센터 에서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거쳐 제품을 만들어내는 

등 최고 이미지를 쌓아나갔다.

동시에 국민의 자긍심을 강조하는 광 

고캠페인을 전개했다. 일본군 위안부, 학 

도병, 이순신 장군 등을 내세워 '메이드 

인 코리아 의 우수성을 심어나갔다.

'품질을갖춘국산 이미지는잘먹혀 

들었다. 초반 나이키와 접전을 벌이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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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년부터는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코카콜라와 함께 미국문화를 상징하 

는 청바지. 리바이스, 리 등 미국산 청바 

지는 지구곳곳에서 '팍스아메리카나의 

유니폼으로 침투해 있다. 그런 미국산 

청바지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를 못펴 

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기를 꺽은 주 

역은 태승 트레이딩의 닉스(Nix). '94년 

2월 시장에 나온 닉스는 바로 돌풍을 일 

으키며 그때까지 난공불락으로 여겨지 

던 미국 청바지의 기세를 무너뜨렸다. 닉 

스의 성공포인트는 한국적인 진 의 개 

발에 있었다. 청바지가 세로로 줄이 진 

것처럼 보이게 하는 워싱(물빼기) 기술 

과 바지를 허리가 아닌 골반뼈 부위에 걸 

치도록 한 디자인으로 한국인의 체형에 

맞췄다. 또 한가지는 청바지에 대한 고정 

관념 파괴. 막 입는 옷으로 여겼던 청바 

지를 하나의 패션으로 끌어올렸다.

값도 미국산보다 오히려 비싸게 매기 

고 철저하게 노세일 (No Sale) 을 고수했 

다. '국산=싸구려 라는 인식을 정면으 

로 뒤집은 과감한 발상이었다. 이같은 닉 

스의 전략이 맞아•떨어지면서 미국산 청 

바지는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겪어보지 

못한 '굴욕적' 경험을 한국에서 하고 있 

다.

'골리앗 을 이긴 또 하나의 신화 제품 

은 삼성전자휴대전화 애니콜' .

'84년부터 10여 년간 국내 휴대전화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해 온 것은 미 

국의 '모토로라 였다. 세계 통신시장의 

석권을 노리는 초국적 자본이다. 그러나 

삼성은 휴대전화 사업을 시작한지 5년만 

인 '94년에 내놓은 애니콜 로 그 아성 

을 무너뜨렸다. 애니콜 의 성공은 무엇 

보다 소비자의 요구를 정확히 포착한 데 

서 비롯됐다. 산악이 많고 기지국 사정이 

열악한 탓에 국내 소비자들은 통화중단 

이 가장 큰 불만이었다. 삼성은 이를 정 

확히 읽고 전파수신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그리고 한국 지형에 강하다 라 

는 단순한 컨셉을 밀고 나갔다. 결과는 

대 역전승. '애니콜 은 올 상반기 중 94 
만 9천대를 팔아 53%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했다. 불과 6%에 그친 모토로라를 

경쟁에서 완전 탈락시킨 것이다.

케이블TV방송 통합 CI 발표

엑스포디자인연 구소에서는 최근 한국 

케이블TV방송국(SO) 에 대한 통합 CI 
작업을 완료했다. 이번 통합 CI 작업은 

전국의 케이블 TV 방송국이 통일된 이 

미지를 갖도로 하여 케이블 TV의 보급 

을 촉진시키며 전국망을 가진 케이블 

TV로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한 일 

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이번에 제정된 심벌마크는 TV를 의미 

하는 브라운관을 형상화하고 있으며, 그 

것을 휘감고 도는 역동적인 전자띠의 형 

상은 미래 지향의 뉴미디어를 의미한다. 

아울러 빨강, 초록, 청색의 3가지 컬러는 

빛의 3원색을 나타내며, 케이블TV의 3 
분야 사업자인 SO, PP, NO의 단합과 

유기적인 상호협조 관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난방용품, 다양한 기능에 패션까지

온돌이나 보일러 등이 주난방기구라 

면 히터 , 전기요 등은 보조난방기구이다. 

올해 나온 보조난방기구는 공기청정, 습 

도조절 등 건강에 유익한 기능을 몇 가지 

씩 채택한 것이 대부분이다. 모서리를 곡 

선으로 처리하고 단순미를 강조한 디자 

인이 많으며 노랑, 빨강 등 깔끔한 원색 

제품도 있다. 보조난방기구의 종류별 특

징과 신제품을 한다.

• 전기스토브 ： 다루기 간편해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匸｝. 신제품 중엔 넘어 

지거나 기울어지면 전원이 자동 차단 

되고 가습, 자동회전 등의 기능을 갖춘 

것이 많다. LG의 수평 •수직 회전스토 

브는 할로겐스토브의 몸체를 수평 또 

는 수직 상태에서 회전시킬 수 있어 필 

요에 따라 열의 방향을 택할 수 있게 

돼 있다

• 팬히터 : 등유를 쓰며 팬을 이용해 뜨거 

운 바람을 내뿜는 방식 . 대우의 건강팬 

히터는 음이온 공기청정기가 내부에 

들어있어 작동시에도 냄새가 나지 않 

고 공기정화기능도 있다.

• 로터리히터 : 등유를 사용한다. 화력이 

세지만 기름이 많이 들어 업소용으로 

주로 쓰인다. 삼성의 신클린히터는 송 

풍팬이 붙어있어 난방효과가크다.

• 캐비닛히터 : 연료로 부탄가스를 사용한 

다. 조작이 쉽고 옮기기 편해 가정이나 

작은 가게에서 주로 사용한다.

• 전기라디에이터 : 전기로 라디에이터의 

오일을 끓여 난방한다. 불꽃이 없어 화 

재 위험이 적고 바퀴가 달려 있어 옮기 

기 쉽다.

• 전기담요와 전기장판 : 물세탁, 전자파 방 

지, 항균 등의 기능이 포함된 제품이 

나와있다.

• 가습기 : 난방용품은 아니지만 특히 아 

파트에는 꼭 필요한 월동용품이다. 더 

운 김이 나오는 가열식과 차가운 김이 

나오는 초음파식 이 있다. 올해 나온 동 

양매직의 가열식가습기는 물을 끓여 

살균한 뒤 김이 나오게 되어 있다.

영국관광청 새로운 영국 로고 발표

영국정부관광청이 새롭게 선보인 영 

국 로고는 해외 방문객들에게 호소력 짙 

은 영국의 모습을 지난 2년여에 걸쳐 조 

사한 결과로, 전통과 현대적인 매력의 대 

비를 선명하고 강렬하면서도 간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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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고 있다. 영국정부관광청 데이비 

드 쾀비 의장은 “로고의 한가운데에 높 

여진 유니온잭은 전세계적으로 영국과 

그 전통을 상징하는 반면, 전체적인 디자 

인은 매우 현대적인 스타일로 제작되었 

다. 이 속에는 항해, 해안선, 신록과 같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영국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고 말했다.

영어로 들어간 "Britain 이라는 글자 

체의 이름은 목적지 （Destination）'라고 

알려져 있는데 특별히 이번 로고를 위해 

디자인되었다. 현재 세계 관광시장의 규 

모면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는 영국의 

인바운드 관광산업은 1백20억 파운드 

（약 18조원）의 가치를 창출하는 국가 최 

대의 수출사업 중 하나이다.

영국정부관광청 안소니 셀 청장은 그 

러나 “영국이 관광부문에서 시장 점유율 

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잠재 고객 

들이 지닌 상상력을 사로잡아 영국을 관 

광 목적지로 선택하게 만드는 동기를 부 

여해야 한다'고역설한다.

런던의 디자인업체인 '리얼타임（Real 
Time）' 에서 제작한 신로고는 영국정부 

관광청이 향후 진행하는 모든 캠페인에 

사용될 예정이며, 각종 간행물과 홍보 자 

료를 통해 일반인들과 만나게 된다.

또한 영국정부관광청의 인터넷 사이 

트인 www.visitbritain.com으로 들어가 

도 영국 관광정보와 함께 새로운 영국 로 

고를 만날 수 있다.

식품사 브랜드 통합 바람

행복이 가득한 집, 청정원, 去卜만든 

배.......... 여러 제품의 브랜드를 하나로 

통합하는 패밀리 브랜드 가식품회사를 

중심으로 중소업체에까지 확산되고 있 

匸七 한 회사가 만들지만 여 러 가지 이름 

으로 불리던 제품들을 한 브랜드로 묶어 

소비자에게 쉽게 알리고 매출도 끌어올 

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삼호어묵과 옹가네장류로 알려진 삼 

호물산은 11월부터 어묵, 장류, 향신료 

등 각종 제품의 브랜드를 단계적으로 

행복이 가득한 집 으로 통일하는 작업 

을 벌이고 있다. 삼호물산은 “소비자에 

게 친숙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통합 브랜드를 사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태음료는 '갈아만든 배' 의 인기를 

업고 배 •딸기 •토마토•당근 등 다양한 음 

료제품에 '갈아만든…' 브랜드를사용 

한데 이어 최근에는 같은 계열 해태제과 

에도브랜드를빌려줘 '갈아만든새우 

란 스낵을 만들도록 했다.

롯데칠성 역시 '사각사각 이란 브랜 

드로 배•토마토•딸기 음료를 내놓아 해 

태의 갈아만든 에 맞서고 있다.

이에 앞서 대상은 지난해 상반기 진육 

수, 간장, 된장, 고추장, 케첩, 마요네즈, 

레토르트, 소금 등 다양한 제품을 모두 

청정원 브랜드로통합했다.

제과업계에서는 해태 제과가 초콜릿상 

표인 자유시간 을패밀리브랜드로 사용 

해 빙과류 제품을 선보이자 롯데제과도 

초콜릿브랜드 제로 를껌과 사탕에까지 

쓰고 있다.

빙그레는 캡틴 브랜드로 자장면, 우 

동, 불고기 라면을 시판하면서 청소년층 

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풀무원과 산내들은 아예 브랜드를 기 

업 이름으로까지 사용하는 예이다.

업계에서는 실제로 이런 전략이 효과 

를 발휘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상 

의 경우브랜드 통합작업이 매출을 20% 
이상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보 

고 있다. 임금님표로 알려진 고추장, 된 

장, 간장을 청정원 브랜드로 바꿔 마케팅 

에 들어가자 지由]] 5백억원이던 매출이 

올해는 8백억원 규모로 60% 가량 껑충 

뛰었다는 것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패밀리 브랜드를 

사용할 경우 한가지 품목이 성공하면 다 

른 것도 동반상승하는 효과가 있으며 광 

고, 마케팅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말 

했다.

