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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년 우리의 수출은 241 억불을 돌파했읍니 

다. 이는 오로지 우리 모두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무거운 과 

업은 90년대에 기필코 선진조국을 건설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수출을 더욱 증대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것은 기술혁신, 생산성 향 

상, 새로운 시장개척과 국제 경쟁력이 높은 

우수한 제품의 개발 여하에 달려 있읍니다. 

보다 편리하고 아름답고 다양하며 고품질의 

저렴한 제품을 만드는 것은 바로 종합된 두 

뇌 기술의 영역이며 또한 산업디자인의 전문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들 

은 보다 합리적이며 현재 유통구조에 맞게 

경제적으로 포장될 때 비로소 우수한 상품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성취하는 길은 결국 우리에 

게 내재한 무한한 잠재력을 일깨우는 두뇌기 

술의 개발과 이것의 적극 활용 뿐입니다.

이와 같이 수줄 증대와 국가 경제 발전에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인 산업디 

자인과 포장분야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는 여러가지 국가시책 

사 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읍니다.

주요사업

•연구개발사업

중소기업 상품디자인 및 포장기술의 연구개발

• 지도사업

중소기업 상품디자인 및 포장기술의 지도 상담

•교육연수사업

기업체 실무디자이너를 위한 산업디자인 교육 

및 포장관리사 교육

• 출판 및 홍보사업

「산업디자인 지」및「포장기술지」발간, 기타 전 

문서적 줄판

•전시사업

「대한민국산업디자인 전람회」및 기타 관련전 

시, 상설전시관 운영, 전시장 대여

• 자료수집•관리 및 전파사업

디자인 및 포장분야의 전문도서 자료를 소장 

한 도서관 및 자료실 운영

•국제협력사업

국제산업 디자인단체협의회 (ICSID), 국제 시각 

디자인협의회(ICOGRADA) 세계포장기구，: W 
P0), 아시아포장연맹(APF) 가입 및 회원 단 

체 활용

•관련단체 지원사업

•포장자재 공급사업

국제규격의 골판지상사 공급을 위한 시범공장 

운영

• 기타 정부의 위촉사업 및 승인사업

한국口자으포장선! 터
KOREA DESIGN & PACKAGING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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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아시안 게임과 '88 울림픽을 대비한 우리의 공공 

교동 수단 디자인 실태는 어떠한가? 

교통수단에 있어선 다른 분야에 비해 미처 손대지 못한 

부분이 많다. 따라서 의국 관광객들에 바칠 우리의 교통 

수단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하기 위해선 늦은 감은 

있지만 관계 당국이나 각계 각층의 새로운 인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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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간 열차의 내부로서 우아하면서도 부드러운 실내 

디자인은 승객들로 하여금 쾌적한 느낌과 안락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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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동차의 인데리어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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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실업전문대학 공업디자인파 교수 

평소에 관심이 있어, 그간 산발적으로 

모아진 자료들을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이 글을 쓴다.본문의 내용들이 외국의 

서적들에서 참고한 것이 많다 보니 그 

왕가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겠으나 

독자들의 양해를 바라며, 앞으로도 

시간 나는 대로 자동차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을 본 지면을 통하여 정리해 보고자 

한다. （본문의 내용을 본지 74호에 싣린 

필자의 ‘미래의 자동차
’
와 비교하면서 

읽으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 

인테리어 디자인의 의미 

자동차의 내장에 관계되는 일체의 계획을 

인데리어 디자인이라 칭한다고 하겠는데, 이의 

목적은 승차하는 사람을 위하여 거주성, 

조작성, 안전성을 전제로 하여, 내부를 보다 

튤답게 꾸미고 자동차의 생산성,상품성을 

높이는 데 있다. 익스테리어(exterior)라는 것이 

차의 외형에 관련되는 하드(hard)한 재질을 

조형화하는 데 대하여, 인데리어는 인체가 직접 

접촉하는 부드러운 재질을 생각하는 

디자인이므로, 양자가 지향하는 점에서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도 있으나,내외의 

디자인은 일관성 있는 이미지를 갖고 

조화시키는 것이므로, 양자는 디자인작업을 

개시하는 동시에 밀접하게 연계성을 갖고 있다 

하겠다. 

즉, 인데리어 디자인이라 하여 그 자체가 

익스테리어와 별개로 독립된 것이라기 보다는, 

전체 차량의 구조와 관계되는 구동 시스템이나 

현가 장치 시스템과도 직접 관계되어 차량의 

목표 성능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며,또한 기획 

단계에서 결정된 차의 등급,목표/경쟁 

차량과의 관계 등에 의하여 차량의 디멘션 

(dimension)이 결정되며 이에 따라서 실내 

공간이 절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데리어 디자인에 관한 개념의 

변천으로는, 자동차가 그간 많은 변화를 

2 

거듭하며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보면,초기의 

자동차 사용자들의 기호와 가치관이 성능, 

외관 중시의 경향이었던 반면에, 1970년대 

후반은 자동차가 일반화되면서부터,총합 

경제성, 거주성 등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거주성을 높이는 안데 리어 

디자인은 인간 공학에서의 어프로우치와 

동시에 내부 전체의 질적 향상을 계획해야 

하며,색채 및 재질의 선택이나 개발을 포함한 

세부적인 디자인이 요구되고 있다. 

인테리어 디자인의 역사 

자동차 차체의 발전은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안전을 도 모하려던 

것이 차체의 발전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데, 

그의 초기에는 차체가 개방(open)되어 

있었으므로 차가 커브룰 돌거나 할 때 몸이 

차체 밖으로 튀어나가는 위험성이 있었으나 

달리는 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안 되었다. 그러나 처음의 나무로 된 

차체는 한번 사고가 나서 불이 붙으면 

타버리기 쉽기 때문에 강철 금속의 프레임 

(frame)에 의한 것이 그 다음에 등장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만약 차체가 충돌할 경우,승객을 

보호해 주기 보다는 오히려 차체가 튀어 오를 

때마다 드는 에너지가 직접 승객에게 동작 

에너지로 전달되기 때문에 앉아 있던 승객을 , 

좌석에서 높이 솟구쳐 오르게 하였다. 

그러다가 스스로 지탱되는 차체(unit 

construction)가 도입되면서 사고시 충돌할 

경우에 발생하는 에너지를 스스로 흡수할 수 

있게 되었으며,차량 중량이 가벼워지고 밀판 

(floor)을 낮출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차체가 

여러 종류의 철판으로 이워진 단체(單体) 

구조로서 그 모양이 상자 형태가 되므로 

의력을 차체 전체로 분산하여 막는 동시에 

곡면을 이용하여 강도를 증대시키는 장점이 

있다. 

이와 아울러 차의 인데리어 디자인의 발전 

과정에는 자동차의 기구나 구조의 개량,새로운 

소재의 이용, 생산 공정의 변화 등이 따르고, 

그러한 요소를 기능저으로 만족시키는 데 

노력을 하면서 변천시켜왔으며, 그러한 것들을 

미적으로 보다 융화시키면서 상호 발전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안전성의 

문제가 여기에 첨가되므로 전자화의 새로운 

기술을 보다 많이 채용한 모델이 차츰 시험 

단계를 거쳐 일반화되어 가고 있음을 볼 때, 

결국 인테리어 디자인은 항상 그 시대의 

요구나 소비자의 기호와 어울려 변화하여 

감을 알 수 있다. 이의 변천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1900년 전후까지만 하여도 석유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자동차가 증기나 전기에 

의한 자동차와 함께 시험을 거듭하여 왔으며, 

에너지의 효율화로 인해 석유에 의한 자동차가 

서서히 그의 주된 위치를 확보할 때였고,그의 

전반적인 형태는 마차에 말(馬)대신 엔진을 

탑재한 극히 고졸(古1曲)한 형태이면서도 

인테리어와 익스테리어 구분이 곤란한 오픈 카 

(open car)의 형태로 되어 있었다. 또한 당시의 

차는 돈이 많은 사람들만의 소유물이 었고, 

주로 드라이브용으로 사용되었으며, 모피를 

씌운·독특한 좌석 부분이 인데리어 디자인을 

대신했다고 볼 수 있겠다. 

초기의 자동차는 4인승의 좌석 배 열로서 

비 사비 (vis-a-vis;앞뒤 좌석 이 마주 보고 앉는 

형식)의 형식이었고,나중에는 도사도(dos-효

dos;앞뒤 좌석이 서로 등을 대고 반대 

방향으로 앉는 형식)의 방식에서 차의 

스피드화가 발전되면서 앞뒤 좌석이 모두 앞을 

향한 좌석으로 바뀌게 되었다. 1900년 전후에 
르노(Renault)는 최초의 인사이드 드라이브 카 
(inside drive car漫 시 험 하였고, 다임 러 
(Daimler)는 1903년 박스(box)식 버스로서 
운전석이 외부와 접하지 않는 디자인을 
하였다. 미국에서는 1908년 이래 양산된 T-카의 
대중화가 이루어졌는데, 이 차는 견고하고 

단순화된 자동차로서 차의 인데리어는 
대시 보드(dash board)， 도어, 시트를 구비하고 
전체의 프레임울 목재로 만들어 도장을 하고 
천으로포장을씌웠다. 

산업디자인 79, 19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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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 후반, 포드(Ford) 사의 T-카는 

대중차의 수위를 고수하였으며, 그와 동시에 

세단(sedan)이 주류를 이루었고: 인데리어 

공간의 독립된 디자인을 볼 수 있다. 또한 

유럽에서도 양산에 따른 대중차(Renault, 

Citroem,Ausrin 등)가 보급되었지만, 한편으로는 

기계적인 구조나 그의 디자인이 지나치게 

대형화되거나 사치스럽게 꾸며진 호화로운 

차의 생산도 성행하였다. 이런 호사스러운 차는 

대 형 엔진에 우아한 보디 (body)의 고급차로서 
그 내부는 당시의 거주 공간을 그대로 

축소한 감이 있는 사치스러운 느낌의 

것들이었다. 또한 인스트루먼트 패널(instrument 

panel)에 있어서는 대중적인 차가 속도계와 

전압계 정도를 갖추고 있을 때, 앞의 

호사스러운 차들의 대부분은 현재에 볼 수 있는 

모든 계기들을 벌써 장치하고 있었다. 
1930년대에는 세계적인 공황이 있어 차의 

생산은 감소됐었고,아울러 그러한 호사스러운 

차 역시 생산이 격감되었으며, 일반 승용차 

또한 많이 생산될 수가 없었고, 이의 생산이 

본격적으로 재개된 전후(戰後)에는 미국과 

유럽에서 거의 바슷한 시기에 대중의 발로서의 

승용차는 그 보급이 급속도로 아뤄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면서 그간의 자동차 양의 

증대, 차종의 다양화, 또한 사용자들의 요구에 

알맞게 대처하기 위한 디자인상의 여러 가지 

해 결 방법 등으로 인하여, 이제는 자동차 

디자인 부분에서 안테리어 디자인 부서를 

별도의 독립된 기구로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익스테리어 디자인과 연계를 갖고 자동차의 

디자인을 하는 본격적인 조직이 이어져 있다. 

이러한 역사적인 흐름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으로서 특기할 만한 것은, 1940년 이후 

풀라스틱의 사용이 현재의 인데리어 디자인의 

특징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즉, 거의 대부분의 내부 구성 요소들이 

이제까지의 금속, 목재, 천연섬유에 대해 경질, 

연질의 풀라스틱 재료로 대체 사용되어 각 

부위의 한 부분으로 된 것이 디자인상의 큰 

특정이라 하겠다. 

특히 1960년대에 들어서 차의 안전성이 

중시되어 안전차(safety vehicle)의 개발이 

진행되었고, 법적으로 결정된 장치 및 설비 

이외에도 내부 공간에서 안전에 위험을 주는 

요소들의 배제는 당 연한 사실로 되어 내부를 

꾸며 주고 있다. 이렇게 발전해 가는 내부 

공간은 앞으로는 분명히 전자 장치의 응용에 

의한 안전 설계의 방향으로 갈 것 같은 생각도 

든다. 

실내 공간의 배치 

차량의 실내 공간의 전체적인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차량의 디자인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것은 단순히 실내의 치수나 위치 

관계만을 계획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차량의 구조나 그의 목표 

성능까지도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예를 

들면, 실내 배치 계획은 토우 보드(roe board)의 

위치, 플로어 패널(floor panel)의 높이, 전후 

좌석의 히프 포인트(hip point)의 위치, 이 

곳에서 천정까지의 높이 또는 전후 윈드실드 

라인(windshield line)의 결정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것들은 엔진이나 트랜스미션(trans

mission)， 서스펜션(suspension)의 배치에 

영향을 미치고, 보디의 기본 구조에까지 

관계되기 때문이다. 

실내 배치 계획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정보 

요소로서 다음의 네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실내의 기본 치수(거주성에 관계되는 

주요제원) 

@인간공학적인 요소 

®안전 규제 및 생산 기술 등의 제약 

@재질 

실내 배치 계획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검토해 볼 수 있겠다. 

(1)인체의 치수 

운전 자세 및 안락한 자세,조작 범위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인체의 모든 치수를 

파악해야 한다. 왜냐하면 인체의 모든 치수는 

실내 배치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인체의 크기를 4종으로 구별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즉, 최단신의 여자 키를 
1 50Cm(유럽의 경우)로 잡는 경우와 

최장신의 여자 키를 170Cm로 잡는 경우,또 

표준형의 남자 키를 l7(£m, 최 장신을 
l露m로 보는 경우인데, 이러한 기준에다 

동서양의 기준이 또한 다르기 때문이다. 

(2)실내의 기본 치수 

기획된 차의 디멘션(dimension)과 인체의 

모든 치수에 의해 실내의 길이, 높이, 넓이, 
숄더 룹(shoulder room)의 넓이, 클러치 페달 
(clutch pedal)에서 히프 포인트까지의 거리, 

프론트 헤드 룹(front head room)의 공간, 

리어 헤드 룸(rear head room)의 공간, 

이 중에서 실내의 기본 치수는 새로운 차량의 

기획 단계에서 이미 결정되며 그에 따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 그리고 실내 공간은 

드라이버 및 탑승자에 직접 관련을 가지는 

것이며,인간 공학적인 요소가 특히 중요하게 

된다. 그와 동시에 예방 안전의 면에서 피로의 

경감,쾌적한 환경,오조작의 방지,시계(視界)및 (3)운전 자세 

시인성(視認性)등의 향상을 동·하여 사고의 방지를 운전 자세는 아래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꾀하여야 하며,만일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AHP(Accel Heel Point) 기준에서 HX, HZ,/3로 

파 충돌시에 인체의 보호를 위해서 인명을 표시할 수 있다 페달이 고정되어 있고 좌석이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전후 조정되는 일반적인 자동차에 있어서 운전 

리 어 니 룸(rear knee room)의 공간들이 

절정된다. 또한 그 외에 추가로 고려될 수 있는 

치수로서 계절에 따른 각기 다른 의복을 

입었을 경우의 치수,모자나 여성의 머리칼 

높이,또한 구두의 높이 등도 고려해야 한다. 

프론트헤드스페이스 

앞좌 , , --- , 
의다리공간 

운전자세와눈의각도 

머리의 실오1 
방출 

뒷승무원의 안락자세 

Fig l.Space layout의 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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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X HZ WX WZ W/4

1
Readers 
Europe

830.0 132.0 525.0 500.0 23°

2
1500CC 
승용차 810.8 252.9 431.2 617.7 26.4’

3 경승용차 766.3 254.3 419.8 610.7 28.3°

4
소형 cap 
over truck 722.3 332.5 330.0 660.0 54.9°

5
semi cap

over tuck 675.4 364.7 255.8 700.0 55.4°

6 중형 cap 
over truck

584 390 212 730 49°

자세는 인체의 각 관절 특성에서 AHP를 

기준으로 HZ를 주요 요소로서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실제적으로는 스티어링 휠 

(steering wheel)의 위치 혹은 클러치 페달의 

풀 스트로우크(full stroke) 위치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와 같이 해서 결정되는 운전 

자세에 대해 조작범위가 결정된다.