조선일보 광고대상, 대홍기획 '하 

나가 되는 도깨비 방망이

'97년 조선일보 광고대상으로 뽑힌 

하나가 되는 도깨비 방망이（대홍기획 

유홍균, 김현태）'의 현대그룹 PR 광고 

편. 최근 어려운 경제난국 속에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고 있는 월드 

컵 축구 본선진출의 열기를 스포츠 경기 

장의 응원도구인 비닐방망이 사진과 함 

께 실어 국민과 기업이 하나가 되어 경제 

를 살려나가자라는 의미를 살린 이 광고 

가 '97년 조선일보 광고 일반부 대상으 

로 선정됐다.

'97년으로 34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이번 조선일보 광고대상에서는 총 1천5 
버聆7점이 응모했으며, '97년 10월 14, 
15일 양일간의 심사를 거쳐 대상과 신인 

대상 1점씩과 본상 8점 등 모두 45점의 

수상작을 최종 선정 , 발표했다.

동서대학교 디자인학부, 미국 센프 

란시스코 분교 설립 추진

동서대학교 디자인학부（학부장 : 안 

병진）는 세계화•정보화 디자인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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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분교를 설립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학습하기 여의치 않은 예술, 

기술, 문화, 언어분야를 미국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 네 

트워크를 활용한 새로운 교육환경을 조 

성하여 21세기 디자인 분야의 유능한 지 

도자를 양甘하기 위한 세계화, 정보화 디 

자인 교육을 실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이를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디자인 

캠퍼스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동서대학이 샌프란시스코에 분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이유는 샌프란시스코 

가 새로운 21세기의 문화와 문명의 창조 

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정보통신기술 

과 생명공학의 세계 중심지이고, 뿐만 아 

니라 샌프란시스코는 실리콘밸리와 더 

불어 예술과 테크놀로지 , 동양과 서양의 

인적자원이 융합될 수 있는 지역으로 영 

화, 멀티미디어 등 첨단산업이 밀집되어 

있으•며 동서양의 문화가 공존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98년도 입학생들이 3학년이 되 

는 2000년부터는 1학기 동안 샌프란시 

스코 디자인분교 현지에서 의무적으로 

12주 동안 14학점을 이수하도록 할 계획 

이다. 이들 학생이 받을 교육내용을 보면 

세계화에 대비한 현장중심의 영어교육, 

예술과 기술이 융합된 디지털 문화교육, 

현지 실제작자들에 의한 전공 심화교육, 

학부 공통의 컴퓨터 응용디자인 교육, 그 

리고 실리콘밸리와 멀티미디어 단지의 

현장 견학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IFFS '98 개최

'98 싱가포르 국제 가구전이 제15회 

아세안 가구전과 연계하여 '98년 3월 2 
일부터 5일까지 싱가포르 국제 컨벤션 

& 전시센터에서 개최된다.

아시아에서는 하나뿐인 가구페어로 

'97년도에는 25개국 400개가 넘는 업체 

에서 참가하여 절묘하게 디자인된 가구 

들을 선보였다.

한편 이곳에서는 아시아 가구디자인 

을 이끄는 디자인의 경향과 세계의 가구 

디자인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게 될 것이다.

• 주최 : 싱가포르 가구산업협의회(Singapore 

Furniture Industries Council)

•문의:Ms. Shermaine Tan

Tel. 65 568 2626

Fax. 65 568 2922

경원대 조선대학교 디자인관련 특 
성화대학 지정

정부가 지난해 서울지역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에 이어 이번에는 지방대학 특 

성화 사업추진을 발표해 대학의 특성화 

붐에 또다시 불을 당겼다.

교육부는 '96년 11월 발표한 국제 전 

문인력 양성 특성화 대학으로 선정된 9 
개 대학이 모두 서울에 소재한 대학인 점 

을 감안, '97년에는 지방대학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을 

별도로 시행함으로써 지방화 시대에 부 

응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특성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는데 착안해 이를 추진하게 됐다.

지난 11월 13일 당초 1백 1개 대학 및 

지방대학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국 

제전문 실무인력 양^분아二, 공학분야, 기 

초과학분야, 자유응모분야(인문/기타) 

등 5개 분야별 전문가 49명으로 평가위 

원회를 구성, 서류심사와 현지실사심사 

를 통해 국공립대 12개교, 사립대 14개 

교, 개방대 2개교 등 최종 지원대상 28 
개 대학을 선정, 발표했다.

이번 교육부가 발표한 지방대학 특성 

화사업 지원방안 중에는 경원대의 '차세 

대 디자인 정보센터' 사업과 조선대의 

산업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및 산학협동 

활성화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디자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돋 

보인다.

평가분야와 평가 항목 및 주요 평가내 

용을 특성화 분야 및 발전 계획 목표의 

타당성, 특성화 계획을 뒷받침할 운영 여 

건, 특성화 추진계획, 특성화사업 총괄 

실행계획 및 재정운영계획 항목 등으로 

나눠 실시된 이번 심사는 특히 특성화 추 

진계획 항목에서 두드러졌다. 교육부는 

이번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평가를 통해 

많은 대학이 대학내 구성원의 충분한 의 

견수렴을 통해 자신의 특성에 알맞는 창 

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 특성 

화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다수 대학내 

외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열과 성을 다바 

쳤음을 확인했으며, 기존 여건보다 계획 

중심의 평가를 함에따라 상당수 소규모 

후발대 학이 지원대상으로 선정 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러나 1차년도에는 28개 

대학을 선정하고 이를 연차별 평가결과 

에 따라 2차년도인 '98년에는 이중 5, 6 
개교를 탈락시키는 등 3년차 정도에 가 

서는 10여 개 대학으로 최종 조정 , 지원 

할 계획이다. 이는 교육부가 사업의 성공 

을 거두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 못지않게 지속적인 평가, 관리가 중 

요하다고 보고, 향후 5년간 매년 사업성 

과를 엄정히 평가해 사업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사업 추진실적이 부진한 

대학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감 

액함으로써 사업추진을 적극 독려할 계 

획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같은 교 

육부의 특단은 지방대학을 특성화해 산 

업체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산학협 

동을 활성화하고, 지역내 대학과 연구소 

등을 망라하는 총체적인 학연 협동체제 

를 구축,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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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양성, 공급에 주력하고 산업구조의 변 

화와 학문발전 추세에 맞는 인력을 배출 

해 지방대학의 자율역량과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려는 기대효과를 

가지고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CI 뉴스클리핑 창간

국내외 ci관련 뉴스만을 담아 관련디 

자이너들에게 무료로 배포되는 'ci 뉴스 

클리핑 지가 창간됐다.

엑스포디자인연구소（소장 정석원）가 

발행하는 이 정보지는 국내외 언론에 보 

도된 CI관련 뉴스를 발췌하여 재편집하 

는 방식으로 제작되었으며, FAX를 통해 

독자에게 직접 제공된다는 특징을 가지 

고 있다. 격주간으로 발행되는 이 정보지 

는 주로 기업체나 기획실, 홍보실 등의 

관련업무 디자이너들에게 무료로 배포 

될 예정이며, 실무자들에게 필요한 정보 

들을 신속하게 제공한다는 편집방침이 

다.

문의 : 엑스포디자인연구소 기획실

Tel. 02 549 5048

광고정보센터 구축

국내외에 산재되어 있는 광고관련 정 

보를 수집, 가공하여 전 광고업계, 디자 

인계 및 일반인들에게 인터넷을 통해 이 

용할 수 있는 최첨단의 광고정보센터 

（Advertising Information Center） 7）- 
'98년 6월 문을 열 예정이다. 한국광고 

단체연합회（회장 전응덕）는 최근 LG- 
EDS시스템 및 K아LOff와 미팅을 갖 

고, 본격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광고정보센터는 영상, 음성, 이미 

지자료 등의 디지털화를 통해 정보의 체 

계적인 관리와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광 

고 정보제공을 가능케 함으로써 그 동안 

각 회사들이 개별적 정보시스템을 구축 

하는데 들었던 인적 , 물적 낭비를 최소화 

하고 정보의 편중을 해소할 수 있게 됐 

다.

이번 사업은 멀티미디어 DB, 통합정 

보검색시스템, 홈페이지 구축과 하드웨 

어/네트워크 구축 등을 그 주요 내용으 

로 하고 있으며, 이미지 광고를 비롯해서 

음성 텍스트 학술자료까지 다양하고 체 

계적인 광고 정보서비스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관계자들은 밝혔다.

국내 쵝丕로 4년제 대학에 포장디 
자인학과 설치

180여 개 4년제 대학 중 최초로 한양 

대 학교 디 자인 대학에 포장디 자인학과 

（야간）가 설치되어 '98년도에 신입생 30 
명을선발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대학의 시각디자인 전공교 

육은 광고, 편집, 출판, 기업이미지 및 일 

러스트레이션 등에 치중되어 왔으며 포 

장디자인은 다만 시각이나 산업디자인 

학과의 한 개설과목으로 그 비중은 미약 

하였다.

또한 기업체에서도 포장디자인 전공 

자를 채용하려하여도 이 분야의 전공자 

가 없어 일반 시각디자이너들을 채용하 

여 포장디자인의 초기 단계부터 훈련하 

여 전문 포장디자이너로 실무에 배치하 

는 형편이었다. 이에 한양^학교 디자인 

대학에 포장디자인학과가 설치되어 질 

높은 포장디자이너를 양翅 전공자를 배 

출시킬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 섹깔 표준을 찾았다

똑같은 자동차인데 '색깔이조금 다르 

다 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태극문양과 

4괘를 정확히 그렸지만 왠지 태극기가 

어색해 보이는 경우도 있다. 말로 표현하 

기 어려운 미세한 색깔의 차이 때문이다.

사람이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는 색깔 

은 대략 5만〜6만가지. 그러나 공업용으 

로 인공합성되는 색깔은 2천5백〜3천 

가지에 불과하다. 기술이 예민한 사람의 

눈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색깔은상품의 '숨은경쟁력 으 

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지금까지 미국에 

서 수입한 표준물질을 기준으로 명도가 

2도 높다 , '채도가 낮다 는 식의 비교만 

해오는 정도였다. 색깔을 절대측정할 기 

술이 없었기 때문에 상대비교하는 수준 

에 머물렀었던 것이다.

표준연구원은 황산바륨 또는 폴리테 

트라플로르에틸렌（PTFE）을 이용하는 

절대 분광 반사율 측정시스템을 개발, 색 

채분석 오차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어 

색깔을 찾는 데 성공하였다.

이 시스템은 텅스텐할로겐전구에서 

발생한 빛을 대상물질에 쬔 뒤 반사되는 

빛을 분광기에 넣어 스펙트럼을 분석해 

색깔을 구별하는 첨단 측정장치이다. 색 

깔마다 다른 파장을 분석해 색을 구별하 

기 때문에 오차가 선진국 수준인 0.2% 
이하를 밑돈다. 또 색깔분석에 걸리는 시 

간을 수시간에서 수십초로 크게 앞당겨 

국제 경쟁에서도 뒤지지 않는다. 이것은 

25cm를 1천24개 단위로 交H 파장을 

검출할 수 있는 특수광검출소자를 세계 

최초로 제작, 적용한 결과이다.

10년 동안 이 시스템을 개발해 온 양 

자연구부 김창순 박사는 “시스템을 개발 

하면서 해방 이후 색깔기준이 전혀 없던 

태극무늬의 색깔을정하게 된 게 첫 번째 

성과”라고 말한다. 이미 제작된 태극기 

의 색깔을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태 

극무늬를이루는색깔의 본 모습 을찾 

아낸 것이다.

총무처는 연구결과에 따라 태극무늬 

의 파란색 채도를 종전보다 약간 높여 지 

난 10월 태극기의 기준 색깔을 고시했 

다. 표준연구원은 내년부터 순백색의 

색깔표준판 을 제작해 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다. 표준 색깔이 정확해진 만큼 제 

품의 색깔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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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동서남북

태극문앙 패선삐삐로 업계 평정

삐삐가 넘치고 있지만 도시를 벗어나 

면 쓸모가 없다는 게 사용자들의 불寺］ 

었다. 또한 신세대층의 수요가 폭발하고 

있지만 검은색, 직사각형 등의 천편일률 

적 디자인으로는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가 없었던 것이다. 이 같은 소비자의 욕 

구를 파악하여 이가형 사장은 엠아이텔 

을 세운 후 10개월의 연구 끝에 광역기 

능의 패션 삐삐 어필 을 개발하게 된 것 

이다.

정사각형으로 디자인한 이 제품은 제 

품명 그대로 소비자에게 어필하는데 성 

공했다. 전면에 태극문양을 디자인해 감 

성에 호소한 것도 모토로라와 싸우는 데 

큰 덕을 보았다. 물론 어필이 나오기까지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먼저 개발했던 

모델을 양산 직전에 포기하기도 했었다.

어필은 현재까지 70만대가 팔려 엠아- 

이텔을 삐삐시장의 선두주자로 올려놓 

았다. 이어 자동이득조정 (AGC) 기능을 

갖춘 광역삐삐, 국내 최소•최경량 카드 

형 삐삐, 고속 광역삐삐 등 삐삐시장 판 

도를 바꾸어 놓는 제품들을 잇달아 내놓 

고 있다. 지금까지 팔린 삐삐는 모두 

170만대. 단순히 많이 판 것만은 아니 

다.

엠아이텔 삐삐는 비싸다. 기존 제품과 

다른 모습으로 시장에 등장하고 다른 모 

습이 일반화할 만한 때 새로운 제품을 선 

보일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비싼 小］ 통 

했다. 엠아이텔은 이제 개인휴대통신 

(PCS)에 회사의 앞날을 걸고 있다. 퀄컴 

에 300만달러를 주고 원천기술 도입 계 

약도 맺었다.

이사장은 PCS가 지금처럼 G0만원 이 

상 고가로 형성되어 있으면 중소전문업 

체가 파고들 여지가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가격이 내려가면 기동성이 있는 

중업이 오히려 경쟁력을 가질 수 있 

다는 판단이다.

PCS 단말기 시장도 삐삐처럼 대기업 

이 축출되고 전문업체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97 한일 디자인 세미나 개쵝

지난 11월 28일 울산대학교 멀티미디 

어 교육지 원센터 에서 울산대학교 조형 대 

학 주최로 '97 한일 디자인 세미나가 개 

최되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노장우 한국산업 

디자인진홍원 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스키야마 카즈오 치바대학 공업의장학 

과 교수, 시부야 쿠니오 홋카이도 토카이 

대학 디자인학과 교수, 마스미 키요시 후 

쿠오카시 도시정비국 도시경관실 추진 

계장의 순으로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현대의 도시생활에서는 '양 보다 질' 

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획 

일적인 도시개발 방법으로는 개발의 한 

계를 느껴 새로운 도시경관 디자인의 방 

법을 구상하고 시도하게 되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후꾸오까, 요꼬하마, 나고 

야, 아사히끼와 등 거의 모든 도시에서 

1980년대 후반부터 도시경관디자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관련조례 등을 각 

지역에 알맞게 제정하여 운영해오고 있 

다. 이러한 경관디자인을 먼저 시작한 일 

본의 예를 들어 여러 시행착오를 소개하 

고 경관디자인의 개념과 함께 경관행정 

을 위한 행정시책의 골자, 경관행정시스 

템, 후꾸오카 얼굴만들기 •개성만들기 • 

내력만들기로 구성된 경관계획도 少H 
하였다.

또한 세미나 후에는 질의 응답시간이 

있어 발표자와 청중간에 자유로운 의견 

교환의 시간을 가졌다.

문구디자인의 승부는 케릭터

최근 캐릭터 산업이 급속히 발달함과 

동시에 한국에서는 캐릭터 이미지 산업 

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끊이지 않고 있 

다. 특히 '97년을 기점으로 춘천 만화축 

제와 여러 캐릭터 애니메이션 전시회들 

이 신설됐으며 각 대기업에서도 21세기 

문화산업으로 각광받게 될 이 캐릭터 산 

업의 선점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 

다. 이 캐릭터 산업은 문구와 함께 성장 

해 왔으며, 앞으로도 좀 더 응용된 형태 

로 문구와 결합하여 발전해 나갈 것이라 

고 생각된다.

캐릭터 산업의 시작은 1929년 미국의 

펫트 파워라는 한 사업가가 월트 디즈니 

에게 라이센스에 관한 이야기를 꺼낸 것 

으로부터 캐릭터 산업이 시작되어졌다. 

그때 펫트 파워는 3백 달러를 월트 디즈 

니에게 제공하며 초등학생 노트에 미키 

마우스를 인쇄하도록 허가해 줄 것을 요 

청했다. 디즈니의 캐릭터 비즈니스가 본 

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30년 죠지 볼그 

웬드사와 계약을 맺고 미키와 미니마우 

스를 인형 , 접시 , 칫솔, 문구 등의 제품에 

실을 수 있도록 했다. 50센트 이하의 제 

품에서는 2.5%의 로얄티, 50센트 이상 

의 제품에서는 5%의 로얄티를 제공받도 

록 한 것이다.

이후 한국에도 각종 팬시 및 문구류에 

등장하게 됐으며 현재 한국 캐릭터시장 

의 약 80% 이상을 외국의 캐릭터들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최근 한국 

캐릭터시장의 전망 역시 매우 밝匸｝. 연평 

균 30% 이상의 고 성장세를 보이고 있 

는 캐릭터시장은 '96년 시장규모가 5천 

억원을 넘어섰고 2천년대에는 5조원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한국의 문구 

업체에서 자체 개발한 캐릭터들을 직접 

상품에 적용해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 

응을 얻고 있는 것도 많이 있다. 다양한 

캐릭터를 개발하여 지속적인 관심으로 

상품 응용의 다각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APF 아시아스타상 트로피디자인 
공모

아시 아포장연맹 (APF)에서는 아시 아 

스타상에 사용될 심벌디자인, 트로피의

108 二二］
『산업디자인』 통권 156.1997.11/12



디자인을 공모한다.

APF는 국제적 비영리단체로 포장기 

술교육•환경 및 표준 분야게서 협력 증 

진을 목적으로 1967년 일본 교토에서 창 

립되었다. 현재 14개의 아시아태평양국 

가의 포장관련 협회 및 기관들로 구성되 

어 있다.

아시아스타상은 아시아에서 제조된 

제품 중에서 주목할 만하게 디자인된 포 

장에 대해 주어지며 출품물들은 APF 회 

원 기관들로부터 자국 내에서 개최된 포 

장디자인관련대 회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는 제품들을 추천받아 선정된다. 1972 
년 처음으로 개최되어 매년 서로 다른 회 

원국에서 열리게 되며 출품작들은 APF 
에서 선임된 심사위원회에서 보호성, 기 

능성, 홍보성과 관련된 디자인 및 기능의 

우수성에 비추어 심사를 받게 된다. 이 

때 수상작들에게는 심벌 （Logotype） 이 

새겨진 아시아스타 트로피와 상장이 수 

여되게 되는 것이다.

이 아시아스타상 심벌 및 트로피디자 

인은 ExceUence-Packaging^Asia' 를 

나타내주고 있도록 디자인 되어야 하며 

또한 트로피에서 심벌, 수상자 이름, 분 

야, 서명란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여백을 

남겨두어야 한다. 환경친화적인 소재를 

사용하고 해외 수송시에도 견딜 수 있도 

록 단순하고 튼튼해야 한다. 또한 제조단 

가가 개당 USD 450을 넘지 않아아二 한 

다.

• 아시아스타 심벌디자인（AsiaStar Logotype
Design）
진흥관련자료 뿐만 아니라 아시아스 

타상에 수여될 트로피에 사용되게 될 

심벌로 AsiaStar라는 단어와 연도를 

나타내는 4자리의 숫자를 나타내 주어 

야 한다. 또한 A3 크기에 3가지 

（100%, 30%, 60%）로 사이즈의 변화 

를 두어 하나는 2가지 색상을 이용하 

고, 나머지 2개는 한가지는 한 색상으 

로 표현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예） AsiaStar 1998, AsiaStar 2004 등

• 아시아스타상 트로피디자인（2차원적 표현）

단색의 2차원 그림을 A3 크기의 용지 

로 제작하여 제출한다. 3가지 형태로 

표현하되 2가지는 Half Tone으로 다 

른 한가지는 Une Art Tone으로 표현 

한다.

• 아시아스타상 트로피디자인（3차원적 표현） 

트로피의 구조를 볼 수 있도록 컬러투 

시도를 만들어 제출한다. 재질과 크기, 

표면 마무리 등도 함께 나타내주어야 

한다.

• 출품물마감 : 1998. 1. 15.
• 출품작선정 : 1998. 2. 8.