⑷페달의 배치

운전 자세 결정의 기준이 되는 액셀 페달 

(accel pedal)에 대해 브레이크와 클러치 

페달의 단차(段差)가 결정되고 이어서 

브레이크와 클러치 페달의 바닥에서의 높이와

그들의 스트로우크(stroke)가 결정된다• 또한 

클러치 페달의 위치를 결정할 때쯤에는 터널 

(tunnel)부나 푸트 레스트(foot rest) 또는 때에 

따라서는 파킹 브레이크(parking brake)의 

크기나 이의 클리어런스(clearence) 등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5)조작 범위

조정 범위를 AHP를 원점으로 하는 

좌표계에 있어서 구면으로 구하고 모든 

운전자의 조작 구면의 기하학적 중심의 평균을 

조작 범위의 기준점 EO(Ergosheve Origin：인간 

공학적 조작범위 중심)로 한다. (Fig3)

(6)뒷자리 탑승자의 안락한 자세

기본 치수에 의해 뒷자리의 거주 공간은 

정해져 있지만 더욱 안락한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그러한 경우에 Fig에서 보이는 

것처럼 좌석의 쿠션 깊이 a,롤 오버(roll over)시 

차실 밖으로의 방출 b,헤드 스페이스(head 

space) c,안락한 자세 각도 d,레그 스페이스 

(leg space) e 의 각 치수가 검토되어 동체의 

각도가 결정된다• 또한 안락한 자세를 위해 

그림에서와 같이 쾌적한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적당한 각도를 검토해야 한다.

(7)뒷자리의 승강성

승강성의 검토는 앞자리에서도 필요하지만
Fig 4. 뒷자리 탑승자의 안란한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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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980년대의 “FIAT PANDA”의 내부로 거주성의 

향상을 위하여, 좌석을 용도에 따라 가변성 있게 사용할 

수 있다.

Fig 6. 1950년대의 “FIAT600”의 운전석으로, 지금의 것과 

비교하면 대단히 초라하여 디자인이 전혀 안 된 느낌올 

준다. 핸들 주변에는 조작 레버같은 것이 전혀 없고, 

재떨이, 환기구같은 것도 없으며, 와이퍼도 한가지 

속도밖에는 없었다. 또한 좌석의 등받이도 고정되어 있어 

각도조절이 안 된다.

Fig 7. 최근의 -Citroen BX”의 운전석으로«운전자가핸들로 

부터 손을 떼지 않고 조작할 수 있게끔, 핸들 양쪽에 

모든 조작 기구를 몰아 둫은 것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별도로 검토할 필요없이 

무난히 확보된다・4도어 자동차의 뒷자리의 

승강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도어의 열리는 

부분과 HP와의 관계 치수, 바닥에서부터의 

높이,또한 필러(pillar)와 좌석의 클리어런스, 

좌석과 도어의 클리어런스,그리고 신발의 진입 

난이도, 히프(hip)의 진입 난이도 등의 검토에 

의해 각 치수를 결정한다.

⑻시계 및 시인성

시계(視界)를 맹각을 감소시키면서 

확대하는 것은 안전 운행에 있어 매우 필요한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운전 자세로부터 

아이 레인지(eye range)가 구해지고 필요한 

위아래의 시계를 확보한다.그에 따라 

프론트 헤더 (front header)의 위礼 카울 포인트 

(cowl point), 본네트(bonnet)의 높이,미터 후드 

(meter hood) 등의 위치 관계가 정해진다.

그러나 그 위치는 눈과 너무 가깝게 

배치될 때는 거북함,초조함 혹은 물건 모양에 

따라서는 압박감까지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가시 한계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잘 보이는 

거리 이내에서는 멀리 떨어뜨려 두는 것이 

좋다. 이상은 앞쪽의 시계이지만, 마찬가지로 

뒷쪽의 시계 확보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맹각(盲角)을 적게 하기 위해 각 필러 

(pilla。를 될수록 작게 하든가 벨트라인(belt 

line), 카울 포인트 리어 데크 포인트(rear deck 

point)를 가능한 한 낮게 하도록 한다.그러나 

앉은 자세에서 사이드 윈도우(side window)가 

지나치게 낮게 배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이드 

필러 (side pillar)가 지나치게 접근하므로 

오히려 초조감을 느끼게 하고 또 하반신이 

노출되는 것 같아 불안감을 느낀다 또한 이와 

반대의 경우는 목욕탕의 욕조에 들어간 듯한 

갑갑함을 느낄 것이다.

위와 같은 사항 이외에 충분한 시계를 위해 

윈도우 글라스의 흐림 방지나 와이퍼(wiRer) 

시계의 검토도 한다. 또한 룸 밀러(room 

mirrov)나 백 밀러 (back minor) 등과 같은 

간접 시계의 검토도 할 필요가 있다.

실내의 각종 겨】기, 경고등류의 배치는 그 

중요도에 따라 시인성을 고려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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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한다 각종 계기판은 스티어링 휠을 

통하여 보이는 위치에 있으므로 스티어링 휠에 

의한 맹각을 고려해서 계기판의 레이아웃 

(layout)을 한다 그리고 계기의 반사에 의한 

시인성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무반사 유리나 

계기판의 배치도 고려한다. 또한 전방 주시의 

상태에서 계기 확인까지의 시점의 이동량도 

가능한 한 적도록 노력해야 한다.

(9)2차 충돌시의 보호책

2차 충돌시의 인체의 보호를 위해 인체에서 

스티어링 휠까지의 거리,프론트 헤더까지의 

거리, 클러치 페달까지의 거리,니 프로텍터 

(knee protector)까지의 거리, 스티어링의 

콜랩 시블(collapsible)의 양, 에어 백 스페이스 

등을 검토하고 각 치수를 결정한다.

Fig 8. 최근의 “Renault gadgetll”의 운전석으로, 각가지 

정보를 운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어, 

안전 벨트의 착용, 도어의 개폐 여부 등을 청각 장치를 

통해 경고하여 주며, 계기판도 전자화된 모니터로서 

꾸며져 있다.

Fig 9.사고시의 안전을 위한 장치로, 에어백의 경우에는 

1/30초만에 가스에 의해 순간적으로 부풀어 오르고, 

안전벨트는 전기장치에 의해 더욱 견고하게 사람을 

좌석에 붙잡아 매고 있다.

Fig 10. 새로운 개념으로 출발하였던 “FIAT UNO”로 

전장 364cmX전고 143cm, CXO34이다(국내 포니 2의 

경우 402X132cm이며, 이제까지의 보통 승용차의 경우 

평균 CX=0.46이었음).

인테리어 디자인의 제반 요소

자동차의 성능에는 주거성,승차성,운동성, 

내구 및 신뢰성,실용성,안전성,경제성,심미성 

등의 총합적인 여러 가지 성능이 있으나 

이들을 어떻게 배분하고 강조하느냐에 따라 

자동차의 특성이 달라지는데,특히 인테리어와 

연관된 특성은 거주성,조작성, 안전성,상품성의 

네 가지 요소로서 이들을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거주성

자동차의 내부 공간은 그의 주체인 

드라이버와 동승자의 거주성, 운전 조작의 

능률성과 안전 확보의 필요성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러나 실제로는 

신형차의 기획 단계에서 각 차종의 외형 

치수에 따라 익스테리어의 기본적인 사이즈를 

결정하고 엔진 룸,로드 클리어런스(road 

clearence),수납 공간 등을 제외한 실내의 깊이, 

넓이,높이를 실내 공간으로 한다• 따라서 

인테리어 사이즈는 익스테리어의 형상에 

따라서 어느 정도 변화한다. 예를 들면 

차체의 높이가 낮아지면 백 레스트(back 

rest)의 경사를 크게 하고 시/점이 변화함과 

동시에 운전 자세가 변한다. 즉, 트럭이나 

버스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버의 배면 각도가 

수직에 가깝지만, 일반 승용차의 경우에는 그 

경사도7卜 심하게 된다. 1980년에는 본격적으로 

차의 컴팩트(compact)화가 이루어지면서 차의 

외형 치수는 가능한 한 억제하면서 효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또한 심리적으로도 

창문의 유리면을 넓게 하고 선 루프(sun roof)를 

설치하는 등 외부로 열려지는 부분을 많게 

하든가 내부의 색상을 밝게 하는 등의 방법이 

취해지고 있다.

거주성의 향상에는 그의 특성에 맞는 물리적, 

심리적 공간이 필요함과 동시에 앉은 기분이 

좋아야 하고 충분한 시계가 확보되어야 하며, 

각기 다른 체격의 운전자들에게도 운전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운전자의 좌석은 전후 좌우의 조정폭을 크게 

하고, 또한 스티어 링의 틸트 핸들(tik handle)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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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피아트사에서 가정하여 본, 향후 10년간의 자동차 인테리어로서, 핸들 주위의 각종 조작 장치의 단순화 좌석의 인간 공학적인 처리, 안정감있는 색상 등을 볼 수 있다.

실용화되고 있다• 또 운전자가 자세를 거의 

바꾸지 않고도 시프트 레버(shiftlever)를 조작할 

수 있고 각종 놉(knob), 스위치류에도 쉽게 

손이 닿는 배치가 취해지도록 하고 있다. 그 

밖에 에어컨,스테레오 및 카세트 테이프 

데크와 아울러 전화;TV 등의 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를 위한 설비와 아울러 개인적인 

기호 충족의 면에서도 거주성의 향상을 위해 

각 비품의 적절한 공간 처리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같은 거주성의 인자는 매우 

광범위한데, 이를 크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①거주 공간 : 자동차의 실내는 그의 주체인 

사람이 일정 시간 머무는 곳이므로 이를 위해 

충분한 방법을 통하여 작은 공간 내에서 최대의 

효용을 발할 수 있게끔 심리적이고 물리적인 

측면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②좌석 : 사람과 직접 접촉하는 곳이므로 

앉는 위치와 아울러, 가능한 한 쾌적한 정적 

자세와 동적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체압 분포의 패턴을 분석하여 

조정하거나 좌석의 구션성, 좌석 표면의 특성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③시계 및 시인성 :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아이 레인지(eye range)에 의하여 시계를 정할 

수 있으며, 인스트루먼트 패 널(instrument 

panel)에 있는 각종 계기류들의 배치와 아울러 

이의 시인성에 염두를 두어야 할 것이다.

④액세서리 및 엔터테인먼트 장치 : 

자동차의 수가 점차 증대하면서 소비자의 

패턴도 다양해지므로, 이들의 개인적인 욕구를 

개별적으로 맞추기는 어려우나, 이들을 계층별 

또는 특성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⑤인테리어 디자인 : 인테리어를 구성하는 

각가지 구성 인자들을 균형 있게 조화시키면서 

안정감 있고 가능한 한 넓게 보이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⑵ 조작성

핸들, 페달, 체인지 레버(change lever) 등의 

운전 장치에서부터 윈도우 레귤레이터 (window 

regulator), 시거 라이터 (cigar lighter)에 

이르기까지 차 내부에는 탑승자가 조작하는 

기기가 많이 배치되어 있다.조작성이란 이들 

조작기기를 다루기 쉽게 함을 말한다. 

조작성의 주요한 인자에는,①피조작물과 

승차자와의 상대 위치,②조작 방법(회전,밀고 

당기기,비틀기 등),③조작에 요하는 힘(조작력), 

④조작의 스트로우크,⑤피조작물의 형상 등이 

있는데, 이들은 서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의 거주성에서 각가지 인자가 서로 

복합되어 있듯이 서로의 적당한 균형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핸들의 경우, 대형 

버스의 경우에는 지름이 크고 손잡이가 굵은 

핸들을 수직에 가까운 축 주위로 

회전시키지만,스포츠카에서는 작고 손잡이도 

가는 핸들을 거의 수평에 가까운 축 둘레로 

조작하듯이 완전히 대조적인데, 이는 각기의 

목적에 대해 각기 균형이 이루어져 있으며 

무거운 버스의 핸들을 스포츠카와 같은 형태로 

할 경우에는 그의 균형이 깨어져 조작성을 

현저하게 감소시킨다.

조작성이 좋은 장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기본 계획 (basic Layout)에 즈음해서 조작 

기기의 스트로우크와 조작력을 높은 

정밀도에서 추정하고 앞에서 말한 다섯가지 

인자간의 균형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왜냐하면 조작력 이나 스트로우크가 

다르면 그의 치수나 형상이 같은 조작 

기기일지라도 균형이 깨어져 최적의 

상태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핸들을 예로 

들면 조작력이 가벼운 경우에는 양팔을 거의 

곧바로 편 자세가 좋지만 어느 정도 이상의 

조작력이 되면 팔꿈치를 굽힐 필요가 생겨서 

핸들과 상체와의 적정 거리는 핸들이 가벼운 

경우보다 짧아진다• 페달이나 레버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페달의 경우에 특히 주의할 

것은 손에 비해서 훨씬 제어 기능이 낮은 발에 

의해 조작되기 때문에 조작력의 허용 범위가 

좁은 점이다• 미묘한 조작이 요구되는 액셀 

페달은 조작력의 설정이 특히 중요하게 된다.

디자인의 단계에서 조작성을 검토하는 경우, 

앞의 다섯 가지의 인자를 복합적으로 하여 이를 

충실하게 입체적으로 꾸민 모형(mock up)을 

만들어 평가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특히 

조작 장치의 조작성은 안전성이 중요한 요건이 

되며 새로운 차의 개발에 즈음해서는 인간 

공학적인 수법을 사용하여 사려깊은 검토가 

실시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지금의 추세는 운전 조작이 보다 

편하게, 보다 적은 운동량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파워 (power)화, 간략화해 가는 추세에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위험이 항상 따르는 

차의 운전에서는, 드라이버가 항상 어느 

정도는 긴장감을 갖고 반응할 수 있는 상태를 

바란다거나 혹은 그래야 한다는 생각에서 

오히려 간략화하지 않는 경 향도 있다.자동 

변속기(automatic transmission), 파워 스티어링 

(power steering), 파워 브레이크(power brake), 

속도 경보 장치 등이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는 극히 일반화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 안전성을 높이는 의도에서 드라이버의 

조작을 쉽게 또는 조작에 대체되는 고안의 

개발은 진전될 것이다• 한편 자동 변속기보다 

플로어 시프트(floor shift)를 고집하는 경향도 

끈질기며, 특히 스포츠카에서는 5단 변환의 

것을 즐기기도 한다. 다만 스위치, 놉 종류의 

위치는 사용 빈도가 높은 것을 손 가까이에 

집약시켜서 조작하기 쉽게 스티어링 콜럼 

(steering colum) 또는 클러스터 (cluster)의 

앞부분에 설치했다• 또한 에어컨디션, 히터, 

라디오 등도 중앙부에 집약시켜서 오조작을 

피하는 배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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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안전성

주행중의 안전에서 첫째 조건은 앞에서 말한 

거주성과 조작성의 양호함에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 안전성에 관한 문제는 사람의 

생명과 직접 관계를 갖는 것으로서 그 결정 

단계에서 심사숙고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최근에 각기 다르게 만들어지는 

조작 기기의 위치나 형태에 관한 문제의 경우, 

사람은 항상 같은 차를 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 회사차를 타거나 전세 자동차를 

타는 경우) 가능하면 쉽게 조작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자동차의 조작 기기를 

앞으로는 가능한한 표준화시켜 서로 통일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이렇듯이 조작 기기와 그의 

각가지 기능을 나타내는 표시를 통일시켜야 

하는 것 이외에도 또 표시 기기를 통일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소위 아나로그(analogue)식 표시 

기기가 그 수치를 읽어 내는 데 요하는 시간이 

디지탈(digital)식 표시 기기 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이 밝혀졌다• 왜냐하면 바늘이 

가있는 위치를 보면 그것이 정지하여 있을 

때와 비교해서 짧은 시간 내에 속도나 회전 

수를 쉽게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디지탈 표시 기기는 단지 측정한 그 시점의 

수치만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아나로그식처럼 

처음 상태와의 수치를 비교할 수가 없다. 현재 

구미 각국에서는 디지탈식이 많이 설치되어 

있으며, 소형의 차내 컴퓨터같은 것이 주로 

판매 촉진책의 일환으로서 설치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자동차의 진정한 발전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것들이 단지 

기술상으로 새로운 것이며 시장에서의 

효과만을 위한 것일 뿐, 운전자를 위해 과연 

과연타당한 것인가 고려해 보지도 않고 

설치되어 위험을 초래하지나 않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위와 같은 거주성과 조작성에 의한 안전 

장치와 아울러 사고시에 운전자나 동승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대책으로서 몇 가지 

장비가 법적으로도 의무화되어 가고 있다. 즉, 

시트 벨트 헤드 레스트(head rest) 등이 

그러한 것들이며 이들 모두 초창기의 것들에 

비하여 보다 안전성이 높고 사용하기 편한 

것들로 개발되어 가고 있다・ 시트 벨트의 

경우 초창기의 2점 지지 방법에서 3점 

지지로 발전했고 이제는 페시브 벨트(passive 

bek)로 변해 가고 있다. 그 밖에도 충격 

홉수를 위한 재료로서 발포 우레탄 

(polyurethane)의 수고; e 패드(so ft p거d｝를 

인스트루먼트 패널 위 아래에 사용하고, 

스티어링은 콜랩시블(collapsible) 장치를 

내장하고, 휠 중앙에는 대형 혼 패드(horn pad) 

를 부착하고 있으며, 스위치, 놉 종류의 재질을 

연질의 플라스틱재로 하여 이를 대형화시키며, 

도어 핸들(door handle)을 돌출되지 않도록 

오목하게 집어 넣는 등의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인스트루먼트 패널 위의 계기판은 

운전자로부터 될 수 있는 한 떼어 놓아 보기 

쉬운 위치에 두고 패널 상부는 윈드 실드의 

반사를 피할 수 있도록 짙은 색으로 처리한다. 