（5개 당선작에게 USD 250 상금과 상 

장 수여, Asia Packaging Bulletin에 

소개）

・ 5개 수상작의 3차원적 모델화 :

1998. 4. 40까지 （APF에서 USD 350 
의 모델 제작비용 지급）

• 최우수수상작선정 : 1998. 5. 15.
（USD 1,000 상금과 상장 수韦

영국 카운슬 국제 세미나 개최

The British Council에서는 1998년 3 
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Design Edu
cation 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다

영국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과학적 교류를 자극하기 위해 영국 

의 카운슬에서는 현재 활약하고 있는 전 

문가들을 초청해 6일간의 일정으로 세미 

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중 

견 전문가, 학생, 교수들에게 토론을 통 

해 현재의 기술 발달 현황이나 새로운 아 

이디어 등에 대해서도 배울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가대상 : 디자인대학의 교수진이나 최고경영 

자, 교육•연수•디자인 등 관련분야 담당관, 디자 

인진흥기관장등

• 참가비용 : £1,250

• 문의 : Tel. 01865 316636

Fax. 01865 557368

E-mail ： rachael.lippe@britcoun.org

한국전승공예명품 일본서 전시

한국 장인들의 전통공예작품을 전시 

하는 '한국전승공예명품전 이 일본에서 

열렸다.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32 
명을 포함한 명인들의 작품이 전시되는 

이번 '한국전승공예명품전 은 12월 2일 

부터 21일까지 도쿄 메구로미술관에서 , 

'98년 1월 5일부터 2월 28일까지 동계 

올림픽이 열리는 나가노 고마가노고겐 

미술관에서 열린다.

도쿄문화원과 도쿄 메구로미술관이 

주관하고 문화체육부 , 주일본한국대사 

관, 일본외무성, 문화청 등이 후원하는 

이번전시는 '92년 이후 매년추진된 한 

•일 문화교류 특별사업 의 하나로 추진 

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박물관 소장문화재 

중심이던 과거의 전시행태에서 벗어나 

한국인의 생활 속에서 면면히 이어져 내 

려온 전통공예품을 일본인에게 소개한 

다는 의미를 갖는다. 출품되는 작품은 불 

교의 정신세계를 표현한 불화작품, 불상 

조각 등을 비롯해 정밀한 돌조각, 섬세함 

의 극치를 보여주는 회화작품, 일상생활 

에 밀접한 가구, 그릇, 의상, 바느질도구 

등 141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이 행사를 추진한 문화체육부 관계자 

는 이번 전시가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 

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양국간의 관계 

개선은 물론 문화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모색에도 도움 

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품디자인 기술사 자격 검정 안내

국가기술자격검정은 수검자의 기술, 

기능 수준을 엄정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 

하여 이를 국가에서 공증하여 주는 제도 

로 산업 디자인분야가 국가기술자격검정 

종목으로 채택되어진 것은 국가에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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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동서남북

업디자인의 역할을 공시하고 산업디자 

이너를 기술인으로서 그 자격을 인증하 

는 것으로 산업디자인분야의 위상정립 

및 발전방향을 모색함에 있어 하나의 방 

향^ 제시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 디자인분야의 제품디자인 

기술사 자격 검정이 1992년 3월 2일 첫 

시행된 이래로 현재까지 매년 3〜4명 정 

도가 응시하고 있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 

다.

• 응시자격 :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기사1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 

는 종목에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5년 이상 실 

무에 종사한 자

2. 기사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 

는 종목에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7년 이상 실 

무에 종사한 자

3.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 

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졸업후 응시하 

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졸업후 응시하고 

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9년 이 

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응시하고자하는 종목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1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 및 등급에 해당하는 자 

격을 취득한 자

• 검정시행횟수 : 1년에 1회（총 검정횟수 4회 

중 1회만 시행）

• 수검원서 교부 및 접수 : 한국산업인력관리공 

단 16개 지방사무소（우편접수 가능）

• 검정방법 및 시험 시행 형태

1• 검정 방법 : 필기시험, 면접시험

2. 시험시행형태 및 합격 결정 기준

1） 필기시험

- 1 교시 : 단답형

- 2, 3, 4교시 : 주관식 논문형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합격

※각 교시는 100분간, 총 시험시간 400분

2） 면접 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 구술시험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합격

※시험의 채점위원 및 면접위원은 관련분야 

의 대학교수, 기술사 등으로 구성

3. 시험과목 : 제품디자인계획, 디자인 방법, 마 

케팅, 설계기술, 생산기술 등 제품디자인 실 

무에 관한 사항

4. 자격증 취득 특전

1） 여타의 기술분야 기술사（22개 종목, 96개 

자격 종목）들과의 유대 구축（한국기술사회）

2） 기술사 봉사단 활동（본인 의사）

3） 특진, 자격수당

4） 국가기술자격시험 출제의원, 채점위원, 

면접 위원 위촉（한국산업 인력관리공단）

5） 산업체 겸임교수 임용에 결정적 역할

6） 그 외 여타의 기술분야에 산업디자인 분야 

의 위상 및 역할을 알릴 수 있으므로 분야 

의 발전에 일조하고 사회적으로 박사와 준 

한 대우와 인정을 받음

미국, 폰트 디자이너가 뜬다

ar a Deqgz아 
Known 窺 0嗣＜

미국에서 요즘 가장 각광받는 직업 중 

하나가 컴퓨터 폰트 디자이너이다.

독특한 글자체를 개발해 기업이나 광 

고대행사 등에 공급하는 폰트 디자이너 

들은 창의력만 있으면 투자비 없이도 사 

업을 일구어 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젊 

은이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미국 언론에 의해 가장 성공한 

폰트 디자이너로 선정된 찰스 앤더슨（이 

하 애칭 챙크' 로 지칭）의 경우는 이 부 

류의 사업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용기 

를심어 주는 사례로 꼽힌다.

1년 전만해도 그는 미니아폴리스의 

한 작은 셋집 지하실에서 할 일 없이 빈 

둥대던 실업자였다. 대학을 나오기는 했 

지만 학비가 부족해 6년에 걸쳐 학교를 

다니다 말다 하는 바람에 특별히 배운 것 

이 없어 마땅한 직장을 갖기 어려웠기 때 

문이다. 그는 그저 하루종일 MTV나 들 

여다 보면서 펑키족들의 생활을 흉내내 

거나 컴퓨터 인터넷의 대화방에 들어가 

실없는 농담이나 주고 받는 일을 하는 것 

이 일과의 전부였다.

그러던 어느날 컴퓨터 인터넷에 등장 

하는 독특한 글자체에 관심이 쏠렸고 그 

저 심심해서 흉내를 내어 폰트를 만들어 

보았다. 그리고 이 폰트를 이용해 디자인 

한 화면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띄워 보았 

다. 놀랍게도 수십명으로 부터 반응이 왔 

다. 소질이 있는 것 같으니 전문적으로 

매달려 보라는 충고가 대부분이었다. 그 

날부터 챙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폰트 

를 만드는 일에 몰두했다. 그리고 자신있 

는 몇가지 폰트를 웹사이트에 띄우고 장 

난삼아 폰트 한 세트당 10달러씩에 팔겠 

다는 문구도 덧붙였다. 우리 돈으로 1만 

원 안팎에 불과했지만 실업자인 그에게 

는 큰돈이었다.

반응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좋았다. 

첫날 그는 아직 등록도 하지 않은 시작품 

폰트를 팔아 수백 달러를 벌어 들였다. 

그래서 챙크는 다음날부터 지하실 한구 

석을 아예 작업실로 꾸미고 폰트제작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그는 지금 일주일에 수천개의 폰트를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사업을 하고있다. 

누구든 챙크의 폰트를 사고 싶은 사람은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 그의 웹사이트 

（www.chank.com） 로 들어가 크레디트 

카드로 대금을 지불하고 폰트를 다운로 

드 받으면 된다. 요즘은 하루 평균 1천명 

정도가 조회를 하고 이 가운데 30여 명 

이 상품별로 30〜300달러씩 내고 폰트 

를 사간다. 고객들은 비디오게임 제작업 

체, 텔레비전 방송사, 만화책 발행업자 

등다양하다

챙크는 그의 명성이 알려지면서 대형 

광고대행사나 유명 음료수 제조업체 등 

에서 직접 위촉을 받■아 폰트를 제작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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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이

기도 하는데 이 경우 한 건에 수만달러를 

받기도 한다.

오션 스프레이라는 유명한 음료수업 

체는 챙크가 디자인한 폰트를 제품에서 

광고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사용 

한 이후 매출이 급격히 늘어 그를 더욱 

유명하게 만들어 주었다.

현재 미국에는 챙크같은 컴퓨터 폰트 

디자이너가 약 17만명 정도 활동하고 있 

다. 회사에 소속된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독자적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투자 

비가 거의 필요없는데다 이 직업 종사자 

들이 대개 남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고 독 

창성을 중시하는 성격들이기 때문이다.

시간이 갈수록 컴퓨터 보급이 급격히 

늘고 생활이 다양해짐에 따라 폰트의 수 

요는 기하학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따 

라서 전세계적으로 폰트 디자이너들은 

더욱 대접 잘 받는 직업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5회 서울문화관광상품공모전

전통, 생활, 첨단, 관광 등 총 6개 부문 

으로 진행된 제5회 서울문화관광상품 공 

모전이 '97년 11월 10일 KOEX에서 시 

상식을 가졌다.

총 L036점이 접수된 이번 공모전에 

서는박성규씨의 가죽과기세트 가대상 

으로 선정됐다. 가죽소재에 전통칠기와 

자개장식을 첨가하여 제작한 이 작품은 

전통소재의 새로운 응용으로 우리 정서 

에 맞는 친근감과 부드러움이 돋보였다 

는 평을 받았다. 또한 가죽의 부패하기 

쉬운 성질을 옻칠을 통해 물세척을 가능 

케 했을 뿐만 아니라 가볍고 견고하여 보 

관하고 사용하는 데도 실용성이 크다.

금상을 받은 베어맵의 '인사동 그림 

관광지도' 는 우리의 관광명소를 알기 쉽 

게 3차원 그림으로 그려내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그 외에 수상된 작품들에 대해 

서도 심사위원들은 “전체적으로 새로운 

소재를 개발한 실용성있는 상품이 많았 

다'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n월 io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된 '97 서울문화관광상품 

전 수상작 89점과 함께 39개 업체가 참 

가한 기업문화상품전, 해외 문화상품전, 

대학제안전 등을 선보여 우리문화상품 

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공주 계룡백일주 용지, 이탈리이 

국립동양박물관에 기증

공주 지방의 민속주인 계룡백일주의 

용기가 이탈리아 측의 요청으로 국립동 

양박물관에 기증되 었다. 계룡백일주의 

용기는 도예가 이상돈씨의 작품으로, 충 

남발전연구원 내 산업디자인부의 의뢰 

로 개발된 것이다.

산업디자인부에서는 고유 전통주인 

계룡백일주의 이미지를 용기나 포장에 

표현해 우리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민속 

주로 발전시키키 위한 방안으로 이 용기 

의 디자인을 의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고유의 형태와 조형미를 도입, 와당 

문양에 나타난 귀면 무늬를 부조로 표현 

한 현재의 용기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특히 진열할 때 장식적 효과를 높이기 위 

해 앞부분이 넓고 옆면이 얇은 형태의 용 

기로 만들었으며 손으로 잡기 쉽도록 뒷 

부분을 완곡면으로 처리했다.

이 제품은 지난 3월 로마의 산타 안젤 

라성 박물관에서 개최된 한국도자기 전 

시회에 이상돈씨의 이름으로 출품되면 

서 이탈리아에 되었다. 현대미술품 

으로는 처음으로 산타 안젤라 성 박물관 

에 전시되었던 이 제품은 이제 동양박물 

관에서도 유일하게 소장하는 현대 도자 

기가되었다.

'97 한국 인터넷 홈페이지 대상

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전자신문사, 

서울방송, 한국통신 등 3사가주최한 한 

국인터넷대상의 시상식이 '97년 11월 

23일 한국통신 본사 15층에서 열렸다.

대상은 우리 고유의 한지 정보를 담은 

한지 를 출품한 서울대 동양화과 임채 

욱씨가 차지했으며, 중•고등부는 '그루 

터기 를 출품한 서울외국어고등학교 송 

창규군, 대학부는 디자인샵 모노' 를 출 

품한 전남대 시각디자인과 한중진씨 , 일 

반부는광고전문웹진 파워진을출품 

한 시드프로덕션의 임종현씨. 단체부는 

'한양^학교 사이버박물관 을 출품한 한 

양대학교 홈페이지 개발팀이 각각 최우 

수상을수상했다.

특별상으로 마련된 디자인 부문은 홍 

익대 시각디자인과 정청운씨의 가상전 

시관 이 차지했고, 시나리오 부문은 이 

스크라시스템의 이현상씨가 출품한 '레 

드 제플린의 음악세계 가 수상했다. 수 

상작은 인터넷에서 전시되고 있다.

• www.contest.co.kr

ICOGRADA 디자인세미나 개최

ICOGRADA는，98년 2월 23일부터 

이틀간 영국 런던의 오데온 극장에서 디 

자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디자인, 기술, 글로벌 브레인(Desi
gn, Technology and the Global Bra
in)* 을 주제로 고도의 창조적 • 혁신적 

디자인 및 광고 작업들이 제시되고 논의 

될 예정이다.

매년 개최되는 이 세미나에는 유럽 각 

지로부터 학생, 대학 강연자, 젊은 디자 

이너들이 대거 참여하여 저명한 디자이 

너들의 강연을 듣고 디자인 스튜디오, 갤 

러리, 박물관 등을 방문하며 각국의 디자 

이너들과 학생들이 서로 교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된다.

문의 : 24th ICOGRADA Design Seminar 

Sharon Irving

10 Ridgeway Road, Redhill 

Surrey RH1 6PH, ENGLAND 

Tel. +44 (0)1737 780150 

Fax. +44 (0)1737 78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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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icograda@sharonirving.co.uk

신임 통상신업부 신디과장에 권영 
수씨 부임

정해주 신임 통상산업부 장관은 이일 

규 통상산업부 산업디자인과장 후임에 

권영수 기업협력담당관을 임명했다. 권 

신임 산업디자인과장은 1952년생으로 

서울대 철학과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 

고 청와대 공보행정비서관(1986), 특허 

청 국제협력과장(1991), 통산부 기업규 

제심의담당관(1994), 통산부 기업협력 

담당관(1996)을 역임했다.

KADFA 서초동에 사무실 마련

사단법 인 한국공인산업 디자인전문회 

사협회(KADFA, 회장 이승근)가 최근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협회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제까지 협회는 독립 사무실 

을 갖지 못하고 협회장이 운영하는 전문 

회사에 공간을 마련하여 업무를 보아왔 

었다

• 주소 : (사)한국공인산업디자인전문회사협회 (KADFA) 

137-02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8-21 

코리아비지니스센터 1519호

Tel. 02 3486 2617

Fax. 02 3486 2618

국제 프랑三푸르트 소비재박람회

'국제 프랑크푸르트 소비재박람회 

(Ambiente—International Frankfurt 
Fair)^ 가 '98년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에서 개최된 

다.

주최측인 메세 프랑크푸르트는 80개 

국에서 약 5천40개 기업이 박람회에 참 

가할 예정이고 27개 전시홀 약 30만m2에 

달하는 규모로 행사가 개최된다고 밝혔 

다.

박람회에 나오는 소비재들은 부문별 

로 나뉘어 전시되는데, 이 가운데 주방 

및 식기류, 음식전인 타볼라 엔 쿠치나 

(Tavola & Cucina)' 전은 최고로 손꼽힌 

다. 1천7백65개사가 전시에 참가할 예정 

이며 6만명 이상의 국제 무역상들이 방 

문할 것으로 보인다.

1천7백65개사가 참가하고 이가운데 

62%는해외에서 참가한회사들이다.

• 문의 : The Ambiente Team

Tel. +49 69 7575 6460

Fax. +49 69 7575 6608

일본 국제건축디자인공모전서 최우 

수상 수상

중앙디자인 지정우, 안유경씨는 한국 

국적으로는 처음으로 국제 건축관련 공 

모전에서 최고상을 수상했다. 이들이 수 

상한 상은 일본 세라믹타일협회가 주최 

한 제1회 국제건축디자인공모전.

지난 9월 열린 공모전에서는 주최국 

일본은 물론 한국과 미국, 이탈리아, 스 

위스 등 11개국에서 1번138점이 응모한 

가운데 중앙디자인(JAD) 디자인연구소 

소속 연구원인 이들 두사람이 상금 1백 

만엔의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Earth & 
Fte' 로 흙은 인류의 도구이면서 공간 속 

의 형태 창출을 위한 재료로, 그리고 불 

은 많은 기술을 만들어낸 근원의 힘으로 

써 21세기 주거의 가능성을 가늠해 보았 

다.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겨준 Ear- 
난ling System'의 작품설명에서 “대도시 

안에서 Earth오｝ Fte를 주거생활에 어떠 

한 방식으로 도입시킬 것인가라는 기본 

적인 질문부터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 틀 

을 잡아나갔다라고 되새기며, 현대주거 

에서 Fire는 Hard Technology라고 정의 

하며, 이 Hard Technology는 인간의 문 

명을 만든 힘의 근원으로 시대의 흐름에 

맞춰 그 시대의 테크놀로지로 대변된다 

고 설명했다. 때문에 주거에 있어 琏®의 

역할은 인간을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

'산업디자인지의 

월 표기가 바뀝니다.

시금까지 발행된 달올 기준으로 

2 달과 이전 달올 표기하던 것 

이 독자들에게 최신호가 아닌 과 

월호로 오인할 혼동이 소지가 많 

다는 지적에 익헤 '98년도 2월 

말 발행되는 157호부텨는

157/ 98/1 • 2가 아닌 

157/98/3 • 4로 새롭게 적 

용됩니다.

'98년도부텨 세롭게 바퓌는 월 

표기와 함께 더욱더 알찬 정보와 

내용으로 독자 여려분에계 다가 

갈 것올 약속드립니다.

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주거환경 체 

계를지원하게 되며, 자신들이 제시한새 

로운 타입의 주거는 이 Fire를 Soft 
Technology로 전환시킴으로써 얻어진다 

고 전제했다.

특기할 만한 점은 건축가와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만남. 이번 수상은 건축과 인 

테리어라는 국내에서는 금을 긋듯 나뉘 

어진 다른 분야의 두 사람이 만나 서로 

생각지 못한 부분을 보완해서 얻은 결실 

이다. 인간을 위한 도시공간이라는 포괄 

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은 건축가와 세심 

한 부분까지 포함하는 환경디자인쪽에 

역점을 두는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조화 

를 이루어 만들어냈다. 지정우씨는 이미 

'마포구청 신시가지 조성계획 공모전 

대상과 대한건축학회 학생공모전, 대한 

민국 건축대전 등 많은 공모전 수상경력 

이 있는 젊은 건축가이고, 안유경씨는 불 

어교육을 전공한 뒤 다시 실내환경디자 

인을 전공하고 한국실내디자인대전 대 

상을 차지한 인테리어 디자이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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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P 홈페이지 구축, 단계별 정 
보서비스 개시

KIDP 홈페이지가 지난 11월 13일 개 

통되어 일단계 정보제공 서비스에 들어 

갔다.

지난 6월부터 '산업디자인 정보 인프 

라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KIDP는 오는 2001년까지 중•장기 5개 

년 계획을 수립하고 국내외 산업디자인 

관련 정보를 총망라하는 체계적인 인터 

넷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 첫 결 

실을 거둔 셈이다.

이번에 선보인 내용은 KIDP 4H와 

사업안내, 산업디자인 뉴스, 정보 이용자 

간 자유로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디자이 

너 게시판, 정부기관•교육기관•기업체• 

디자인 관련기관 등과의 연동사이트인 

쿨사이트（Cool Site）, 데이터베이스를 맛 

보이기 위한 기업체 총람 등이다.

KIDP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제공 서 

비스는 12월 8일부터 완전 개통되어 디 

자인과 밀접하게 관련된 각종 DB들을 

서비스하게 되며 우수산업디자인（GD） 
상품선정 제 , 우수산업 디 자인성 공（SD） 
상품선정제 , 대한민국산업 디자인전람회 

등 각종 공모•전시 행사 내용들과 국내 

디자이너들의 신상명세 및 경력, 기업지 

도 실적들도 제공된다.

산업디자인 정보 인프라 구축사업과 

그 시스템은 5개년 계획에 의해 연속성 

있게 추진될 예정인데, 5년차가 되는 

2001년에는 모든 디자인 관련 정보를 보 

유하게 되어 명실상부한 디자인 정보의 

보고' 가 될 것이다. KIDP 정보화추진팀 

은 앞으로 각종 디자인 기초•연구 데이 

터베이스, 국내외 디자인 신기술 정보와 

의장권, 산업디자인 보호제도, 각종 국내 

공모전 및 전람회, 세미나 정보, 해외 디 

자이너 신상정보 및 전공분야 등 다양한 

정보들을 연차적으로 구축해 나갈 예정 

이라고 밝혔다.