이 외에도 별도의 안전 장치로서 여러 가지 

방법이 아직도 개발 단계에 있는데, 자동차가 

충돌시에 순간적으로 팽창해서 운전자나 

동승자를 보호해 주는 에어백(向 bag) 장치, 

위험물을 미리 예견하고 자동적으로 조작을 

컨트롤하는 시스템 등이 시도되고 있다.

(4)상품성

앞에서 말한 거주성이 좋고)또한 조작성과 

안전성이 충분히 배려된 위에 다시 디자인상 

중요한 요소는 추상적인 의미에 해당되는 

아름다움, 참신함, 호화로움, 중후함 또는 

즐거움 등으로 표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타일링상의 효과를 차의 성격에 따라서 

만들어 내고 익스테리어와 조화되는 인테리어, 

즉 개성있고 매력있는 내부 공간의 처리로서 

상품성을 높이는 것이다. 자동차가 어차피 

상품인 이상 사용자의 취향게 어필 (appeal)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익 스테리어에서의 스타일링과 마찬가지 

의도 하에서 각 부분의 재질, 색채, 마감 처리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동일 차종의 

인테리어에서도 각 차종의 등급(grade)이 

틀리도록 변화와 차이를 주어 개인의 기호나 

가격에 의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인테리어 디자인과 연관시켜 본 

미래의 자동차

자동차가 그 초기에는 대량 생산의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즉 

기술적으로 새로운 것이 리더십을 갖고 

있었으며, 이를 위하여 이제까지 앞에서 말한 

쾌적하고 미적인 요소에 관해서는 부수적인 

것으로 밀어내고, 단지 기술적인 해결과 함께 

그 형태도 그냥 기술적일 수 밖에 없는 엄격한 

단순함을 통해서 가격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했었다.

또한 소비자 역시 그 초기에는 자동차에 

관해 잘 알지를 못하였고, 자동차에 의해 

운반(transport)되어진다라는 데 대해서만 

만족하면서 이를 일종의 특권으로도 

생각했었지만 지금은 새로운 신화가 

창조되어지고 있다. 즉, 기능적이고 

고졸(古拙)적인 초기의 자동차와는 달리 

자동차는 점점 좋아져서 지금 우리는 보다 

실내를 넓게 해주는 전륜 구동 시스템, 

뒷창문을 항상 밝게 해주는 전열 장치, 

2〜3개의 속도비나 단속이 가능한 

와이퍼(wiper), 위치의 조절이 가능한 좌석, 

핸들 주위에 모여 있는 각종 조작 기기, 보다 

충분한 뒷 트렁크(trunk), 더욱 향상된 

주거 공간 등이 가능한 자동차를 이제는 쉽게 

접할 수 있다. 즉, 지금은 과거와는 달리 

자동차라는 것이 편리하게 쓰여지는, 그리고 

쉽게 손으로 조작될 수 있는 기계라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이에 따라 지금의 소비자들도 

보다 현명해져서 회사측에서 보면 요구하는 

것이 많은 골치아픈 소비자들로 변모되어 

자동차가 그들에게 순응(adapt)하는 

기계 (machine)이기만을 열망하고 있다. 

더우기 최근의 연속적인 석유 파동으로 인한 

에너지에 대한 위기 의식과 이에 의한 속도 

제한 등의 결과로서 유도된 소형차의 등장과 

이의 수요 증가로 인해 자동차는 기존의 

패밀리 카(family car)의 개념에서 

퍼스널 카(personal car)의 시대로 

이행되며(구미의 대부분의 가족이 1대 이상의 

차를 갖고 있으므로), 따라서 시장에서는 

개인적인 기호가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패셔널(passional)한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 

결국 자동차는 과거와는 달리 사치(lux)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쾌적한(comfort) 

수송 수단으로서의 기계일 따름이다.

이는 결국 사용자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켜 

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보다 

편하게 좌석에 앉을 수 있고, 어려움없이 

승하차할 수 있으며, 불편하지 않게 여행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움직임없이 계기를 

조작할 수 있으며, 쉽게 화물을 실을 수 있고 

아울러 운전시 그에게 운전하는 즐거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부인이 

자동차를 구입하여 어린아이를 학교에까지 

태워다 주고, 수퍼마킷에서 시장을 보고, 

주말이면 여행을 하고, 휴가철에 바다나 

산으로 가족과 함께 장기간 여행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그 부인을 위한 자동차의 

컴포트(comfort)라는 개념은 위의 모든 기능을 

해결하기 위한 적응성을 포함하는 

것이다(여기에서 컴포트라는 개념은 내면적인 

럭스라는 특성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즉 

사용 재료, 깔끔한 마감 처리, 기계적인 

해결이라든가 또한 특별한 차량 등.)

이러한 점들을 인식하고 새로운 차량을 

디자인 할 경우라면 결국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차량 디자인의 경우 컴포트라는 

개념의 보다 능률적인 해결책은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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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형태 구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즉, 

컴포트에 관한 리서치（research）는 처음부터 

럭스（lux）라는 개념과 결속되어 있다기 보다는, 

오히려 차량의 일반적인 구조와 관계가 되며 

이는 보다 싼 가격의 연속 생산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피아트（FIAT）에서 

최근에 개발한 소형차 '우노（UNO）'의 경우, 

피아트에서는 작은 차량은 전통적으로 

1930년대의 '또뽀리노（Topolino》에서 시작되어 

개발을 계속하여 왔고 이것은 '50《 %（斤으로 

변화하였으며 1980년대의 'Panda'에 이어, 

1983년에 생산한 전장 矽cm의 전륜 구동 

5인승 소형차로 변모되어 왔다. 이 차의 

개발을 살펴보면, 그들은 초기 과정에서부터 

전통적인 개념을 쇄신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실질적인 

시험과 아울러 명확한 사고를 갖고, 인테리어 

디자인의 핵심 요소인 내부 공간으로부터 

출발하여 거주성의 문제를 다시 해결하려는 

노력과 함께 이제와는 다른 실내 

디멘션（dimension）을 찾으면서 시작하였다. 

（이를 디자인한 쥬지아로씨는 “이 차의 

디자인 철학은 전체 길이와 높이의 

관계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하였다.） 그 결과 

운전석이 기존의 소형 차량보다는 더 

올라가므로 좌석이 차지하는 공간이 절약되고 

결과적으로 차량의 길이는 짧아지면서 객석의 

공간은 더욱 넓어지게 되었다. 즉, 그들은 

운전석의 경우,보다위에 올라선 자세에서 길을 

내려다 보는 것이 더욱 편하고 실제적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는 특히 시내에서 차량이 

혼잡할 경우에는 아주 편하고 똑같은 길이 

내에서 더욱 공간을 넓게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실상 차의 높이를 

낮추려고 하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며, 질주하는 

낮게 생긴차는 스포틱하고 속도감이 있으며 

또한 우아하게도 보인다. 그러나 이는 넓은 

시야를 놓치고, 좌석에 편히 있기는 했지만 

몸을 잘 움직일 수가 없어 운전자의 운동성을 

부자연스럽게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컴포트란 개념은 결코 돈이 드는 것（외형적인 

럭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겠으며, 이는 

특정한 한 가지 분야의 연구에 의하여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 대단히 서로 다른 

분야（inter disciplinary）가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예 : 디자인, 인간 공학, 

에어다이나믹, 미케닉스 등. ）

위의 경우에, 혹 수직 방향의 자동차가 낮은 

형태의 자동차보다 에어다이나믹한 

점에서 불리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실상 오늘날 2볼륨 （volume）, 2볼륨 

반, 또는 3볼륨에서 기술적으로 같은 계수를 

갖는 자동차들을 만들 수 있다. 어찌 보면 

높고 낮은 것은 생산품의 타입（type）이나 

시장의 한 요소에 관계되는 이미지의 선택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과거의 우리 

선배들은 속도를 얻기 위해 차량 정면에서의 

단면（section）을 가능한 한 작게 했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강한 힘（potence）을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소비에 관한 문제는 있지만, 에어다이나믹의 

연구 덕분으로 이들을 해결할 수 있고, 또한 

“우노”의 경우처럼 차량의 가운데 단면을 일부 

제거하여 차량의 무게를 줄였다. 또한 객실을 

보다 위로 올림으로 인해 앞으로 말한 바와 

같이 실내 공간을 유효하게 쓸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용 재료를 철판에서 다른 경량 

재료로 바꾸고, 구조를 연구하여 가볍게 

함으로써 전체 차량의 무게의 절감을 가져 올 

수 있다. 따라서 적은 무게로 인해 적은 유류 

소비의 결과를 가져올，수 있으며 결국 이러한 

내용들은 컴포트라는 개념과 일치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와 아울러 자동차 안에서 여행하는 것이 

과연 집안의 거실에서 머무는 것과 같을 

정도로 편리（convenient）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인데, 자동차의 내부는 그 나름대로 

대단히 전형적인（typical）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특성이 다르므로 양자의 전용이 

힘들 것이다. 더우기 자동차의 내부는 대단히 

복합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 볼 때 아직도 자동차의 내부 

공간은 그 낭비가 많아서 두 사람이 탈 때나 

네 사람이 탈 때나 공간의 전용을 못하면서 

빈자리를 갖고서（낭비된 공간）여행을 한다. 즉, 

아직도 공간의 전용을 방해하는 두터운 장벽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내부 공간의 

디자인의 방향은 공간의 유용성과 전용성에 

관계되는 면에서 효용의 극대화 방향으로 갈 

것임에 틀림없다. 즉, 지금까지의 자동차의 

내부는 정적（static）이었으나（현재의 좌석이 

접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앞으로는 어떤 

조정이나 변화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 

공간이라야 할 것이며, 이들의 해결은 자동차 

생산업체와 협조가 이루어지는 독립된 

업체에서 생산되고 시장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모듈（Module）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지금의 추세 （퍼스널 카의 추세）를 볼 

때, 젊은 층들은 정적인 내부에 만족한다기 

보다는 앞에서 멀했듯이 순응하는 기계로 

그리고 단순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자동차를 

생각한다는 점을 볼 때 더욱 확실하다•（그러나 

이러한 모듈은 각기 다른 생산업체의 모든 

제품에 적응시키기는 곤란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정보화와 자동화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는 커다란 변환기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여건과 앞에서의 관점에서 볼 때, 

향후의 자동차는 그 개념 자체가 승객과 함께 

물건을 편하게 많이 나를 수 있는 것이 

'적절한 차량이라는 개념으로 정착될 것이다. 

예를 들어 덮개가 달린 소형 화물차 （wagon의 

일종）같은 것으로서, 이들은 일반 소비자들의 

거창하게 덩치가 큰 것에서 벗어나려는 

일반적인 경향을 만족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 

즉, 혼잡한 교통에서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으며, 주차하기 쉽고 연료를 절약할 수 

있으며, 실내의 공간이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다른 방법으로 전용되어질 수 있도록 분별있는 

요구의 표준치에 의해 필수적인 요소들만으로 

꾸며진 것을 원할 것이다. 과거와는 달리 

새로운 시대, 즉 컴포트라는 개념 （보다 

확대된）과 소비 절감의 조건 및 용도의 다양함 

그리고 싼 가격 등이 자동차의 지배적인 

요소로 되어 가고 있다. 또한 실내의 정보 

전달 시스템도 지금보다도 훨씬 더 시각 

정보의 인식을 쉽게 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소리에 의해 청각을 통한 전달 시스템이 

강조가 된 응용 방법이, 특수한 합성장치의 

적용과 또한 자동적으로 전달되는 입력 내용을 

번역하는 분석조치와 함께 확실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운전중에 

운전자로 하여금 직접적인 신체의 접촉을 

가능한 한 줄여서 보다 컴포트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방법들이라고 하겠다. 또한 

가능한 한 넓고 쾌적하게 보이기 위한 느낌을 

주기 위하여 실내 공간에 대한 색채의 선택도 

정리가 될 것이며, 재료의 선택에서도 

자동차의 내부 공간이 지나치게 상자곽같은 

인상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 참고 문헌

1• 자동차 공학（계획편）一새한자동차（ 韓）

2•자동차공학전서2
3. 자동차의 기본계획과 디자인一関敏限 감수, 

山海堂（日）

4. Stylmg（automobiles design）
—Hans Ulrich von Mende, Motor Buch Vertag（独）

5. Quattro Ruote Vol.306,332
—Editoriale Domus（伊）

6. Auto & Design Vol . 17,25
—Auto & Design s.r.l（伊）

산업디자인 79, 1985/4 9



디자인 개념의 평가 기준에 관한 연구

아키라 하라다（原田昭）

이글은지난3월 13일한국디자인 

포장 센터에서 개최된「85 산업 디자인 

세미나」에서 강사로 초청된 아키라 

하라다 씨의 강연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다. （편집자주）

저자약력

。생년월일 : 1942. 3. 11

。동경 교육대학졸업

0（주）GK ID 연구소 계획부장 역임

。스즈끼 자동차혼다자동차공업（주） 디자인 자문 

。현 일본 디자인 학회 ID 담당이사

。쯔쿠바대학 예술학계 생산디자인과 교수

1•머리말

신제품 개발에 있어서 사용자의 구매 

성향을 측정할 때 현 제품이나 혹은 

시작품이라 하는 '물건（작품）'에 대한 평가를 

분석하는 일이 많지만 여기에서는 물건（작품） 

생산 이전 단계인 컨셉트（concept） 

단계에서의 평가법에 관해서 패밀리 바이크 

（Family Bike）의 개발 사례를 통해 소개해 

보기로 하겠다.

사용자가 요구하는 최적의 사양 구성은 

디자인 컨셉트（design concept） 계획 

아래에서 가장 중요하며, 그것을 종합 측정 

（conjoint measurement）이라 불리는 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다.

상품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 

개발형이고 시장 개척형이며, 최종적으로는, 

장래의 소비자 요구에 적합한지 또는 

부적합한지로 성패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말로 간단하게 표현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왜냐하면 장래의 소비자 요구에 적합한지 

어떤지를 현 단계에서 판난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아직 그 상품이 나와 

있지 않은 단계에서, 장래 상품의 시장성을 

현재의 상황에서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현재 존재하는 상품의 시장 수용성은 그 

상품이 왜 팔리고 있는가를 보고 시장 

점유율을 예측하여 그 변동에 의해 시장 

동향을 파악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은 판매 

부서에서 주로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작업은 

상품에 따른 판매 행동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장래의 상품（현재는 없는 물건）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디자인 개발 접근 방법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2・ “어떻게 만들까”에서 “무엇을 만들까”로

요즈음 디자인 개발 상황은 에너지나 

자원 문제의 유한성의 인식 때문에 “어떻게 

만들까” 하는 것 보다, “무엇을 만들까”로 

주제가 변화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적은 자원을 인류를 위해서 그 효용을 

최대로 하기에는 지금이야말로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가”하는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 

시대로의 전환기인 것이다. 이것은 

디자이너가 새로운 도구의 디자인을 했다고 

하여도,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최적인' 것일 

때 디자인 행위가 가치있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상가（商街）에는 비슷한 형태, 비슷한 기능, 

비슷한 성능의 물건이 너무 많으면 안 될까, 

또 무엇을 만들 것인가를 결정하는 평가의 

주체는 누구일까? 말할 것도 없이 제품의 

수용을 결정하는 것은 소비자이다. 소비자가 

일상 생활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어떠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대상으로서 생각하고 있는가를 말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소비자의 소리를 

반영하여 '만들어야 할 물건'을 결정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디자인의 세계는 

새로운 영역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3. 디자인 개발의 프로세스

디자인 개발의 프로세스를 나타낸 것이 

그림 1이다. 프로세스는 3단계로 되어 있고, 

우선 1단계에서는 현 시장 상황에서 상품 

해석을 한다. 이 단계의 종료는 추출한 

문제점에 대응하는 해결책의 기술（記述）이 

가능하고 이것들에 의해 그려지는 해 결책에 

대한 도표는 개발 행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창조적 시장인지를 판단함에 의해 결정된다.

2단계에서는 앞에서 말한 개발 영역에 

있어서 상품화해야 할 물건의 사양을 

결정하는 단계이다. 일반적으로는 이미지 

모델（image model）을 많이 만들고, 그 

가운데에서 직감적으로 개발 그룹 내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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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

2 단계

3 단계

n

〈그림1＞디자인개발 프로세스

선택하는 방법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하면 모처럼 개발 상품을 

시장에 내놓아도 전혀 받아 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되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이미지 모델을 묘사하고, 사용자에 

의한 선별 조사를 하여 이미지 모델을 

구성하고 있는 어느 요인이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중시되고 있는가 하는 디자인 

컨셉트의 평가 분석을 하는 것이 2단계의 

작업이다. 말하자면 디자이너의 이미지와 

신제품 사양과의 관계를 사용자의 평가 

기준에 의해 사전에 평가하는 단계인 것이다. 

3단계는, 이른바 디자인 및 설계작업이다.

4. 디자인 컨셉트란 ?

디자인은 문제 해결을 위한 창조적 

행위이다• 따라서 문제점이 없는 곳에서의 

디자인 행위는 존재 가치가 없다. 디자인은 

문제점을 발견하는 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고 디자인 컨셉트란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고려 

방법인 것이다. 따라서 디자인 컨셉트의 좋고 

나쁨이 제품의 존재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디자인은 

컨셉트에 의해 결정된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말하면, “아니다, 디자인은 

디테일(detail)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라고 

반론을 해 올 것이다. 그러나 디테일은 

컨셉트의 '형태 표현'인 것이며, 그와 같은 

의미에서 파악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r50cc 엔진을 탑재한 모터 

사이클(Motor Cycle)의 적정 요인에 관한 

연구」가 출발시의 표제였다. 그리고 그 

연구의 목표는 r50cc 모터 사이클의 디자인 

컨셉트의 추출」로 하였다. 그래서, 우리들은 

상가에 나가 패밀리 바이크에 관한 '문제점 

탐색'에 관한 조사를 하기로 했다. 중요한 

문제점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타는 것(타는 

물건)으로는, 차체 중량, 속도, 안정성 면에서 

검토의 여지가 있다. 또 쇼핑 목적 등의 

일상적인 행동에 대응한 기능성의 부적합, 

근거리 이동에 대응하는 연료 탱크의 용량, 

쿠숀 성능 등의 각 부분에 관해서 데이터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모터 사이클을 여성이 

이용하고 있는 실태의 100가지 사례를 

관찰한 바 용이하게 추출되었다. 디자인의 

출발점은 '물건'과 인간'과의 사이에 있는 

부적합을 발견해 내는 것이다. '물건'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를 파악하지 않는 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기본적인 고려 방법 

(concept)도 종합될 리가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찾는 과정을 일반적으로 

디자인 조사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물건과 물건과의 비교가 아니라 

물건이 사용되는 방법의 비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5. 디자인 컨셉트의 척도

예비 조사｛pre-survey)에 의해 '물건'에 대한 

문제점이 추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컨셉트의 큰 줄기가 정해진 것과 다름없다. 

왜냐하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디자인의 표적이기 때문이며, 바꾸어 말하면 

사용자의 '물건에 대한 평가의 '기준'을 

찾아낸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물건이 

시장에서 '수용'된다고 하는 것은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서 '저울질해서 

선택한다'라는 것이고, '기준'에서 '저울질할 

수 없다'는 것은 그것이 '기대에 어긋났다'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문제점을 

구조화하고 있는 축은, 뒤집으면 가치 평가의 

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가치 평가의 축에는 눈금이 없으면 

저울질할 수 없다. 이 눈금을 발견하는 것이 

두번째로 중요한 것이다. 여성에게 있어서 

'빠르다'는 표현은 시속 몇 km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도 하나의 눈금으로 

표시된다. 가치축상의 평가는 수준치를 

발견하는 일인 것이다. 또 어느 가치가 

평가의 시점에서 중점이 높은가 하는 

무게 측정 문제도 포함된다. 디자인 컨셉트의 

평가란 가치축의 어디가 어디보다 무거운가, 

또 어느 것만의 눈금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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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척도에 의해 측정이 가능하다.

6. 디자인 컨셉트 모델

디자인 컨셉트를 평가하는 데는 모델을 

필요로 한다. 여기에서 디자인 컨셉트 

모델로서 물건의 사양 구성이 정해진다. 

여성을 위한 50cc 모터 사이클의 사양 구성 

축으로서는 예비 조사(pre-survey)에서 추출한 

8개항을 기본축으로 했다. 즉, 적재량, 속도, 

차무게, 조작성, 연료 탱크 용량 쿠숀, 안정성, 

가격 등의 8개항이다. 그리고 각 항목마다 

3개의 눈금(수준치)을 두고, 이 눈금을 

결합해 감에 따라 사양 구성 모델을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각 눈금의 값을 

어떻게 정할까가 문제이다. 이 연구에서는 

「여성을 위한 바이크(bike)」라하는 주제로, 

이미지 스케치(image sketch)를 선행적으로 

그리고 그것들 가운데에서 전형적인 타입을 

추출하고, 그 스케 치 특성을 좀더 보기 좋게 

나타내는 눈금을 결합시켜 간다는 방법을 

취했다. 이와 같이 된 스케치에 따른 사양 

구성이 디자인 컨셉트 모델이지만 

어디까지나 가설적인 것이고 최적인 것은 

아니다.

7•디자인 컨셉트의 평가

이와 같이 하여 작성한 사양 구성 모델 

(스케치 사양 구성)을 사용자에게 보여 

평가를 받아 각 모델이 얻은 득점 순위에 

의해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과 수준의 . 

효용치를 계산함에 의해 사용자의 가치관을 

예측하는 기준과 그 눈금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여기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사용자가 

평가하는 대상은 스케치에 따른 사양 구성인 

것이며 스케치만도 아니고 사양표만도 

아니라는 점이다. 디자인 컨셉트란 이 두 

가지 면을 복합시켜 비로소 의미를 갖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인간은 조형적인 

측면과 사양과의 관계를 떼어 놓고서는 

평가할 수 없는 것이다.

8•종합 측정의 도입

일반적으로 제품의 기본적인 고려 

방법이나 수요층, 제품의 성능, 기능, 기술, 

기구, 가격이라 하는 사양 조건은 기획 부문, 

영업 부문, 기술 부문에서 이미 디자인의 

제약 조건으로 대두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들 조건은 물건의 기본적인 골격을 이루며 

“무엇을 만들어야 할까”하는 해답으로도 

말할 만한 것이다. 만약 그 조건 설정이 

다르다고 한다면 만들어도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 즉, 소비자에 의한 평가

프로세스는 이 사양 조건의 설계 단계에 

도입돼야 하는 것이다. 물론 소비자는 

“이러한 물건이 갖고 싶다”고 하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그 총체를 그리는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다. 종래보다 소비자의 판단을 

조사하여 사양 구성을 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그들 방법이 어떠한 것이었나를 바이크 

(bike)의 예로 기술하면 그 바이크의 사양 

항목 중 하나의 속도에 대해 선택하게 하는 

경우,'보다 빠르게:'이대로：'보다 느리게' 

가운데에서 '보다 빠르게'가 선택되고 짐싣는 

적재량은'보다 많이 쌓을 수 있는 것이 갖고 

싶고, 조작성에 대해서는 '단추 하나로 

시동'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 가격은 

'보다 싼(싸게) 5만엔 정도'라 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와 같은 답을 형성하여 사양을 

구성해 보면 그 사양은 이상적이지만 

비현실적인 것이 되고 현실 불가능한 물건이 

되는 수가 많다. 그 원인은 속도나 적재 량, 

조작성, 가격을 개별적으로 질문했기 

때문이다. 실제 구매 행동에 있어서는 물건을 

사양에 조합시킨 것을 판단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것은 피쉬바인 

(Fishbein;l%7)에 의해 정립된 이론으로 

다속성 태도 이론이라고 불리우며 각 속성에 

대한 평가를 소비자로부터 개별적으로 

측정하여 그것들을 추측해 간다. 말하자면 각 

속성을 파악한 후 전체를 조합시키는 

방법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소비자의 구매 

시점에서의 행동으로는 가격이 비싸더라도 

고성능인 것을 선택하거나 성능은 낮더라도 

다기능인 것을 선택하거나 하는 것이다 즉, 

소비자의 구매 행동의 메커니즘에서는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사양 속성(성능, 

속도…)의 수준치를 자신이 좋아함의 여부에 

따라 칭찬하거나 비난하는, 말하자면 

'거래(흥정)'를 하면서 자신에게 최적인 것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구매 행동의 메커니즘에 

착안하여 개발된 분석 기술이 종합 측정 

(conjoint measurement)이라 불리는 최신 

방법이다. 다속성 태도 이론은 각 항목의 

값을 알고 그것들을 추측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모델에 순서를 정해 두는데, 그와 

같은 순서로 된 것은 각 속성의 효용이 

어떻기 때문에 어떠하다 하는 '분해' 방법인 

것이다. 이 방법은 1964년에 이론이 정립됐고 

실제 계산 방법은 1969년에 크루스칼 

(Kruscal)과 카몬(Carmon) 에 의해 

완성됐으며 응용된 것은 1971년에 그린과 

레오(Green & Rao)에 의해서였다.

9.50cc 패밀리 바이크의 평가 프로세스

50cc 패말리 바이크(Family Bike)는 바이크 

시장에 여성 시장이라 하는 새로운 수요를 

발굴하여 눈 깜짝할 사이에 100만대의 

수요를 창출했다. 우리들의 개발 연구 목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패밀리 바이크를 올바로 

보는 것과 여성 소비자에 대한 바이크의 

적성 요인의 연구로 향해졌다. 그것을 두 

가지 개발 프로세스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프로세스1 • 현시장 상품의 위치(그림2의 

빗금 부분)

자전거에서 3륜 바이크까지 현 상품 

무리는 6종류의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각각의 수준에 관해 성별, 목적을 각 

3항목으로 그리드(grid)를 그리면 각 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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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개발 기본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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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기본 사양축의 설정

9점의 매트릭스（matrix）가 이루어진다.

6개의 영역으로 이루어진 현 상품 무리의 

영역은 6X9로 54영역으로 복잡해진다. 

그림 중에 빗금친 영역은 기존 상품 

영역이고 공백 부분은 아직 상품이 아닌 

영역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6가지 수준에 공통적으로 

공백으로 되어 있는 영역은 여성 또는 남녀의 

시장으로,운반（운송） 목적의 영역이다. 

우리들의 개발 기본 방침으로서 이 운반 

（운송） 목적에 합치한 바이크에 개발 원점을 

두기로 했다.

•프로세스• 기본 방침（그림3）

개발 타입의 기본 방침으로서, 운반（운송） 

기능성, 간이 조작성, 다용도성, 저무게 중심, 

저속 성능의 향상을 꾀했다.

•프로세스. 기본 사양축의 설정（그림4）

개발 기종의 사양 구성을 기술하기 위하여 

그림과 같은 8개 속성과 3개 수준에 의한 

그래프를 그리고 각 항목의 수준을 하나씩 

선택 함으로써 사양 구성이 그려진다. 총 사양 

조합 수는 38으로 6,561요소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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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이미지 스케치와 기본 사양 구성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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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사양 구성 모델

•프로세스4. 가설 사양 구성 모델의 작성（그림5） 

우선 많은 이미지 스케치를 그리고,

10종류의 타입별 그룹을 대표하는 스케치를 

10종류 그린다. 다음에 그 스케치를 나타내는 

사양 구성 그래 프를 구한다. 이 10종류만으로 

6,561가지로 구성된 다양한 전개를 설명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스케치의 외관을 변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속성 수준을 변화시켜, 각 스케치마다

10종류의 사양 구성 그래프를 첨가하여 

스케치마다 합계 11종류의 사양 구성을 

곱하면 전체 110종류의 사양을 첨부한 

스케치 모델을 얻을 수 있다.

•프로세스5. 선호 조사의 실시

이 조사는 20대에서 30대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토오쿄오 및 히로시마 

두 지역에서 300명을 임의로 추출하고 

한 사양서에 의한 10점 평가제로 하여 

방문 면접 선호 조사를 실시했다.

•프로세스6. 각 사양서의 평가점 집계（그림6）

110종류의 모델이 각각 얻은 득점을 

그림에 나타냈다. 가로축은 사양 구성 번호 

（Sketch/Type마다 11종류의 Variation） 를 

기술하고, 세로축에는 10점 만점에서의 

득점을 기술했다. 그래프에서 보듯이 타이프 

7,6,9,2의 스케치가 고득점을 얻고 있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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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 프로세스7. 각 사양 속성의 효용치를 계산한다.

각 사양이 얻은 순위 데이터에서 항목별 

효용치를 종합 측정【（monotone analysis 

of variance）에 의해 분석하고, 순위를 결정한 

각 수준간의 선호 관계 지수를 계산한다. 

또 범위의 산출에 의해 각 속성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얻는다（그림7）.
• 프로세쓰. 선호 요인의 분석

패밀리 바이크의 선호 요인으로서 판명된 

것은 표1에 나타난 바와 같은 8개 속성 

3개 수준의 아이템이다. 사용자 조사에서는 

조합이 다른 "0종류의 패밀리 바이크에 

관해서 그 선호도에 의해 순위가 결정된 

것이지만 그 순위에 커다란 효용을 가져 

오게 한 요인은 무엇일까? 여기에 예로서 

들어진 가격에서 적재량까지의 8개 속성 

모두가 같은 수준에서 고려된 문제가 아니고 

착안된 속성과 착안하지 않은 속성이 있었을 

것이다. 앞에서 말한 종합 측정 분석을 

사용하여 각 속성의 중요도는 확실해졌지만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파악되어진 요인은 '조작서이고, 그 다음엔 

，적재링; '가격' 순으로 되어 있고 '중심: 

'탱크 용랑#쿠숀서 등에 대한 착안도는 

높지 않았다.

다음에 각 요인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나타낸 그림 8을 보자. 플러스 득점은 호의적 

선택에 기여한 정도를 표현하고, 마이너스 

득점은 그 반대를 나타내고 있다. 가장 

중요도가 높았던 요인은 조작성이지만 

그중에서도 페달（pedal） 방식은 높이 평가되고 

있다. 자동차와 같은 간편함이 요구되고 있는 

문제이다. 무단 단속（無段單速）, 자동 변속 

방식의 것은 마이너스로 평가되고 있다.

계속하여 이 연구의 기본적인 가설로 든 

“패밀리 바이크는 운반 기구이다”라는 

점에 대해 검증을 해보자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재량이 적은 타이프쪽이 

플러스에, 적재량이 큰 타이프쪽이 

마이너스로 평가되고 있다.

여기에서 보면, 적재량은 적은 쪽이 좋다고 

평가되므로 가설과는 완전히 반대의 결과가 

나오게 된다. 그러므로, 이 숫자가 가지는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조사시에 사용한 

사양서를 첨부한 스케치에 그려져 있는 

바이크에는 짐을 싣기 위한 대•중•소의 

바구니가 붙어 있고, 사양란에는 적재량의 

대•중•소가 기재되어 있다. 숫자에서는 

분명히 스케치를 제시했을 때 사용자는 큰 

바구니가 붙어 있는 타이프를 호의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우리들은 

여기에서 방문 면접과 동시에 실시한 기입식 

질문 용지의 집계 데이터를 검토했다.

〈표1〉각 사양 속성의 효용치

속성 Level Part Worth 
Score Range

적 

재 

량

소 0.668

1.189중 -4. 147

대 -5. 521
소

「도

痴/

卜

30 -0.062

0.26440 -0.101

50 0.163
중 

량 

kg

35 0.436

0.69245 -0.179

55 -0.250

조 

작 

성

자동 -1.760

5.401Pedal 3.581

무단 -1.820

＜그림7〉Range에서 본 각 속성의 중요도

〈그림8〉속성별 효용지수（관계지수）

2

1

0

-1

-2

2

1

0

-1

-2

2

1

0

-1

-2

가격

6 8 10 （만엔）

（100 엔= 390 원 ）

Tank 용량

•-7/V—
2.0 3.0 4.5⑺

속도

♦=■=/<—
30 40 5仅如사】）

속성 Level Part \Abrth 
Score Range

Tank
용 

량

2 0.024

0.2683 -0.146

4.5 0.122

Seat

Cush- 

ion

Saddle -0.071

0.427Hard Seat 0.249

Soft Seat -0.178

안 

정 

성

3 륜 -0.331

0.7362 륜고중심 0.405

2 륜저중심 -0.073

가

격

6 만엔 0.529

0.9318 만엔 -0.227

10 만엔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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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선호 득점이 높은 3종류의 모델

타이프 7-3

타이프 6-10

타이프 2-2

여기에서 설문 대상자 전체의 약 30%가 

패밀리의 모든 스케치는 짐의 운반상 

곤란하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스케치의 평가에서는 바구니는 작은 쪽이 

좋다고 생각하고 동시에 짐을 나르는 운송 

수단 중 “무엇인가 갖고 싶다”고 나타났다. 