KIDP 홈페이지 사이트 맵

• KIDP 소개一인사말, 설립취지, 연혁, 조직도, 발 

전계획

• KIDP 사업一전시, 진흥, 개발지원, 출판（산업디 

자인지 웹진으로 제공）, 국제, 교육, 연구개발, 

디자인센터, 정보화 사업

• 산업디자인 뉴스一디자인 핫뉴스, 산업디자인전 

시회, 산업디자인행사

• 디자이너 게시판一공지사항, 디자인포럼, 교육• 

연수, 취업정보, 민원•건의, 설문조사

• 자료실一KIDP 보유 디자인 관련 서적 1 만4천여 

권의 인터넷 웹상 서지목차 검색

• COOL SITE-정부기관, 교육기관, 기업체, 디 

자이너사이트

• 사이트 맵一KIDP 홈페이지를 보다 쉽고 간편하 

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 DB서비스一국내외 디자이너 인명정보 및 포트폴 

리오 제고 디자인 관련 디렉토리 서비스, 공인산 

업디자인전문회사, 각종 공모전•전시회, GD-SD 

선정상품, 개발지원상품 서비스, 디자인 관련 기 

초 및 활용연구 자료 제공

이CSID 2001-2001 년에 개최되는 세계디자인 

총회 준비사항 사업계획 뉴스 안내

KIDP 자료실, 원문 제공 서비스 
개시

KIDP 자료실이 11월 17일 원문 제공 

서비스에 들어갔다.

I 원문 제공 서 비스 이용료（ ※복사는 A4용지를 기본으로 하며 B4의 경우에는 장당 50원 추가） 단위 : 원

자 료 구 분 기본료 복사비/1 장

산업디자인 •포장세계 1,000

KIDP 간행물

각종 도록（대한민국산업 디자인전람회 ,

1,500 100
GD/SD선정제, 전국 초•중•고생산업디자인 전람회 등）

KIDP 연구보고서 및 교재 1,500

단행본 1,000

학위논문 1,500

국내 정기간행물 1,500
외부간행물

국외 정기간행물 2,000
100

졸업전시회 및 기타 전시회 도록 1,500

기타자료 1,000

FAX 서비스 1,000 500

서비스 내용은 자료실에 소장되어 있 

는 디자인 관련 문헌, 정기간행물, 보고 

서, 학위논문 등의 원문이나 목차를 이용 

자들의 요청에 따라 복사하여 우송해 주 

는 것이다.

이로써 그동안 시出］ 없거나 거리가 

너무 멀어 KIDP 자료실을 이용할 수 없 

었던 디자이너와 학생 , 학계 종사자들도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언제든지 손쉽게 

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용 요금은 자료에 따라 1〜2천원 정 

도 하는 기본요금에 복사비와 우송비 （실 

비）가 더해진다（표참조）.

일반인의 경우, 예탁금 2만 원을 먼저 

예치하고 서비스 제공시마다 이용요금 

을 공제하게 된다.

KIDP 정보회원들은 1만 원 한도내에 

서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초과분에 대해서도 기본료 면제와 복사 

비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 

래의 자료실 전화나 팩스, 우편 등을 이 

용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자료는 2 
〜3일 안에 발송된다.

• KIDP 자료실 원문제공서비스 이용안내 및 신청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128-8 우 110-460

Tel. 02 708 2092/3

Fax. 02 765 9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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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산업디자인 종합행사

전북 산업디자인 종합행사가 11월 20 
일 전주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개막 

했다

전라북도와 KIDP가 주최하고 통상산 

업부와 전주상공회의소가 후원한 이 행 

사는 전시회, 경영자 및 공무원 교육, 초。 

중•고생 조기교육, 세미나 등의 내용으 

로 11월 26일까지 일주일 동안 개최되었 

다.

행사기간 동안 전북대 삼성문화회관 

전시실에는 산업디자인 개발신상품 110 
점（전북지역 상품 20점 포함）, '97 우수 

산업디자인（GD）상품전 입상품 35점 （전 

북 3점）, 제4회 초•중•고생산업디자인전 

람회 입상품 62점（전북 2점） 등 총 207 
점의 우수 디자인이 일반에 선보였다.

개막일인 11월 20일에는 기업체 디자 

이너들과 산업디자인 전공학생들을 대 

상으로 전북대 홍정표 교수가 진행하는 

세미나가 열렸고, 26일에는 전주농협세 

계화지도자교육원에서 전라북도 6급 이

I 산업디자인개발지원사업 추진현황（'94~'97）

구분 진단/지돠개발 상품화

서울 4,921(34.8%) 545(32.9%)

경기 2,724(19.3%) 312(18.8%)

인천 918(6.5%) 98(5.9%)

부산 962(6.8%) 103(6.2%)

경남 836(5.9%) 115(6.9%)

대구 394(2.8%) 44(2.7%)

경북 473(3.4%) 64(3.9%)

대전 305(2.2%) 25(1.5%)

충남 487(3.4%) 68(4.1%)

충북 410(2.9%) 38(2.3%)

광주 242(1.7%) 25(1.5%)

전남 429(3.0%) 65(3.9%)

전북 600(4.2%) 103(6.2%)

강원 301(2.1%) 38(2.3%)

제주 128(0.9%) 15(0.9%)

합계 14,130 1,658

하 공무원 60명을 대상으로 포장디자인 

연구소 이종욱 소장의 공무원 특강이 개 

최되었다. 한편, 이리 동중학교와 전주 

영생여상고, 전주여상고, 전주 우석중학 

교 등에서는 초•중•고생을 위한 디자인 

교육이 실시되었다.

불황속에서도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활발

최근 계속되는 금융불안과 경기침체 

에도 불구하고 신제품 개발을 위한 중소 

기업들의 디자인개발 열의는 그 어느 때 

보다 높아 우리 경제계에 다소나마 희망 

을 주고 있다.

KDP가 실시하고 있는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사업 의 최근 추진실적을 살펴 

보면, 10월말까지 모두 2천4백53개사가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나, 올해 말까지 예 

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지원단계별로 분석해 보면, 진단 

이 1천6백46개사（'96년 1,681개사）, 지 

도 3백4개사（'96년 신청 잔여분）, 개발 

5백3개사《96년 636개） 등이다. 상품화 

에까지 성공한 업체는 2백58개사이다.

올들어 개발지원사업의 내용이 '진단 

一지도一개발 3단계에서 진단一개 

발 2단계로 간소화•내실화 된 것을 감 

안한다면 즉, 지도과정 수치를 빼고 보면 

올들어 지원받은 업체수는 2천1백49개 

사로 이미 작년의 2천3백17개사에 육박 

해 있는 것이다.

KIDP 개발지원사업 담당자는 “해마 

다4/4분기에 개발지원사업 신청 업체수 

가 급증해 온 것을 미루어 볼 때 올 연말 

까지 신청업체수가 2천8백개에 달할 것” 

이 라고 말했다.

공인전문회사 정보회원 가입면제

공인 산업 디자인 전문회사의 정보회원 

가입이 면제된다.

지금까지 전문회사 신고를 위해서는 

연간 10만원하는 정보회원제의 기업회 

원에 가입해야만 했으나 이제는 굳이 그 

럴 필요가 없는 것이다.

사실 전문회사에는 3명 이상의 등록 

디자이너들이 근무하고 있는데（전문회 

사 등록요건 중 최소 전문인력 보유요건 

과 관련하여）, 이들은 모두 정보회원제 

개인회원에 가입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 

까지는 회사차원에서도 정보회원에 가 

입해야만 전문회사 신고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한 회사에서 동일 정보제공 

을 위해 비용을 중복 지출하는 결과를 낳 

았다. 이는 정보를 제공하는 입장인 

KIDP측에서 볼 때도 낭비적 요소가 큰 

것으로 지적되어 전문회사들의 정보회 

원 가입 면제 방침이 결정된 것이다.

이러한 결정이 더욱 의미있게 받아들 

여지는 이유는 이와 같은 제안이 KIDP 
卒］ 아닌 공인전문회사측게서 제기되 

어 성사된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8월 

'공인전문회사 등록 100호 기념간담회 

에 모인 업계 대표들이 제안한 것이 계기 

가 되어 이러한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KIDP는 앞으로도 업계의 제안과 애 

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업계가 

필요로 하는 지원•육성사업을 실시해 나 

간다는 방침이다.

노장우 원장, 울산대와 연세대에서 

강의

KIDP 노장우 원장은 11월 28일 울산 

대 학교 조형 대 학 산업 디 자인연구소가 

주최하는 한•일 디자인 세미나 에 기조 

연설 발표자로 참석하였다.

이 세미나의 주제는 '지방지치시대에 

있어서의 지역 특성화를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이며 한국과 일본의 학계 전문가 

들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도시환경 담 

당자들이 발표자 또는 초대자로 함께 참 

여하였다.

한편, 노 원장은 12월 3일에도 연세대 

학교 인지과학연구소（소장 정찬섭）가 주 

최하는 정기세미나에 초청 연사로 참석 

하여 '21 세기에 대비한 산업디자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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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이 세미 

나에는 학계, 산업계, 연구소, 정부기관 

의 인지과학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대학 

원생들이 참석하였다.

경제위기 극복 위한 디자인전략지 

원센터 출범

노장우 KIDP 원장은 12월 22일（월） 

오후 2시 섬유센터 17층 회의실에서 상 

품기획부터 판로개척까지 중소기업 디 

자인 개발의 전과정을 일괄 지원（원스톱 

서비스）하는 디자인전락지원센터 를 출 

범시켰다.

또한 출범식에 참석한 디자인업계 •중 

소기업 지원기관•학계 관계자들은 이날 

최근 우리 나라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 극 

복을 위한 디자인계의 결의문 채택과 함 

께 내년 2월말에 출범할 신정부에 디자 

인 정책을 경제회생의 핵심전략으로 채 

택할 것을 건의하였다.

I 디자인전략지원센터

지난 1994년부터 중소기업에 산업디 

자인 개발지원 사업을 실시해 온 KIDP 
는 디자인전략지원센터를 통해 디자인 

지원사업을 F■두류 전략화하고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디자인 개발을 신청해 오 

는 모든 기업에 같은 지원을 해 주고, 지 

도해 주는 전문가들도 일괄 관리해 왔으 

나 이제부터는 지원 후 성공가능성이 큰 

유망업체와 역咨］ 뛰어난 디자인 전문 

가들을 디자인전략지원센터에서 별도 

관리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혜택을 대폭 

늘려 차별화 시킴으로써 지원사업의 효 

율을 극대화하고 지원 성공율을 높여나 

간다는 것이다.