즉, “눈으로 보기에는 스마트하게, 가능하면 

바구니를 없게 하며, 짐을 나를 때에는 큰 

용량을”이라는 요구를 호소하고 있는 결론을 

우리들은 얻을 수 있었다. 디자인상 어떠한 

해결책을 얻었는가는 뒤에 사진으로 확실히 

했다.

다음에 가격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6만엔인 싼 가격을 바라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나, 8만엔 수준에서는 

타이프8이, 10만엔 수준에서는 타이프2가 

선호 순위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 프로세쓰. 선호 득점이 높은 타이프 스케치를 

추출하여, 최대 효용 밸런스에 근접하도록 사양을 

수정한다. (그림9)

선호 결과는 순위가 높은 순서로 타이프 

7,6,9,2로 되었지만 타이프 7과 9는 비슷하기 

때문에 3종류를 추출한 결과 그림과 같이 

되었다. 다음에 새 시장 개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타이프 7,6에 관해서는 기존 상품의 

모델 체인지 프로젝트(model change 

project)로서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의 결론으로 개발 프로젝트는 

타이프 2의 3륜 바이크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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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디자인 포인트

8

1. 3륜으로서, 적재용량을 확보하고,:주차시의 안정성을 얻는다.

2. 뒷 바구니는 운반물이 없을 때에는 접어두고, 운반시만 열 수 있도록 했다.

3. 뒷 바구니는 우천시에도 젖지 않도록 방수식으로 하여 뚜껑이 닫히도록 했다.

4 바구니를 접은 채로 열면 공구상자（to이 box）가 되도록 이중 구조로 했다.

5. •가솔린 탱크 급유구

6. swing 기구부.

7. 앞 트렁크는 키로 잠글 수 있도록 박스형태를 했으며 미터（meter）는 디지탈 4단 표시만 

으로 했다.

8. 여성 지향의 발판으로 발을 모우거나 또는 벌리고도 탈 수 있는 것으로서 지상 

높이를 가능한 한 낮추었다.

9. 실치수 크레이 모델（clay model）

10. 디자인 모델

11 .결론

디자인 평가 기술의 전망

그림6에 밝힌 바와 같이 디자이너가 그린 

이미지 스케치는 그 사양 구성을 

변화시킴에 따라 소비자의 평가가 보다 크게 

변하는 것이 입증되었다, 또 디자이너의 

직감에 의해 작성한 기본 사양도 반드시 

고득점을 얻지는 않는다는 것도 판명하였다. 

더우기 이 순서의 배경에 있는 각 속성의 

요인도 명확하게 얻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도,현재 없는 신상품 

사양 구성의 본연의 자세를 기존 시장의 분석 

데이터만이 아니고 신상품 이미지를 

도표화함에 의해, 직접적으로 사용자의 

평가를 얻고, 더욱 그 상품을 구성하고 있는 

항목의 최고치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종합 

측정 방법이 지극히 유효하다는 것이 확인된 

것은 크나큰 발견이었다. 이 평가법을 

발전시켜서 디자인에서 평가를 직감적으로 

나오게 하지 않고,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기술로서 정착시키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평가 방법의 수준을 보다 

높이기 위해 직접 교차 배열법에 의해 

사양 구성 모델을 선행시켜 작성하고, 그 

모델을 만족시키는 스케치를 그린다는 

방법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

본 원고는 1979년 3월에 r50cc 모터 

사이클의 디자인상의 적정 요인의 연구」로서 

종합한 것 중의 일부이다.

연구협력자
조사분석 : 도미이에 에미꼬（富家惠海子） （주） 

일본 Research Center.

Design : 히즈메 가즈히꼬（ 日 詰一産）•오사카 소지 

（苧阪崇二）

참고문헌

아사노 다노히꼬（朝野照産） （1979）Conjoint 

분석의 방법. 日經廣告研究所報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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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미국의 지하철 디자인

스티븐 홀트•낸시 프린센탈

수백만의 사람들이 하루에 두 번씩 

이용하는 지하철 정거장들은 지하에서 

일하는 예술가들과 디자이너들을 위한 

최상의 협동 장소들 중의 하나가 되었다.

지하철 디자인

미국의 지하철 정거장들에 들어가는 것은 

곧 디자인이 결핍된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다. 

로버트 A.M.스턴(Robert A.M. Stern), 캘빈 

클라인(Calvin Klein), 르 꼬르뷔제 (le 

Corbusier), 디터 램즈(Dieter Rams) 그리고 

에토르 소트사스(Etorre Sottsass)는 지하철 

디자인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극소수의 

디자이너들이다. 우리는 “디자이너에 의한 

정거장의 창조에는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 

단지 청결, 빛, 공기 그리고 소음에 관한 

기본적 표준들을 거의 만족시키지 못하는 

환경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二 

“우리는 여러분을 목적지에 데려다 

줍니다(We get you there)”라고 하는 뉴욕 

운송국(The New York Transit Authority)의 

방침에 그것이 요약되어 있다. 1달러 

미만으로 여러분이 편도 통행권을 살 수 

있다는 것은 대체로 그런 것을 의미한다. 

편의주의, 비용 절감 노력들과 정책들은 결국 

수많은 정거장들이 상징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땅 밑의 시정 (市政) 활동을 

상징하게 하는 결과를 낳아 왔다.

연방 정부의 도시 대중 운송 당국(the 

Federal Urban Mass Transit Administration)과 

공익 집단들 그리고 다양한 주(卅) 기관과 

도시 기관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디자이너들은 지하철 정거장들을 보다 호감을 

줄 수 있도록 만들라는 요청을 받고 오늘날 

그들 자신을 부각시키기 시작하였다. 어떤 

정거장들은 시각적으로 상이하며, 또 많은 

다른 요소들에 대한 변화가 제안되어 왔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정거장들의 창조에 

관한 움직임이 나라 안의 여기저기서 

진행중이다.

1.애스터 플래이스 문화 정거장(The .Astor Place 

Culture Station)에는 집중적인 플랫폼 재건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2,3.비버 모습의 그래픽스로서 본래의 정거장 디자인 

에서 볼 수 있는 애스터(Astor)의 심볼

뉴욕에 있는 지하철 정거장들의 재건설에서 

이러한 현상이 가장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1904년에 개통된 현재의 시스템은 

매일 707궤도 마일을 달리고 또 3백 4십만 

명의 승객들을 수송하고 있다. 뉴욕 지하철의 

恥5개 정거장들은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통근자들은 깡패나 노상 강도들에게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 하고 심지어는 공포에 질리기 

조차 한다. 세계에서 가장 큰 지하철망을 

갖고 있는 뉴욕은 거대한 조직망으로 인한 

어려움들뿐만 아니라 보다 작은 시스템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점들도 안고 있다. 

그러나 뉴욕은 끝없는 일련의 재난들에 대한 

해결책들을 발견함에 있어서 가장 자력이 

풍부한 곳의 하나이기도 하다.

어답트 A 프로그램 (The Adopt-A-program) 과 

1975년의 디자氫 프로젝트를 위한

플래트폼(the 1975 Platforms for Design 

project)에서 발전되어서 새로이 시작된 

뉴욕의 문화적 정거장 프로그램(Culture 

Station Program)은 지하철에 디자인의 

도입을 가져오게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그 시스템의 부서진 하부 조직을 교정하고 또 

시각적 그리고 청각적 향상을 기하려는 

시도이다. 그러한 프로그램을 위한 선발된 

4개의 정거장들은 도서관들, 박물관들, 

상점들, 학교들 그리고 극장들과 같은 문화 

시설들 밑에 위치하고 있다. 지상과 지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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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th Avenue/53 Street

1,2. 모션과 디자인 : 14번가/유니온 스퀘어 정거장 

은 지상의 모습을 플랫폼에 가져 왔다. 즉 나무들과 

건물들의 모자이크가 스쳐 간다.

활동을 연계시키기 위해서 그것들의 

디자인은 상징적으로 그리고 때로 문자 

그대로 그 거리 수준의 문화적 의미를 반영할 

것이다. 즉, 이름도 그 거리에 따라 붙여졌다.

문화적 정거장들은 시(市)예술 협회 (the 

Municipal Art Society:MAS)와 뉴욕의 시민 

3. 모션과 디자인 : 빌 브랜드(Bill Brang)의 “대량 

수송경(Masstransiscope)”은 만화와 같은 벽 판넬들을 

사용한다. 즉, 열차가 움직이기 때문에, 살아 움직이는

운송 당국(the Metropolitan Transit Anthority 

MTA) 사이의 특별한 관계의 산물들이다. 

그런데, 이것은 1981년에 시작되었으나 

여전히 계획과 보충 단계에 머물러 있다. 

랄리 엔드 무어 협회 (Lalli and Moore 

Assocs.) 가 수집한 디자인과 운송 정보에 

것 같은 느낌이 생긴다.

4.전형적인 플랫폼에는 인근의 시설물들에서 

설치한 전시용 케이스들이 있다.

입각해 MAS와 MTA는 50명으로 구성된 운영 

위원회를 지명하였는데, 이 위원회는 20개의 

디자인 회사들에게 디자인 응용물들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렇게 하여 4개가 

선발되어 그들의 계획을 완성시키게 

되었는데, 이들 하나하나는 각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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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디자인된 5번 애브뉴/53번가 정거장의 횡단면은 그 정거장의 두층을 보여 준다. 벽 판넬들이 있는 에스컬레이터는 승객들을 지상까지 실어다 준다.

정거장을 위해 선택되었다.

선발 과정에서 중대한 요소의 하나는 

그것 이 디 자이 너 들을 고무시 킴 으로써 

정거장들을 뉴욕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들이 

되도록 연구하도록 했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그 계획들은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 주었다. 

즉, 정거장들이 불편하고 두려운 장소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디자인을 통해서, 그것들은 

사람들이 즐기고 또 보존하고 싶어 하는 

의미있는 환경이 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관리자들이나 디자이너들이 가졌던 그러한 

활력은 전 시스템에 걸쳐서 전염적이고 또 

고무적인 변화를 낳을 수 있었다.

5번 애브뉴(Avenue), 53번가의 문화적 

정거장은 세계적 비즈니스 상점 그리고 문화의 

대중심지들 중의 하나인 지하에 위치해 있다. 

꺄르티에(Cartier's), 티파니 엔드 컴퍼니 

(Tiffany & Company), 도넬 도서관(Donnell 

Library), CBS, ITT, 하퍼 엔드 로우(Harper & 

Row), 어번 센터 (The Urban Center), 무수한 

화랑들과 호텔들 그리고 박물관들은 이러한 

두 수준의 맨허턴(Manhathan) 정거장을 

도시에서 가장 분주한 곳의 하나로 만들었다. 

그러나, 정거장 그 자체는 이러한 도시의 

활기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었다.

리 해리스 포메로이 협회(Lee Harris 

Pomeroy Assocs.) 와의 협동하에 이루어진 

펜타그램(Pentagram)의 계획은, 위쪽의 

플랫폼에 400피트 길이의 조명등 박스들을 

사용하고 있으며, 정거장에 인근의 특성을 

얼마간을 차용해 줄 근처의 시설들로부터 

빌어온 미술, 비디오 그리고 투명화를 사용할 

것이다. 연속적인 적색 타일의 띠는 분리되어 

있는 장소들을 연계시켜 줄 것이고 또 공간의 

느낌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 획일화의 

요소로서 작용할 것이다. 광고물은 더 이상 

무질서한 벽덮개로 쓰이지 않을 것이고 그 

대신에 에스컬레이터와 아랫쪽 플렛폼을 따라 

특정된 지역들로 구분되어(zoned) 있다 

펜타그램의 콜린 포르베스(Colin Forbes)에 

따르면, 그 정거장은 활동의 

발생인(発生因)이 되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그리고 줄무늬와 광고물,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명 상자들은 정거장을 지상 길거리와 

연결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기금의 확보와 

더불어 최초의 문화적 정거장(Culture 

Station)인 이것은 1985년 후반에 완성될 

예정이다.

애스터 플레이스 문화 정거장(Aster Place 

Culture Station)은 타입이나 성격 모두에 

있어서 상이하다. 19세기엔 활발한 문화 

활동의 장소였으나 20세기에 들어와 파손 

상태에 있었던 그 지역은 최근에 

쿠퍼一유니온 학교(Cooper-Union school), 

뉴욕 공공 극장과 인근의 미술 화랑들에 의해 

재생되었다. 그 정거장은 최초로 유리 타일과 

테라코타(terra-cotta : 적갈색의 질그릇류) 

파양스 도자기(색채가 짙은 프랑스 도자기)를 

사용하였고, 그 정거장의 이름을 따온 부유한 

애스터 가족의 상징인 비버 (beaver)의 

이미지로 장식되었다. 이러한 주제들의 

부흥은 프랜티스 엔드 챈(Prentice and 

Chan)의 롤프 올하우젠(Rolf Ohlhausen)의 

디자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었다. 타일들과 

장식틀들은 재배치되어야 하고 또 원래 

층계 위에 있었던 주철 유리 입구는 

재건설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상징적 

내용은 문제 해결의 한 부분이 되지만, 

그러나 포스트 모던(Post Modern) 디자인의 

장식과 치장은 피하였다.

신구간의 상호 작용을 높이기 위해서 

밀톤 글래서 (Milton Glaser) 가 디자인한 

일련의 그래픽 판넬들은 타일로 되어 있으며 

채색된 정사각형들 주위를 맴도는 크고 

추상화된 비버를 나타낼 것이다. 새로운 

그래픽들은 보다 나은 조명, 새로운 마루들, 

음향적 처리, 향상된 신호판 그리고 순환 

패턴들에서의 변화들과 결합될 것이다. 

애스터 플레이스(Astor Place)가 다시 한번 

진정한 대중의 광장이 될 것은 명백하다. 

기초 자금은 그 계획의 대부분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

다른 두 정거장에 관한 사항은 그보다는 덜 

확정적이다. 이스턴 파크웨이/브르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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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문화 정거장(the Eastern Parkway/ 

Brooklyn Museum Culture Station)은 박물관, 

브르클린 식물원(Boorklyn Botanical Garden), 

브르클린 공공 도서관 그리고 프레드릭 로 

올름스테드의 조망 공원 (Frederie Law Olmstead's 

Prospect Park) 곁에 위치하는데, 그에 관한 

계획은 기금이 없기 때문에 실행되지 

못할지도 모른다. 에드윈 쉴로스베르그(Edwin 

Schlossberg)는 지하철 승객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두 가지 점에 중점을 

두어 재디자인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이동과 

기다림 (moving and waiting)이다. '다가갈 

때와 지나갈 때에 다르게 보이는' 일련의 

렌즈 모양의 영상들은 인근 시설물들의 

신호적 모습들을 투영할 것이다. 즉, 관련된 

연속적 영상들이 천정의 판넬 위에 투영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사인들은 

연속된 생동감을 제공해 줄 것이다. 지나 

가는 사람 개개인에게 각각 하나의 이야기가 

펼쳐질 것이다. 쉴로스베르그는 사람이 있는 

곳을, 심지어 사람이 그곳에 이르기 전에 

설명해 주는 일단의 사인들을 이야기로 

만들었다.

사인들은 플랫폼에 있는 채색된 일련의 

기둥들과 상호 협동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즉, 연두색은 정원을 나타내고 오렌지색은 

도서관을 표시하며, 그리고 청자주색은 

박물관을 나타낸다. 세 가지의 색띠들에 

이같은 색채 암호가 사용되는데, 이러한 

색띠들은 플랫폼의 벽 위에서 시작되어 

중이층(中二層 : 일층과 이층의 중간)을 

통과하여 계속 도로상에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 곳에서 그것은 일련의 깃발들로 

변이되어지는데, 이러한 깃발들이 각각의 

시설물까지 안내해 주게 될 것이다. 그러한 

인식'체계와메시지들은 명백하다. 최종적 

표현을 위한 그래픽을 하였던 투 투엘브 

연합(Two Twelve Assocs.) 과 협동하에 

쉴로스베르그는 정거장을 간선, 즉 “매혹적인 

목적지로의 깨끗한 통로”로서 사용한다. 

시각적 그리고 조직적 정보를 다양하게 

암호함으로써, 그들의 디자인은 지하철 

디자인의 그래픽적 미래를 정립함에 있어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링컨 센터/66번가 문화 정거장(The 

Lincoln Center/66th Street Culture 

Station)은 20년전에 시작된 그 지역의 재개발 

사업 중 지하 부문이다. 어퍼 웨스트 사이드 

(the Upper West-Side)의 단조롭고 침체된 

부분이었던 그 곳이 오늘날엔 그 도시의 

문화적 중심지의 하나가 되었다. 건축가인 

리차드 다트너(Richard Dattner)는 그 

정거장의 주변에 하얀색 글씨와 더불어 

푸른색 띠를 연속적으로, 그리고 그 상부에 

있는 이용물들의 스케쥴과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기 위해서만 그 연결을 

끊음으로써 지역 지역을 간결하고 근엄한 

유행에 맞추려 한다. 15번 애브뉴/53번가 

(the Fifth Avenue/53rd Sheet) 정거장에 

대한 펜타그램의 디자인과 어느 정도 유사한 

정신적 배경하에서 그것은 그 띠 밑에 

규칙적으로 구분된 간격으로 광고물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에서 가장 흥미로운 요소는 

지상에 있는 발레나 심포니 혹은 극장에서의 

공연을 녹화한 것들이나 생방송으로 

상연하기 위해서 특별히 제작된 천정 걸이용 

6개의 시계들 뒤에 비디오 스크린을 설치한 

것일 것이다. 새로운 바닥, 조명, 벽면들, 

벤치들 그리고 음향 감소 시설 외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4개의 조명 기둥에 추가하여 

3개를 더 설치할 것이다. 이러한 변경들의 

일부만이 실현될 것인가 아니면 전부다가 

시행될 것인가는 기금액 결정에 달려 있다.

모든 문화적 정거장 계획들에 관련되어 

있는 디자이너들과 행정가들은 그들의 

작품이 아이디어 뱅크의 구성 요소가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비록 특정한 제안이 

완성되지는 못하였지만, 다른 정거장들 

그리고 다른 도시들까지도 유용하게 될 

것이란 문서적 자료가 있다 그런데 

문제점들은 확실히 뉴욕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변화의 잠재성을 나타내도록 디자인된 

문화적 정거장들은 모든 수송용 정거장들을 

황폐와 무용지물화하는 것으로부터 

구해내려는 투쟁에 있어서 중요한 

경계 표이다.

루이스 넬슨 연합(Louis Nelson Assocs.)과 

그루젠 파트너십(the Gruzen partnership)o] 

MTA와 관련하에 행한 협동 작업은, 비록 

문화적 정거장 프로그램의 일부는 아니지만 

주목할 만한 것이다. 아주 초기 단계의 

다섯 가지 계획들 가운데에서, 그 협동 

작업은 문화적 정거장들과 적어도 동등한 

정거장 주체성들을 성립시켰다. 이들 두 

가지간의 차이점은,문화적 정거장들은 

정거장을 통해서 이미 존재하는 지상의 

활동들을 조리있게 묘사하도록 제언된 반면에, 

넬슨과 그루젠의 작품은 가능한 세계들의 

묘사와 신비함에 의존한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다. 14번가/유니온 광장(the 14th 

Street/Union Square) 정 거 장과 59번 가/ 

렉싱톤 애브뉴(the 59ch Street/Lexington 

Avenue) 정거장은 특별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14번가/유니온 광장 정거장의 디자인은 

플랫폼 주위의 공간에 중점을 둔다.

“우리는 정거장의 오명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다른 것을 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는 우리의 디자인으로 승객들의 눈 

가운데를 정확히 가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넬슨의 믿음에 입각하여 

재디자인을 위한 계획은 정거장의 한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이어진 벽화들을 

사용하기로 하고 있다. 정거장의 외벽들의 

하나하나는 공원과 주변 건물들의 가두 

풍경으로 둘러 싸일 것이기 때문에, 14번가의 

주위 환경들이 지하로 옮겨질 것이다. 

이것들은 정확한 재생이 아니지만 소수의 

사람만이 관심을 가지더라도 유니온 광장이 

가질 수 있었던 매력을 재창조하게 될 

것이다. 18피트X45O피트의 벽화가 시멘트 

위에 도기 타일들로 만들어질 것이며, 

계획된 효과는 “자, 당신은 공원 안에 

있읍니다!”라는 것이다. 건설 공사는 

1985년 중반에 시작되어 1986년 초반에서 

중반 사이에 끝낼 계획이다.

59번가/렉싱톤 애브뉴에 관한 넬슨 연합과 

그루젠의 계획도 또한 그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환상적인 것을 사용한다 승객들이 

열차를 갈아 타는 다이아몬드 모양의 

공간에서, 직각과 대각선의 상관 관계는 

이용물들을 재정열시키고 또 순환 

패턴을 명확하게 만들어 준다. 그 디자인을 

특징있게 하는 것은, 이렇게 이상한 모습의 

공간에는 푸른 하늘과 하얗게 부푼 구름들, 

그리고 풍선들이 페인트와 타일로 그려질 

것이란 점이다. 지나가는 사람들에 

적합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신비감은 

통근자를 최소한의 비용으로 성층권에 

나아가게 하는 정거장의 주체성을 창조할 

것이다.

문화적 정거장들과 넬슨 연합과 그루젠 

파트너십의 협동적 계획들은 지하 생활의 

질적 향상을 가능케 한다. 미국의 지하철 

정거장들이 위대한 공간들은 결코 

못되겠지만, 오늘날은 그것들이 디자인 

측면에서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고 있다.

—스티븐 홀트(Steven Holt)—

지하철에 있어서의 예술

지하(地下)는 예술에 있어서 정치학에서의 

전복 (顚覆)을 암시하고 있다. 무수한 

고전적 신화들과 종교적 이미지에서는, 

지하가 뜨겁고 어 두우며 그리고 해충이 

우글거려서 영혼들을 영원히 불편하게 하는 

곳이다. 이러한 묘사는 현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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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들의 지하와 너무나 잘 맞아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사회의 약점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예술가들과 도시의 향상에 대한 

열정을 가진 예술가들은 지하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최근에 지하를 번성하게 

했던 작업은 유리 진열장의 그림 문자를 

비롯하여 정부 지원의 예술과 디자인 

계획들에 대한 특수한 작업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러한 작업의 일부는 우리가 가장 

친숙한 가치들을 비난하고 있다. 거의 모든 

계획들은 전철 손잡이에 매달린 사람들의 

집을 향한 여정을 활기 있게 하고 또 

편안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운송에 관한 

포괄적인 예술 프로그램을 가진 첫번째의 

수송 기관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전철 

조직을 가지고 있는 보스톤(Boston)이었다. 

1977년에 대중 수송 시설물들에 있어서의 

예술을 촉진시키는 새로운 연방 정책에 

대응하여, 미국 운수성 (the U.S.Department 

of Transportation) 과 도시 대량 운송 당국 

(the Urban Mass Transportation 
Authority)은 케임브리지 예술 위원회(the 

Cambrigdge Arts Council) 에게 보스톤 운송 

조직을 위한 예비 계획을 개발할 것을 

인가하였다. 그 결과가 궤도상의 예술 

(Arts on the Line:AOTL)인데, 프로그램은 

1979년에 시작되었다. 여기에는 새로운 

네개의 레드라인(Redline) 정거장들에서 

작품을 창조했던 20명의 예술가들이 

관련되어 있다. 보스톤의 두번째 프로그램인 

정거장 현대화(Station Modernitation) 

계획에는 열 한개의 정거장들과 열 여섯 명 

이상의 많은 예술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AOTL 작품은 두개의 레드라인 정거장들에 

설치되었다. 카를로스 도리엔(Carlos Dorrien)은 

파상 화강암 벽돌로 포터田皿㈤ 광장 빌딩의 

벽 부분을 대체시켰다. 그것은 외부에도 

설치되었다. 즉, 데이비스 광장(Davis Square) 

건너편에 있는 광장은 제임스 타일러0ames 

Tyler)가 석조상으로 디자인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들과 다른 두개의 AOTL 레드라인 

정거장들은 궤도상의 작업이 끝나는 

1985년까지는 일반에게 개방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정거장 현대화 프로그램에 따라 

작업은 계속 진행중이다. 계획의 설계와 

설명은 처음엔 연방 준비 은행에서 그 다음엔 

매사츄세츠 운송 빌딩에서 작년 8월과 9월에 

전시되었다• 그 계획들 중에는, 남부 

정거장용으로 크리스토퍼 스프로트(Christopher 

Sproat)가 만든 빨간색의 네온 대각선 무늬, 

브로드웨이 정거장의 계단벽용으로 제이 

쿠건(Jay Coogan)이 만든 흑백의 페인트로 

칠한 알루미늄 조각들, 그리고 워싱턴가 

(Washington Street) 정거장용으로 스큰트 

버톤(Scott Burton) (ID,Mar/Apr 84)이 만든 

테라조우(terrazzo : 대리석 부스러기를 박은, 

갈아서 반들반들하게 한 시멘트제) 벤치들이 

있다. 포함된 모든 예술가들은 건축가의 

제안들에 상응하여 그들의 작품을 창조하였다. 

그러나 조각가인 사이아 아르마자니 (Siah 

Armajani)와 건축가인 모리스 F. 차일드(Maurice 

F.Childs)와 데이비드 W.스터링(David W. 

Stirling)은 사실상 워싱턴가 정거장의 디자인에 

관해 협동 작업을 하였다. 그들은 또한 채색된 

유리로 틀을 만든 정거장의 주건물을 “살기에 

알맞는 조각품”이라고 부름으로써 공동 성명을 

발표한 유일한 작품 발표자들이었다. 그것은 

함께 일하는 예술가들과 건축가들이 당성할 수 

있는 공간적 그리고 장식적 통합물의 모범이 

된다.

보스톤의 설비들과 마찬가지로 뉴욕시의 

1976 어답트-A-정거장(Adopt-A&ation) 

프로그램은 쾌적한 것으로 느껴졌다. 사실상, 

어답트一A—정거장은 예술과 디자인의 

질보다는 공동체 참여에 더 관련되어 있다. 그 

계획들 중에는, 브롱스(Bronx)의 네 개의 

IRT-라인 정거장들이 있으며 학생들이 

페인트로 그린 벽화들, 킌스(Queens)의 

BMT-라인 정거장에 있는 새로운 안전 장치, 

맨허턴의 월가(Wall Street) 정거장에서의 복원 

작업 그리고 스타텐 섬 (Staten Island)의 

정거장에 있는 유색의 바람막이 유리 판넬들이 

포함되어 있다.

지하를 쾌적히 하는 또 다른 것은 뉴욕에서 

곧 시작될 예술을 위한 퍼센트(Percent for 

Art) 프로그램이다. 그것은 아마도 어답트一A 

—정거장보다 전문적인 예술가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지하철의 예술은 

새로운 지하 건설이 어디에서 시작되든지 간에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즉, 모든 도시 건물 

비용의 일 퍼센트를 예술에 대해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최근의 법이 새로이 시행됨으로써 

자금이 마련될 것이다.

1980년에 어답트-A—정거장이나 예술을 

위한 퍼센트의 입법의 도움없이 장치된 

영화 제작자인 빌 브랜드(Bill Brand)의 

매스트랜시스코프(Masstransiscope)는 브루클린 

지하철 승객의 통근을 조명한다. 비영리 예술 

조직인 '크리에이티브 타임(Creative Time)'의

후원을 받은 220장의 그림들로 매스트랜시스코프는실망시키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구성되어 있다. 승객의 관점으로부터, 달리는 

기차에서 내다 보이는 이러한 연속적 영상들은 

만화처럼 보인다. 브랜드는 그 영상들을 

수용하는 목재 스크린을 위해 그의 디자인 

방향을 잡으려고 활동 요지경 같은 19세기의 

광학 장난감을 연구하였다. 그는 만화 영화의 

명랑한 이야기체로 미생물로부터 유인 

우주선에 이르기까지 생의 진화를 추적하였다. 

매스트랜시스코프는 브르클린에 있는 사용되 지 

않는 '귀신(ghost)' 정거장의 플랫폼에 

설치되었고, 이것은 맨허턴행 열차들에서 내다 

볼수있다.

뉴욕 운송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온화하지 

못한 작품들이지만 보지 않을 수 없다. 아이다 

애플브루그(Ida Applebroog), 죠셉 보이스 

(Joseph Beuys), 리차드 햄블톤(Richard 

Hambleton), 바바라 크루거 (Barbara Kruger), 

톰 로슨(Tom Lawson) 그리고 죠셉 넥베탈 

(Joseph Nechvetal)을 포함하여 100명 이상의 

예술가들이 의도적으로 불쾌하게 하는 

1983년의 노력, 즉 하위 문화(subculture)에 

참여하였다. 하위 문화는 '사회적 지식과 

변화에 관련된' 젊은 예술가들의 우호적 

연합인 그룹 머티리얼(Group Material)에 의해 

조직된 것으뉴욕시의 IRT—라인 열차들을 

위한 1,400개의 '광고(ads)'를 포함하고 있다. 

이것들 중의 하나에서, 러시아의 망명자인 

코마르(Komar)와 멜라미드(Melamid)는 

스탈린에게 풍자적인 경의를 표하였다. 또다른 

것은 레이건(Reagan)을 히틀러(Hitler)에 

연관시켰지만, 다른 것은 '머저 킹(Merger 
King)'을 위한 피치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 문화는 전문적 개념 예술가인 레스 

레빈(Les Levine)에 의해 1981년에 등장한 

상당히 효과적인 캠페인의 결과로서 생겨났다. 

레빈은, 미소짓는 아시아인 커플이 담긴 잘 

제작되고 완전히 채색된 포스터와 “우리는 

두렵지 않다(We Are Not Afraid)” 라는 표어로 

수많은 상업 광고업자들이 실패하였던 

영역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단순한 문구 밑에 

그는 저항할 수 없는 제안을 위치케 하였는데, 

그것은 용기 있는 통근자들은 그의 포스터를 

선택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많은 승객들은 

그의 작품을 가지고 달아났다. 이 광고 는 

지하철 역사상 다른 어느 것들보다 더 자주 

도난당했다는 특색을 가지고 있다.

레빈의 작품은, 정치적 스펙트럼의 모든 

분광대에서 비롯된 최고의 지하철 예술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의 의미 내에서 자신의 

문맥을 전하는 것이었다. 지하철에는 디자인과 

예술에 대한 상당수의 관료주의적 장애들이 

있다. 그런데 그러한 지하철에선 승객들의 

경우만큼이나 제반 조건들이 예술가들을 

도전은 강력하고 그것을 기대하는 대중이 

많다. 통근자들의 본성적인 희망을 존중한 

훌륭한 유머와 그들이 겪는 고통에 대한 

공감으로, 예술가는 지상에 대해서보다 지하에 

대해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낸시 프린센탈(Nancy Princenth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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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항공기와소련 및 서독의 기차디자인

잔 블레이크•랜돌프 맥아우스란트

영국에서의 활기

중역들의 도움으로 디자이너인 제인 

프리스트만(Jane Priestman)은 영국 

공항들에 색채와 육감을 추가시키고 

있다

영국에선, 엘리자베드(Elizabeth)여왕이 

버킹검궁(Buckingham Palace)에 있고, 마가레트 

대처 (Margaret Thatcher) 수상이 다우닝가 

1。번지(10 Downing Street)에 있으며 그리고 

제인 프리스트만이 영국 항공국(the British 

Air Authority)에 존재하고 있다. 그녀는 디자인 

매니저인데, 오직 세 명의 스텝 디자이너들 

(이들 중 누구도 디자인한 것이 없다)과 함께 

1년에 4천 4백만명의 승객들이 사용하는 7개의 

중요 공항들에 대한 디자인 책임을 맡고 있다. 

즉, 애버딘(Aberdeen), 에딘버러 (Edinburgh), 

게트위크(Gatwick), 글래스고우(Glasgow), 

히스로우(Heathrow), 프래스트위크(Prestwick) 

스텐스테드(Stansied) 등이 그것들이다.

영국 항공국은 “대단히 공학 지향적”인데, 

프리스트만이 BAA의 외부적 관계 그룹의 

고문으로 부임했던 1975년에는 디자인 스탭이 

하나도 없었다. 그녀가 디자인 매니저가 

되었던 1978년 이래로 그녀는 디자인이 필수적 

도구로 간주되는 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참을성 있게 그리고 계속적으로 노력하였다. 