결국 디자인전략지원센터의 구성 핵 

심은 성공유망업체로선별된 디자인혁 

신기업 과 창의력이 뛰어나고 우수한 개 

발능력을 갖춘 최고 수준의 디자이너들 

인 4혁신디자이너그룹 이라 할 수 있다.

I 디자인 혁신기업

디자인 혁신기업은 디자인개발을 통 

해 고부가가치를 실현하여 실질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큰 기업을 의미한다. 

KIDP는 일단 내년에 7。개 업체, 향후 5 
년간 8백70개의 혁신기업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은 상품기획에서부터 디자인개 

발, 상품화, 마케팅까지 일괄해서 이루어 

지며 개발지원금과 제품비용이 우선 지 

원된다.

혁신기업은 KIDP의 개발지원사업을 

통해 선도기업으로 인정받은 업체들과 

타기관 추천 유망 중소기업 혹은 벤처기 

업 , 전통문화 상품화 기업 혹은 조합, 중 

소기업 공동 브랜드 개발 조합（협회） 등 

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된다.

I 혁신디자이너그룹

혁신디자이너 그룹은 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참여 지도위원 가운데 뛰어난 

개발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디자 

이너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디자인분야 

는 물론 마케팅, 엔지니어링 등 상품개발 

과정에 있어 없어서는 안될 다양한 분야 

의 전문가들로 조직된 평가위원회의 절

I 디자인전략지원센터 구성

•업종별단체 자율 참여

• 제품 및 시각•포장디자인 

개선 희망 업체 중 선정

• 디자인 지도사업 평가

우수디자이너
-제품디자이너 （33명）

一시각.포장디자이너 （42명:

•제품지도팀

•시각지도팀

•지도관리팀

• 자문심의 디자이너

• 마케팅 전문가

• 디자인 보호전문가（특허법）

• 엔지니어（금형 등）

•색채전문가

대평가로 선정된다. 459명의 현 지도위 

원 가운데 일차적으로 75명의 혁신디자 

이너가 선정 완료되었다. 제품디자이너 

가 33명, 시각•포장디자이너가 42명이 

다.

I 기대효과

KIDP는 디자인전략지원센터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우리 나라 중소기업들의 

디자인 경쟁력 향상과 한국 고유 디자인 

의 경쟁력 우위 확보를 기대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지원기 업들의 매출액이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 

다

12월 8일 KIDP가 그동안의 지원업체 

중에서 디자인 히트상품 30개를 선정하 

여 자체 분석한 결과를 보면, 디자인개발 

지원전에 1백11억의 매출실적을 보이던 

상품이 지원 후에는 553%가• 증가한 6백 

14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리 

한 결과를 일예로 보더라도 디자인 개발 

에 대한 지원이 모든 단계에서 효과적으 

로만 이루어진다면 놀라운 매출증대 효 

과가 나타날 것임은 분명하다. KDP가 

산업 디자인전략지원센터를 발족하여 상 

품개발 단계뿐 아니라 마케팅까지 일괄 

지원하고자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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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P, 노동부 교옼혼린기괸 지정

KlDP는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 

온 법 시행령 제28조와 노동부 예규 

제345호（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관리 

둥에 관한 지정）애 의하여 고용보험 

당연지정 교육훈련기관으로 인가 받 

았습니다.

이로써 KIDP의 디자인 관련 川육시 

기업체에서 부담한 교육비에 대하여 

중소기업들은 d육비의 쵝고 90%까 

지, 대기업은 7。%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우션 지원 q생기업

체조업（상시사용 근로자수 500인 이하） 

광업• 건설업 • 운수업 • 창고통신업（상시사용 

근로자수 300인 이하）

기타 산업（상시사용 근로자수 ]00인 이하）

•교옥네용

편집 디자인, 패키지 디자인, 캘라플래닝

등 다양한 분야의 디자인 疝육

• 고옥이졍

평일특강（월一금） 

주말특강（토一일）

3개월, 6개월 격일N육 등의 단기육

1년 a 육, 1년 6개월 ill 육 등의 장기 a 육

•■옥비지원

kidp a육이 종료된 날이 속한 분기의 다 

음달 말일가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관 

서에 田육수료증과 영수증을 제출하면 지 

원받을 수 있다.

・ 曰옥선청민 문의

KIDP ■육연수팀

Tel. O2-7O8-2152/9

Fax. 02-741-3273 

는 것이다.

광주 신업디자인 종합행사 개막

광주 산업디자인 종합행사가 12월 16 
일 개막되었다. 광주시립박물관 전시관 

에서 12월 22일까지 개최된 이 행사는 

우수 산업디자인 전시회 , 경영자 및 공무 

원 교육, 초• 중•고생 조기교육, 세미나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치뤄졌다.

특히 전시회에서는 산업디자인 개발 

신상품 120점（광주지역 상품 20점 포 

함）, '97 우수산업디자인（GD）상품전 입 

상품 33점, 제4회 초•중•고생 산업디자 

인전람회 입상품 60점（광주•전남 7점） 

등 총 213점의 우수 디자인이 전시되어 , 

산업디자인이 불황 타개를 위한 경영전 

략의 하나로 산업디자인이 새롭게 조명 

되는 계기가 되었다.

IDAS, 전문회사 설립 특강

국제산업디자인대학원 （IDAS） 은 12 
월 5일 졸업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산 

업디자인 전문회사 설립 에 관한 특강을 

실시했다.

졸업을 앞두고 취업 등 진로결정에 고 

민이 많은 2학년 학생들을 주축으로 25 
명의 재학생들이 참석하여 공인산업디 

자인전문회사 및 기업지도 실무자들이 

전해주는 관련 정보와 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특강의 주요 내용은 공인전문회사 등 

록 및 등록디자이너 신청 , 전문회사의 창 

업과 현황, 정부 정책의 방향, 전문회사 

의 현실, KIDP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사 

업 지도위원 신청 등이었다.

전문회사를 성공적으로 창업하여 운 

영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간단하거나 

쉽지만은 않지만, 이번 특강을 통해 전문 

회사 설립에 대한 학생들의 의욕이 많이 

고양되었다.

2차 디자인정보교류회 개최

제2차 디자인 정보교류회가 12월 6일 

（토） 오전 7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 상 

의클럽에서 개최되었다.

정보교류회는 '97년 9월 4일, 디자인 

관련 각분아의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우 

리 디자인계에 비전을 제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젊은 디자인 전문가들의 모임으 

로 현재 외부위원 12명, KIDP 내부위원 

3명 등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2차 모임에서는 올해 우리 나라 

가 유치에 성공한 '2001년 ICSID 총회 

및 대회' 와 '2000년 ICOGRADA 대회' 

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제안, 디자인 각 

분아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발표와 논의 

가 있었다.

위원들은 두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먼저 역대 대회에 대 

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를 바탕으로 시작 

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또한 디자인계 

의 화합과 결속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KIDP 주도의 권위적인 행사운영보다는 

민.관.학.연의 조화로운 행人]운영의 묘 

가 요구된다는 제안이 있었다. 그리고 

한국 디자인 에 대한 역사찾기와 정체 

성 부여 등의 작업이 행사 이전에 이루어 

져 두 행사가 세계 속에 한국디자인을 널 

리 알리고 전파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KIDP는 정보교류회에 참석한 위원들 

의 발표내용을 향후 정책수립과 사업전 

개에 적극 수용하는 것은 물론 모임 때마 

다 위원들이 문서자료 형태로 제출하는 

발제내용을 KIDP 홈페이지에 올리고자 

료집 발간 등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116 『산업디자인』 통권 156.1997.11/12



산업디자인 정규고윽 1년과정생 모집

교육 목적 j • 일반 대학, 학원에서 접하지 못하는 내용을 국제산업디자인 대학원（IDAS）과의 연계를 통하여 교육

: （IDAS진학, 편입 및 취업준비）

교육대 상 ； • IDAS 입학 희망자, 산업디자인 재교육 희망자, 취업희망자, 기타

교육과정 ： • 제품디자인 전공 / 인테리어디자인 전공 / 시각디자인 전공

교육기간 및 시간 ： ・1년과정

S -z98. 2. 5〜12. 5

； -주 4일（월,화,목, 금 수업

j -1 일 3시간（09：30〜12：30） 주 12시간（총 40주 480시간）

교육 특징
: • 디자인 이론및실기,컴퓨터그래픽의체계적인교육

； • 디자인영어교육을 통한 국제화 대비 

j • 국내외저명강사진의교육

: • 실습및실무 위주의현장교육

특 전
j • 일정기간 수강시80%이상수료증 수여

j ・ IDAS 입시시 교육기간 경력인정및입시유리

： • 해외연수시 우선권부여

； • 취업희망시 추천서발급

신청 및 상담
； -KIDP 교육연수팀

5 Tel. 02-708-2152/9

j Fax. 02-741-3273

ki L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DESIGN PROMOTION



I 컴門 응8TH 특강

I POWER Mac반 고육일정
（동계평일특강）

구분 일 시 시간수 교육 내용 구분 일 시 시간수 교육 내용

1 차
'98.

1.5（ 월）

〜 23（금）

09：30 
~12：30 
오전

45

• 멀티미디어 PD（3시간）

• 2D : Illustrator 7.0
-컴퓨터그래픽디자인

-CIP・ LOGO디자인

-Blend C이or를 이용한 일러스트 기법

-Pattem/Gradient Color 활용 및 제작

2 차
'98.

2. 9（월）

〜 27（금）

09：30 
~12：30 
오전）

45

•Web 디자인 개론3시간）

・3D과정 : Shade DI1.6

-3D 비쥬얼 그래픽디자인

一3차원 Modeling/Rendering 기법

-재질감표현 （Mapping）

-Animation 기법

14：00 
~17：00
오후

45

• 멀티미디어 PD（3시간）

• 2D : Photo Shop 4.0

-Image Processing 기법

-Photo Re-tou 아!/Color 보정법

-Layer 합성 테크닉

- 필터활용법 （KPT 필터）

14：00 
〜17：00 
오후）

45

• Web디자인 개론（3시간）

• CD-ROM Title 제작

:M.M Director 6.0, Premiere 4.0

-CD-ROM Title 제작

-대화형 멀티프리젠테이션 테크닉 및 

포트폴리오 제작기법

-Interactive 디자인 （Lingo Script 활용）

-AA/ 편집디자인

18：30
~21：30 
야간）

45

• 멀티미디어 PD（3시간）

• 2D : Illustrator 7.0/Photo Shop 4.0

-CIPLOGO 디자인/

Image Processing 기법

-컴퓨터를 이용한 일러스트 기법

-Layer 합성 테크닉

一실무에서의 활용법

18：30 
〜21：30 
야간）

45

• Web디자인 개론（3시간）

• 전자편집（DTP） : Quark XPress 3.3
一컴퓨터를 이용한 그래픽 편집디자인

-이미지와 기호의 결합을 통한 편집디자인

-Lay-out 작성요령

-정기 간행물의 제작 및 실사례

I CAD반 교육일정 （동계평일특강）

구분 일 시 시간수 교육 내용 구분 일 시 시간수 교육 내용

1 차
z98.