프리스트만의 직속 상관인 노만 페인(Norman 

Payne)은 BAA 책임자로 상당히 중요한 인물인데, 

그는 디자인이 계획의 전략적 부분이란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또 BAA 디자인 위원회에 

속하는 모든 위원회의 구성원들은 디자인이 

그들이 실행하는 것의 중요한 지표임을 

깨닫고 있다. 그러나 디자인이 언제나 그러한 

중역실의 지지를 받는 것은 아니었다.

프리스트만이 보조적 시설물(이들 모두는, 

쓰레기통, 울타리, 스크린, 장식용 화분 그리고 

수하물 수레와 같이 사람들이 거의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다.)에 관한 디자인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2년 전에 그녀의

기스트(Geest) 화물 운반차는 프리스트만이 히드로우(Heathrow) 공항이 ••콘크리트 정글”이라고 불렸던 것을 완화 

시키기 위해서 바닥과 옆 부분을 직물로 씌웠다.

태도에 변화가 있었다. 그녀는 인간 공학과 

유지 그리고 비용들에 관하여 독창적으로 

연구를 시작해서, 훌륭한 디자인의 실현에 

대한 실용적，접근 방법으로 인해 공학자 

(주로 남자들)들의 존경을 받았다. 매력적인 

것은 아니지만 필수적인 장비에 관한 디자인 

표준들을 높임으로써, 전체 국(局)의 질이 

향상되었다.

프리스트만은 바(bar)들과 레스트랑들, 

건물 인테리어, 버스들, 카페트, 정보 체계들, 

조경, 상점들, 공중전화실 그리고 제복들을 

포함해 막대한 범위의 시설물들과 

서비스들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다. 디자인 

작품은 약 40개의 회사들과 개인들의 

명부로 나누어져 있다.

“나는 내부 디자이너들에 대한 지나치게 

많은 의존은 소심하고 지리한 디자인물들을 

산출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프리스트만은 이야기 한다. 또한 그녀는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나는 그 계획과 정당한 디자인 그룹을 

굳게 결합시키려 한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내가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모든 

디자이너들이 하고 있는 일의 경향을 계속 

파악함으로써 시장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은 투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또한 그것은 그러한 시장의 활기를 

유지시키며 우리의 디자인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유지시켜 준다:

그녀는 그녀가 생각하기에 BAA의 디자인 

정책의 높은 표준들에 잘 조화될 수 있는 

디자이너들을 선발하고 있다. 그러면 그러한 

표준들이란 무엇인가? 프리스트만은, 

시설물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무사가 최고의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 

두 번째로는, 승객들의 안락함과 편리함, 

혹은 그녀의 표현을 빌자면 “드로우푸트 

(throughput : 일정 시간 내에 처리되는 양)의 

용이성”이 높은 우선권을 갖는다. 끝으로, 

BAA는 이익이 있는 사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BAA의 일년치 총매상고는 3억 

5천 5백만 달러인데, 이 중의 절반은 비행기 

요금에서 들어 오는 것이고 또 나머지 반은 

구내 매점 사용권과 상점 수입에서 들어 

오는 것이다. 모든 시설물과 그 부속 장비 

그리고 가구들의 디자인은 그러한 기준들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세계를 여행하는 사람들 중에서, 히드로우 

(Heathrow)공항의 서비스가 “안락하고 

편리하다”고 말할 사람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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簿澱部^

Comments
岡男비

이 의견 카드 함은 프리스트만의 디자인 기준들을 

색채와 형태 면에서 따르고 있다.

그렇지만, 프리스트만은 그 공항의 제 3터미널 

(국제선 전용)의 악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저하지 않고 변명한다. “그것은 세계적으로 

가장 번잡한 국제 공항이 되었기 때문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남용된 늙은 일 

말(馬)입니다.”다행하게도 제 4터미널이 

내년에 개장될 것이므로 현재와 같은 혼잡의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흥미로운 계획들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왜냐하면 기존 

시설물의 제한 내에서 작업하는 것보다 

출발점부터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쉽기 

때문이다”라고 프리스트만은 이야기한다.

새로운 터미널이 개장되면,제3 터미널을 

재생시킬 수 있다. 사실상, 히드로우 공항의 

전체 운영난을 회복한다는 관점에서 

시작하였다고 그녀는 이야기한다. 그녀는, 

“그것은 콘크리트 정글이었다”라고 회상한다. 

“우리는 조경 시설과 같이 중심 지역들을 

개량하는 것부터 시작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화단을 들어 올려서 콘크리트의 모든 딱딱한 

가장자리들을 부드럽게 하려고 애썼다. 

그리고 이것들을 교통량의 흐름에도 

사용하였다. 그것은 정말로 도시의 조경 

디자인이었다•”

미래의 영국 공항으로 설립된 게트위크 

(Gatwick)는 기복진 써레이(Surrey) 지방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지방에 있는 

공항'이라고 불리워진다. 비록 그것은 아직 

자신의 승객 수용 능력인 연간 천 육백만 

명에 이르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터미널이 1987년에 추가적으로 완성될 

것이다. 바로 지금, 비행기와 승객 유치를 

위해 모든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다. 광범한 

시설물들과 새로운 런던행 고속 열차 그리고 

게트위크 빌리지(Gatwick Village : 상점과 

레스토랑의 합성물)는 포장(Package)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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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이다. 게트위크도 미국 외에서 유일한 

공항간 고속 수송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그것은 주 터미널을 위성 체제와 연결시키는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 철도이다.

프리스트만은 색채와 플라스틱 덮개 

대신의 텍스타일 그리고 카페트를 깐 바닥의 

풍부한 사용 가치를 믿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게트위크에서 명백하게 나타나는데, 

그 곳에선 모든 것이 대단히 훌륭해 

보인다. 그러나 어떤 지역들, 특히 과도하게 

유객을 하는 게트위크 빌리지에서는, 그 

장식이 지나쳤다. 상점의 상품과 경쟁적인 

색채의 다채로움은 지쳐 있는 여행자들을 

거의 편안하게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 때는 경직되었던 영국 항공국이 유행을 

알게 되고 육감에 치우치게 되는 것은, 

옛날의 히드로우의 거칠고 조잡하며 거의 

혐오스럽던 환경을 생각해 보면 별로 큰 

문제가 되지 못한다. BAA의 공항 시설물들의 

디자인 매니저로서 프리스트만이 해낸 일을 

보면, 객관적인 장애들에 구애됨이 없이 

그렇게 거대하고 복잡한 환경들을 인간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잔 블레이크(Jan Blaich) -

소련에 있어서의 계급

모스코바(Moscow)에서 레닌그라드 

(Leningrad)간의 여행은 소련 최초의 

초고속 급행 열차로 인해 8시간에서 

5시간으로 단축된다.

아름다운 동양의 융단이 통로에 깔려 

있다. 주름잡힌 창문의 커튼은 모아져서 작은 

꽃줄로 묶여져 있다. 좌석들은 무수하고 

회전식의 팔걸이 의자들은 지나치게 크다. 

그러나, 외부는 매끄러운 알루미늄이고 

기관사실은 제트 여객기의 조종실을 

닮았으며, 열차는 시속 220킬로미터로 

달린다. 이것은 오리엔트 특급(the Orient 

Express)을 개조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계급이 없는 사회에서의 계급의 표시이다. 

그러한 모순들, 즉 세기적인 호화스러움과 

최신 공업기술 때문에 소련의 새로운 초고속 

열차가 이 전문적 공업 디자인(ID) 

보고서에 매력적인 모습으로 등장할 수 있게 

되었다.

소련은 거대한 우주 개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까지도 그들의 지상 

여행은 재래식일 뿐만아니라 불편한 

것이었다.ER- 200열차가 최초로 지난 봄에 

모스코바와 레닌그라드 사이를 운행하게 

되었는데, 이는 대변혁이었다. 그 열차는

380명의 승객을 싣고 종래의 선로 위를 

달려서 5시간에 440마일의 구간을 주파해 

냈는데, 이것은 종전의 시간을 3시간 

단축시킨 것이었다.(이것은 보스톤과 

워싱턴간의 여행이 8시간 걸리는 것과 

비교할 만한 것이다； ) 운임은 같은 구간에 

있어서는 야간 승객에게도 동일하다.

“소련 최초의 도시간 전동 열차는 

1974년에 제작되었으며, 그 때 이후로 상세한 

검토에 입각해서 많은 개선이 이룩되었다” 

라고 소련의 디자인을 위한 중앙 행정 부서인 

모스코바 주재 소련 공업 디자인 연구소 

(VNIITE)의 책임자인 유리 솔로비에프 

(Yuri Soloviev)는 이야기한다.

솔로비에프는, “다른 나라들의 열차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처음 제작한 열차는 

고상함을 결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을 제작하고 유지 보수하는 

경험은 상당히 높이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의 인간 공학적 그리고 심미적인 

면에서의 결점들,특히 현대 디자이너들의 

이목을 끄는 것들은, 우리가 소련 철도청 

(the USSR Railway Ministry) 이 주문한 

새로운 열차들을 디자인하고 제작할 때에 

개선되어질 것이다:'

최근의 ER-200에 있어서, “각각의 보통 

객차마다 수하물과 옷을 넣는 장들, 

차장실, 두개의 화장실(쓰레기용 콘테이너가 

있는)이 있고, 안락 의자들은 젖힐 수 있는 

등받이로 되어 있으며, 맨 앞의 열차에는 

부페一바가 있다”라고 솔로비에프는 설명해 

준다. 또한 솔로비에프는 서구 세계의 

디자이너들에게는 한낱 평범한 것이지만 

소비에트 연방에서는 혁신적인 것들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켜 준다. 그것들은 방열과 

방음 장礼 형광의 조명 냉방 장치 그리고 

차내 연락 체계도 가지고 있다.

그는 그 열차가 유선형이라는 것에 덧붙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계속한다. 즉, 

“ER-200 은 진동없는 속도 조절 장礼 기압식 

버팀 장치, 가감 저항기, 원반형과 자석식 

후미 제동 장치, 전자동식 전자 장치, 

수압식 제동기 그리고 슬립 엔 스키드 

(Slip-and-Skid) 방어 장치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한다.

ER-200은, 디자이너인 오졸스 R 캔베르그 

(Ozols R.Kanberg)가 책임을 맡고 있는 

리가(Riga，차량제조 공장의 공업디자인실 ) 

에서 개발되었다. 솔로비에프는, 유사한 

계획이 VNHTE의 우랄 지사(the Urals 

Branch Office of VNIITE)에서 진행 중인데, 

그러나 지연과 기술적 문제들 때문에 

이 세상에 공개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명되었다고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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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량 내부 설비는“가정적” 느낌도 가지고 있다(동 

양적 융단과 주름잡힌 커튼 그리고 부드럽고 뒤가 높은 

안락 의자).

2.3.소련의 새로운 ER-200 은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 

사이를 운행한다.

4. 엔진 조정실은 제트 여객기의 조정실과 흡사하다.

솔로비에프는, 러시아의 과학과 기술학을 

연구하는 MIT의 로렌 그래힘"(Loren 

Graham) 박사가 주장한 소련의 경제 체제의 

본질 때문에 야기되는 것으로 보이는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래함은「뉴욕 

타임즈(the New York Times)」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그 체제는 공업적 

생산물과 공정들에 있어서 창의성을 

저해하는데, 계속적인 연구 결과 또한 

보수주의와 기술 혁신의 억제라는 것을 

일관성있게 나타내 주었다고 이야기하였다.

—랜돌프 맥아우란트(Randolf Mcausland)—

서독의 지하철과 기차 디자인

스투트가르트의 안락한 시설

대부분의 지하철 여행에 있어선,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만 참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유럽의 통근자들은 최소한의 

안락함과 편리함 이상의 것을 원하고 있다. 

서독의 통근 열차국인 슈타트반(【he 

Stadtbahn ： SSB)은, 1975년에 그들이 

스투트가르트의 지하철 차량의 새로운 

세대에 대한 디자인을 헤르베르트 린딩어 

엔드 파트너즈(Herbert Lindinger & 

Partners)에게 의뢰하였을 때, 이것을 알고 

있었다. 린딩어의 노력 결과는 10。대의 

새로운 차량 중 처음의 40대가 운행되기 

시작하는 내년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대중 수송 수단에 관한 디자인 경험이 

상당히 있는 린딩어는 하노버(Hannover)에 

자리잡고 있는 디 자이너로서, 통근차의 

디자인은 그 중점이 상당히 변동되고 

있다고 믿고 있다. '60년대와 ‘70년대 

동안에느 경제성과 예술 문화 파괴에 관한 

방어적 외모 그리고 내구적인 재료들이 주요 

관심사였으나 오늘날에는 안락함과 

계층의 느낌이 지침적 원리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과 

관료들의 보수적 집단인 SSB 의 이사회는 

린딩어가 차량 내부용으로 제출한 가장 

대담한 색채 조합, 즉 밝은 노랑색과 

자주색을 띤 파랑색을 선택하였다.

새로운 지하철 차량들은 경제성이나 

예술과 문화 파괴에 대한 방어를 강조하는 

대신에, 색채성과 안락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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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투트가르트의 새로운 도시간 열차들의 내부는 

우아한 안락감과 둥그런 형태들을 강조하고 있다.

2. 구형의 내부 모양

3. 신형의 외부 모양

4. 도시 외팍을 달리는 밝은 노랑색은 멋진 그림을 

만들어 낸다.

스타일에 대한 이러한 새 관심은 

부분적으로는 통근자의 교통량이 감소한 

결과이다. 가솔린 공급이 용이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다시 그들의 자동차를 사용하게 

되고, 베이비 붐 세대의 학생들이 자라나서 

지하철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다른 유럽의 지하철 체제들과 마찬가지로 

SSB는 승객들을 다시 지하철로 끌어 들이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다. 흥미롭게 디자인된 

내부를 가진 새로운 열차가 가능한 해결책의 

하나이다.

스투트가르트에는 고밀도의 시 중심에서의 

지하철 체제와 시 경계를 넘어 약 

50킬로미터의 지역을 담당하는 지상의 경편 

열차 체제가 있다. 새로운 차량 모델인 

DT-8은 양자 모두에 사용될 것이다. 경제적 

가동을 가능케 해주는 전동 체제를 갖춘 

DT-8은 계속적인 유도 조직을 조합시킨 

수동 장치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자동적으로 

과속을 교정하기 위해 제동 장치를 

작동시키는 감시 제어 장치와 별도로 

작동하는 3개의 제동 장치 조직들은 

스투트가르트의 구릉형 지형의 경편 열차에 

있어서 중대한 안전 장치이다. 또한 

기압식 차대 버팀 장치는 안락한 승차감을 

제공해 준다

열차의 외부는 밝은 노랑색인데, 이는 , 

린딩어의 설명에 의하면 안전 규정들 중에서 

운이 좋은 사고를 나타낸다. SSB의 표준 

노랑색은 불법화된 유독성 물질들을 

함유하고 있음이 판명되어, 금빛이 덜 나는 

도장을 한 힘차고 새로운 노랑색을 

채택하였다.

차량마다 4개씩 있는 문들은 신속한 승차를 

위해서 승객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길고 휘어진 모양으로 되어 있다.

DT-8에서 그 폭이 증가된 것은 거의 

정사각형의 돌출부를 앞쪽에서 누르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만하다. 

뚜껑을 따라서 연속적으로 이어진 전방 

유리 판넬은 운전석과 조정판의 뒤쪽으로 

잘 떨어지게 되어 있어서, 전방에서 길을 

건너는 어린 아이들이 쉽게 보이도록 하고 

있다.

열차에 들어서서 제일 먼저 받게 되는 

인상은 외부의 둥그런 모습을 내부에서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예를 들어서 

손잡이들은 문에 달린 창문의 형태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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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한 모양으로 디자인되어 있다. 이러한 

손잡이들은 특히 그것들이 어디서나 볼 수 

있고 사용이 불편한 지하철의 가죽 손잡이가 

아니라는 점에서 흥미로운 것이다. 손잡이를 

좌석의 위쪽 구석에 붙이는 대신에 린딩어는 

크고 또 쥐기에 좋은 손잡이를 좌석의 세로 

부분 꼭대기에 설치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기능적으로나 시각적으로나 편리한 

것이었다.

린딩어는, 승객들이 얼굴을 마주 보도록 

배열된 좌석들은 독일의 도시들에선 흔하지 

않은 것이지만, 그것은 더 넓은 다리 공간을 

제공해 주고 또 밖으로 나갈 때에 편리하게 

해준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좌석들은 창문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승객들이 열차에 

타기 전에 미리 서로간에 우호적인 시각적 

접촉을 할 수 있다•"좌석 디자인에 있어서는 

승객의 안락이 최우선적인 것이므로, 

좌석들을 개별적으로 주물 제작하여 등을 

받쳐 주는 것과 안락을 위한 것이 구분되고 

있다. 린딩어가 디자인한 직물 장식물들은 

미묘한 기하학적 패턴으로 직조된 것이다.