1.5（ 월）

〜 23（금）

09：30 
~12：30 
오전

45

• 멀티미디어 PD（3시간）

• Animation과정 : 3D Studio MAX-1 
一제품 및 인테리어 실내디자인

- 3D Modeling/Rendering 기법

- 시뮬레이션 및 프리젠테이션 제작

- 고급 Animation 기법

-Partite, Morph. Snow. Glow. Sm아e 등

2 차
'98.

2. 9（월）

〜 27（금）

09： 30 
~12：30 
오전

45

• Web디자인 개론（3시간）

• Animation과정 : 3D Studio MAX-I
- 제품 및 인테리어 실내디자인

- 3D Modeling/Rendering 기법

— 시뮬레이션 및 프리젠테이션 제작

一고급 Animation 기법

-Particle. Morph, Snow, Glow, Sm아〈e 등

14：00 
시 7：00 

（오후）

45

• 멀티미디어 PD（3시간）

• 홈페이지 디자인제작과정-I

-HTMLCHyper Text Markup Language） 
문서작성

-Shockwave

-Lingo Script（M.M Director 6.0）

14：00 
~17：00
오후）

45

• Web디자인 개론（3시간）

• 홈페이지 디자인제작과정-D

-HTML（Hyper Text Markup Language） 
문서작성

-Shockwave

-Lingo Script（M.M Director 6.0）

18：30 
~21：30
야간）

45

• 멀티미디어 PD（3시간）

・ 3D 과정 : Auto CADR13
- 제품 및 인테리어 구조 설계 기법

- 인테리어 실내디자인

- 2차원 Drawing 기법. 모델링 기법

- 기하학적 3차원 모델링

18：30 
~21：30

（야간）
45

• Web디자인 개론（3시간）

• Animation과정 : 3D Studio MAX
- 제품 및 인테리어 실내디자인

- 3D Modeling/Rendering 기법

- 시뮬레이션 및 프리젠테이션 제작

■ ■고급 Animation 기법

-Particle, Morph. Snow. Glow. Sm아〈e 등

I 동게주말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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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일 시 시간수 교육 내용 구분 일 시 시간수 교육 내용

Power

Mac 반

z98.
2. 7（토）

〜3. 1@）
10：00

~15：00 40

• 2D과정 : 마］oto Shop 4.0

-Image Processing 기법

-Photo Re-touch/Color 보정법

-Layer 합성 테크닉

- 필터활용법 （KPT필터）

CAD 반
'98.

2. 7（토）

~3. 1（일）

10：00 
시5：00

40

• Animation과정 : 3D Studio MAX
- 제품 및 인테리어 실내디자인

- 3D Modeling/Rendering 기법

- 시뮬레이션 및 프리젠테이션 제작

一고급 Animation 기법

-Particle. Morph. Snow. Glow. Smoke 등



KIDP'98년도 포장기술 a육 일정

m 육명 ■ 육내용 기간 인원 수강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소재업체의 관련실무자 등

포장관리사 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종합포장기술교육으로, 집

3. 25〜7. 5 30 450,000원
정규 교육 체교육과 통신교육을 병행하여 교육효과를 증진시 

키고자 보완된 포장관리사교육

각 업계의 관련실무자 및 디자이너, 학생들을 대상

50I ： 5.12〜8.22
포장관리사

통신교육（I, I, H）

으로 포장기술, 재료, 기법 및 포장표준화, 물류합 

리화, 환경문제 등 포장의 각 분야에 걸친 종합적
I : 9. 1〜12.12 50 400,000원

I ： 12. 8〜'99. 3.13 50
이고도 체계적인 교육

연포장생산업체, 사용업체, 식품업체를 위한 연포

I ： 4.14〜4.16 25연포장재교육

（I, I）
150,000원장재료, 포장기법, 인쇄 및 식품포장 등 연포장에

I ： 10.20〜10.22 25
관한 테마별 교육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합리화 교육의 일환

물류합리화를 위한 으로 포장기법, 치수, 강도 등의 표준화를 통하여

11.10-11.12 25 150,000원
포장 표준화교육 물류합리화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된 교육

골판지 원부자재, 기계, 인쇄 접착제 등 골판지 

전반에 대한 교육으로 환경문제와 표준화, 기능성,

150,000원골판지포장교육 9. 8〜9.10 25
재활용 문제까지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교육효과를

높인 신골판지포장교육

포장기술 포장기술과 관련한 최신 정보 및 국내외 동향을 주 연중

50 무료

세미나 제로 한 세미나 개최 （同）

kidp 한국산업匸I 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DESIGN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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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영 /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홍보팀장

중국의 고전「열자（列子）」에 우공이산（愚公移山）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어리석은 자가 산을 옮긴다는 얘기다.

많은 사람들은 동네 앞에 떡 버티고 있는 산만 없다면 먼길을 돌아다니지 않아도 될텐데 하고 

불평만 했다. 그런데 우공은 생각에 그치지 않고 실행에 옮겼다. 

조그마한 삽을 들고 산을 파서 옮기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했지만 자기 대에 다 못해도 그 다음 대를 이어 

흙을 파서 옮기다보면 언젠가는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했다.

우공은 과연 산을 옮겼을까?

우공이 산을 옮겼든 못 옮겼든 그건 우리에게 별로 중요치 않다.

우공의 행동은 곰 같았을지 모르지만 그의 사고는 코페르니쿠스에 견주어 결코 손색이 없다. 

그 누구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일을 혼자 행동에 옮겼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렇게 하는 것만이 무슨 일이든 해내는 방식인지도 모른다.

헨리 페트로스키는「디자인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책에서 

20세기 인간생활의 양태를 크게 바꾼 발명품 가운데 지퍼를 예로 들었다.

19세기까지 서양 사람들이 입었던 의복과 신발에 덕지덕지 붙어 있던 거추장스러운 

단추와 후크를 일소하여 그것을 풀거나 잠그는데 허비했던 시간을 절약하게 해 주었다는 것이다.

지퍼의 기원은 1851년 엘리아스 하우가 개발한 여미개（Fastening）다.

그리고 1923년에 상품명 '지퍼'로 공식 등장한 이래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소재나 기능 면에서 실로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거쳐 진화해 왔다.

여기서 우리는 두가지 교훈을 얻는다.

우선 무엇보다 혁명적인 사고가 있어야 발전한다는 것.

그리고 개선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그 뒤를 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천동설은 세상에 만연하던 미신（迷信）이었다.

그 아성을 깨고 지구가 돈다고 하는 혁명적인 진리를 발견하기까지 

코페르니쿠스는 사고의 전환을 위해 무진장한 아픔을 겪었을 것이다.

우공 역시 마찬가지다.

경제를 생각하면 무인년（戊寅年）을 여는 우리의 마음은 착잡하기 그지없다. 

을씨년스러운 정도를 넘어 꽁꽁 얼어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매일 일어나 먹고 일하고 또 자고 하는 것처럼 디자인도 우리 옆을 떠날 수 없다.

경제가 어렵다고해서 디자인이 어디로 가지 않는다.

따라서 디자인으로 경제를 풀어야 하는 우리의 일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매일매일 한걸음씩을 앞으로 내디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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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꿔昌시다！
이SC칩인 64비트 알파 CPU 장착, 윈도우즈

NT 전용 디지탈 퍼스널 워크스테이션,

UNIX 분이라는 고정관념, 이젠 바꾸십시오 

생각을 바꾸면, 昭이 바펍 U 다

미아타 - UNIX워크스테이션에서 느낄 수 없던

가격과 성능을 만날 수 있습니다 UNIX 워크

윈도우즈 NT전옹, 디지탈 피스늘 
워코스딥이선 미아타!

스테이션만이 고성능이라는 고정관념, 이젠

가耶써 성능자力 모든 갓이

확실합니다!

바꾸십시오. HP사의 C160L,

SUN사의 Ultral-170E, SGI

사의 OCTANE R10000 등의

UNIX 워크스테이션과 당당히 겨뤄보고 싶습

니다. 가격에서 성능까지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디지탈 퍼스널 워크스테이션, 미아타 - RISC

칩인 64비트 알파 CPU 장착으로 빠르기는

TM

기본, UNIX에서 사용되는 주요

Whatever it takes.™

어플리케이션은 물론 PC에서 사용되는 어플리

케이션까지도 실행됩니다. 미아타와 함께

윈도우즈 NT의 놀라운 세상을 경험하십시오.

디지탈, 어떤 컴퓨터 환경에서도

디지탈 퍼스널 워크스테이션 미아타

Processors/chipset 
Bus
Cache
Disk controller
Expansion slots 
CD-ROMs 
Ethernet

Alpha 21164a 433, 500 MHz 
PCI
96KB, 2MB(opt)
Ultra Wide SCSI
2 64-bit PCI, 3 PCI/ISA 아lared 
12X EIDE
10BaseT/2, WOBaseT

사용 가능한 주요 어플리케이션

Pro/ Engineer, Unigraphics H , SolidWorks, 
MicroStation, Softimage 3D, Lightwave 3D, 
VeriBest 등 2000여개 이상의 어플리케이션

한국디지탈 이퀴프먼트 주식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3 보람증권빌딩 11〜14층 (우) 150-010 
대표전화: 3771-2771 또는 080-761~6161 FAX： 3771-2765
미아타제품문의 : 3771-2899, 2738
한국디지탈 인터넷 (http ：//www.digitaI.co. kr/)

http://www.digita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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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INNOVATION
New prod니ct conception, product design, prod니ct graphics, ergonomics, 
modelmaking. In the current economic climate, producing q니ality prod니ct is 
more important than ever.
By 니nderstanding, o니r clients' needs, we are developed exceptional working 
relationships based on cooperation, flexibility and enthusiasm. The allied to the 
application of focused creative flare, has proved to be an ideal recipe for 
s니ccessf니 design. Creative soil니tions acc니rately targrted.

KODAS
DESIGN ASSOCIATES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478-7 
대지빌딩 3층 /우편번호 137-063 
Tel：585-8936 /7 Fax：585-89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