린딩어는 명백히 '문화•예술의 파괴를 

방지하^(vandal-proof)' 열차를 디자인한 

것은 아니지만, 3년 동안 운행된 시험 열차가 

거의 마모나 폐혜를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거의 걱정하지 않고 있다.

린딩어는, “당신이 파괴하기 어려운 물질들이나 

환경들을 제시한다면 당신은 사람들에게 

공격적이 되고 또 그래서 그들이 파괴할 수 

있는 것을 찾으라고 도전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질적으로 좋은 것을 

제공한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존경할 것이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독일의 도시를 

간에 형태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담슈타토Darmstadt)에서느 

우리는 슈타트반에서 사용한 밝은 청색의 

실내 장식품을 사용하였으며, 그것은 5년간 

사용하여도 전혀 손상되 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것을 다른 도시에서는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서독에서의 혁신

뮤니히(Munich)의 디자이너인 알렉산더 

노이마이스터(Alexander Neumeister)는, 독일 

정부를 위해서 세 개 이상의 독립된 철도 

디자인 계획에 참여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것들의 범위는 도시와 도시를 

잇는 기존의 열차들을 다시 디자인하는 

것에서부터 현재 일본에서 시험되고 있는

더 많은 승객들을 고속 열차들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급격히 새로운 

간막이방의 설계들이 디자인되었다.

1. 내부의 사진들과 설계도들은 바닥 계획의 배열을 

가능케 해주는, 오각형에 기초한 신디자인을 보여 준다.

2. 3. 도시간 시험용 열차의 외부 및 내부

4. 설계도는 일등급의 한 배열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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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등급의 내부 설계.

2. 실험용 정거장에 있는 독일의 자력식 끙중 부양 

열차의 사진

3. 최종적 형태는 트랜스래피드(Transrapid)라고 

부른다.

4. 시험 궤도에 있는 트랜스래피드. 땅딸막한 모습을 

없애기 위해서, 열차에 기계적 하우징과 승객용 구역을 

나누어주는 ••허리”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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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래피드의 내부는 제트 여객기의 것과 유사하다. 조정 장치의 명확성은 열차를 시속 400킬로미터로 운행시 지극히 중요하다.

철도 기술 공학상의 새로운 개념인, 실험용 

자력식 공중 부양 열차에까지 이른다. 이러한 

두 가지 사이의 중간점에 있는 것이 도시간 

시험용 열차(IC/E)인데, 그것은 내년에 운행될 

예정이며, 예정 속도는 시속 350킬로미터이다. 

프랑스의 TGV 열차처럼 2000년까지는 서독의 

도시간 열차의 대들보가 되리라고 생 각된다.

고속의 자력식 공중 부양 열차는 북부 

독일에서 ”・ 5킬로미터의 부양 궤도 위를 

1985년에 처음으로 달리게 될 것이다. 공중 

부양(maglev) 열차의 조사, 개발 및 운행에 

관련된 독일의 회사들과 연구소들에게는 

이러한 시험 운행이 그들의 14년간의 노冃의 

절정을 이룰 것이다. 19기년 이래로 그 

열차의 내부와 외부 디자인에 관련되어 온 

노이마이스터에게 있어선, 그것은 시작된 

이래로 참아온 긴 한숨'이었다.

공식적으로는 '트랜스래 피드｛Transrapid) 로 

알려져 있는 공중 부양 열차는 바퀴와 

선로간에 생기는 금속간 마찰을 제거해 준다. 

감지 장치들과 컴퓨터들에 연결된 전자석들을 

사용함으로써 기차가 최고로 시속 

400킬로미터로 궤도 위를 문자 그대로 

10밀리미터를 떠서 날 수 있게 되었다(이는 

미끄럼홈과 전자석들간의 거리이다. ) 

자석들은 탈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이드 

레일 주위를 감싸고 있다.

노이마이스터는 이렇게 새로운 철도 기술 

공학에 상응하도록 열차를 매끄러운 형태로 

디자인하였다. 기체 역학적 배려로 인해 그 

열차의 코부분을 밑으로 휘어져 내려 가게 

하였다, 열차의 커다란 부피를 극소화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같은 노력과 

더불어 각각의 열차마다 두 가지의 특징적 

부분들을 디자인하였다. “승객용 상부 부분과 

자석식 부합 하우징사이에 '허리，를 

만듦으로써, 우리는 그 열차의 부피를 

극소화할 수 있었다”라고 노이마이스터는 

이야기한다.

열차에 사용한 녹색과 흰색 조합으로 인해 

트랜스래피드와 다른 모든 열차들이 

그래픽적으로 구별된다. 또한 노이마이스터에 

의하면, 녹색은 그것의 환경과의 접촉 영역, 

즉 에너지 효율성과 고요함을 상징해 준다. 

그리고 그것은 철도를 이용하는 

여행자들에게 혼잡과 공해를 경감시키도록 

해줄 것이 확실하다.

트랜스래피드가 운행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주변 국가들은그 열차가 항공 여행과 오늘날의 

열차들 및 자동차들간의 간격을 메워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유럽의 수송 체제들상의 중요한 문제점이 

그들의 민족주의적 성격에 남아 있다. 각각의 

국가들이 자체의 열차 노선을 가지고 있고 

복잡한 국경 통과 열차가 국가간의 여행을 

지연시키는 것이다. 시속 400킬로미터에서, 

트랜스래피드는 긴 선로에서만 최대 효율을 

낼 수 있고 유럽에서는 이를 위해 필요한 

정치적 의견 일치에 이르는데 대단히 긴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트랜스래 피드의 시장관리부는, 

높은 단계의 철도 체제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긴 선로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국가들을 위해서 열차의 잠재력을 조사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실현 가능한 시장으로서 

라스베 가스와 로스엔젤레스간의 철로와 

밀워키와 시카고간의 철로에 대한 조사가 

행해졌다.

한편, 자력식 공중 부유 열차에 대한 

최종적 시험이 금후에 완성되게 될 것이다. 

노이마이스터는, 도시와 공항간과 같이 짧은 

거리의 선로에 적절한 계획을 가지고 두 개의 

차량으로 구성된 시험용 열차를 디자인하였다. 

이 열차의 기본적 특징 중에는 수하물 적재를 

위한 큰 그물 선반과 쉽게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좌석 배치가 포함되어 있다.

다른 한편으로 IC/E 열차는 궤도 위를 

달리는 재래식의 기술 공학을 사용하여서 

최고 시속 350킬로미터까지 낼 것이다. 

그것은 국내용으로 사용될 예정인데, 최고 

한 시간 반까지 독일의 도시들 간의 여행 

시간을 단축시킬 것이다. 노이마이스터는, 

그가 분데스반(Bundesbahn) 이 후원하는 

컨테스트에서 그의 내부 시설 디자인이 계획 

안으로 선택되었을 때 이 계획에 관련되기 

시작하였다.

재래식 열차에 있는 서비스 시설들은 

전통적으로 각 차량의 입구에 위치해 있었다. 

노이마이스터의 중요한 혁신들 중의 하나는 

세면대들, 전기적 조정 장치들과 기계적 조절 

장치들, 옷장들 그리고 보관용 로커들로 

이루어진 K/E의 서비스 구역을 차량의 

중앙으로 이동시킨 것이었다. 이것으로 인해 

승객들은 혼잡하지 않은 입구를 사용할 수 

있고 또 좌석들을 잘 볼 수 있다.

일등칸과 이등칸 모두에서 착석시의 

안락감이 강조되는데, 이를 위해서 

비행기에서 볼 수 있는 것들과 같이 

개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라운지식 

자석들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들은 표준형 

배열과는 달리 비형식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일등칸에는 4개가 있고, 이등칸에는 5개가 

있다. 간막이 방 그 자체의 모양은 평상적인 

상자형 사각형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좌석 

배치를 가능케 해주는 문一그런데 이 문은 

중심에 있지 않다一이 달린 별모양으로 되어 

있다. 넓은 좌석 위의 장과 로커 외에도 

매달려 있는 옷장이 각각의 간막이 방에 

마련되어 있다. 전통적 열차들에 있는, 

눈부신 오버헤드 조명을 각 좌석 위의 

부드러운 그리드 산광 조명으로 대치시켰다. 

스테레오 헤드세트와 사업용 혹은 오락용으로 

마련된 좌석 뒤쪽의 스크린과 같은 전자 

장비는 최신식의 쾌적함을 제공하려는 노력의 

한 부분이다. 끝으로 라운지 구역, 회합용 

간막이 방 그리고 스넥 바는 분데스반이 

빽뺵한 좌석보다는 안락함과 여유있는 공간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一잔 블레이크(Jan Bla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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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론

정보 처리를 하기 위한 도구로서컴퓨터라는 

기계가 개발된 이래, 그것은 초기의 수치 

정보를 주로 처리하는 단순 기능의 계산기 

개념에서 벗어나 오늘날에는 복잡한 수치 

계산은 물론 그림이나 도표 등의 화상 

정보(画像情報)까지도 척척 처리해 낼 줄 

아는 '생각하는 사람의 기계'라는 

개념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또한 컴퓨터로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는 연구 학자들의 발상에 

따라, 1950년대 이후 계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컴퓨터 그래픽스(computer graphics^에 

의해 화상 정보의 처리에 대한 기술은 인간과 

컴퓨터가 서로 '대화(interface)，하면서 처리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화상 정보 처리에 중심을 둔 컴퓨터 

그래픽스가 그 성능면과 기술면에서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그림이나 도형,도표 등의 

화상적 정보를 중요 전달 매개체로 취급하는 

분야에서는 이미 그것을 유력한 도구로 

이용하기에 이르렀고 그것이 지닌 이용 

효과면에서의 여러 가지 메리트는 다양한 

분야에까지 그 응용 범위를 확대시켜 현대산업 

사회의 생산 활동에서는 필수적이라 할만큼 

중요한 CAD/CAM汉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생성케 하였다.

설계 또는 디자인 과정에 컴퓨터를 

이용한다는 개념의 CAD는, I960년대에 미국 

자동차 회사인 GM사가 차체 설계에 

본격적으로 도입한 이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항공기 산업, 전자 산업 둥에서도 

본격화되기 시작하였고, 그 응용 범위와 성능 

등도 급속도로 확장, 발전되기 시작하였다•이에 

따라 그림이나 도형•도면의 역할이 

타분야에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산업 디자인(industrial design) 분야에서는 

CAD가 필연적인 수단으로 받아 들여져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다. 영국, 미구 일본 등을 

비롯한 산업 선진국에서는 이미 공학 설계 

(engineering design) 부문과 산업 디자인 

부문에 CAD/CAM을 수용, 성과를 거두는 등, 

제품 창조를 위한 디자인과 제품 설계 

업무면에서의 자동화(design-work 

automation)라는 새로운 장을 펼쳐 놓았다. 

그리고 선진국의 각 대학들③에서는 컴퓨터 

그래픽스 또는 CAD를 학교의 정규 과목으로 

채택,교육에 들어감으로써 미래의 산업 

활동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CAD의 

필연성을 예측하였으며, 또한 세계 속의 수많은 

산업 디자이너들도 컴퓨터 응용 기술을 

수용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연구,노력을 

계속함으로써 디자인 워크(design work)에 

컴퓨터를 활용한다는, 즉 '디자인 워크의 

컴퓨터화'를 예측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 

결과에 의해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산업 

디자인에 컴퓨터를 어떠한 방법으로 

활용하며(CAD), 컴퓨터화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컴퓨터가 그리는 그림이 어떤 

것이며 어느 정도까지 표현할 수 있는가, 

CAD의 활용 효과란 무엇인가, 디자이너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디자인 워크의 메커니즘을 

어떻게 해석하며 기계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의 등등에 대해 많은 연구와 

어프로우치가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우리도 디자인 선진국의 그러한 움직임에 

관심을 갖고 디자인 워크의 자동화 시대를 

맞이할 채비를 차려야 할 것으로 본다 이것은 

시대적 조류에 편승하는 길일 뿐만 아니라, 

현대 산업 디자인 활동을 위한 필연적인 

방법론의 하나가 될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로서는 디자인 워크에 

컴퓨터를 도구로 사용하여 디자인 업무의 

자동화를 기하기까지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나 많이 산재해 있다.

근원적으로는 컴퓨터 산업의 후진성을 들 수 

있겠지만, 아직도 우리에겐 컴퓨터란 존재가 

디자인 도구로는 생각되지 않을 뿐더러, 그에 

관련한 교육 기관이나 과목조차도 없는 실정에 

있다는 점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또한 ' 

직접적으로는, 컴퓨터를 디자인 도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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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면 구성된 입체물과 선 표현 〈사진2〉보통병가 각병의 합성 예

활용하려 할 때 컴퓨터에 관해 어떤 것을 

알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범위의 한정이나 

지식의 축적 등에 관한 문제가 그렇고、디자인 

문제에 관해서는 그 메커니즘을 어떻게 

분석하고 양식화하여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게 

할 것인가 등에 관한 과제들이 그것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노력에 의해 결국 

해 결될 수 있는 것들이며,또한 빨리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들인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에 星음하여,본 

논문에서는 디자안 워크의 컴퓨터화를 위한 

문제 해결 방법론의 하나로서 디자인 워크를 

어떻게 해석하고 정식화(定式化)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어프로우치해 보았다.

그 이유는 컴퓨터를 디자인 워크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의 

문제 이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활용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디자인 워크를 컴퓨터 활용에 

의해 자동화를 기하고자 할 때 디자이너로서 

알아야 할 컴퓨터 지식을 밝히고 동시에 

디자인 워크를 디자이너가 어떻게 해석하고 

정식화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적 문제를 

규명하는 데 두었다 연구 방법은 주로 문헌 

자료에 의했으나, 시각적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 그림, 도표를 가능한 많이 사용하였고 

이 논문의 본론의 중심이 되고 있는 

「제 IV장 디자인 워크의 메카니즘 분석과 

컴퓨터화」에서는 분석 내용을 그림과 표로서 

源화함으로써 목적하는 바의 컴퓨터 활용을 

위한 디자인 워크의 정식화가 이루어지도록 

전개하였다. 그리고 여기서는 분석 내용의 

어려움상 이미 발표된 연구 논문④의 자료를 

다수 참고하여 정리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IL 산업 디자인과 컴퓨터의 활용

1•컴퓨터의 응용 분야 및 활용 효과

⑴컴퓨터 그래픽스의 특징 및 응용 범위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그래픽스(computer graphics)'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이것의 응용 범위는 이것이 

지니는 뛰어난 특징과 다양한 응용성으로 인해 

과학•산업•교육•예술•오락 등의 분야에서 

정치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분야에 이르고 있다.

컴퓨터 그래픽스가 지닌 특징과 그 응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컴퓨터 그래픽스의 특징

①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현상, 

실소재(実素材)로는 만들어 낼 수 없는 물체. 

또는 그 운동을 구체적으로 영상화하여 보여줄 

수 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3차원 물체를 

매끄럽게 애니메이션(animation)으로 

변형시키면 물체(입방체)의 색상이 

무지개색으로 바뀌면서 공간을 비상하여 

서서히 공(구형)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모형(model)을 사용한 특수 

촬영으로는 불가능한 작업이다.

②실소재가 가지고 있는 제약을 거의 

제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포스터 컬러를 

사용하여 그림을 그리는 경우, 그 색상, 질감, 

휘도(輝度)의 표현에는 한계가 있으나, 컴퓨터 

그래픽스를 사용하면 색상은 1,600만 가지 

이상, 인간의 가시(可視) 영역을 벗어나 

무한에 가깝게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휘도나 질감도 의도대로 표현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③창조적인 작업 과정에서 모호한 

이미지(imag하를 명확하게 정립시키는 

도구로서의 우수성을 지니고 있다.

이 특징은 컴퓨터 그래픽스가 지닌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서,①，②의 특징이 표현 

방법의 영역 확대에 관한 것이라면 이것은 

창조적인 분야에서의 활용도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과를 알고 있는 작업을 확인한다든가 

전문가가 납득한 지식을 프레젠테이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머리 속의 추상적인 이미지를 

디스플레이 장치인 CRT(cathode ray 

tube)상에 나타난 도형을 통해 명확하게 

정착시켜 주는 점, 그리고 과거의 정보를 

기억 소자에 넣어 두고 수시로 빼내어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스템과 대화하면서 시행 

착오를 거듭하여 이미지를 정립할 수 있는 점 

등이 그것이다.

나.컴퓨터 그래픽스의 응용범위

① CAD/CAM/CAE⑤ :컴퓨터 그래픽스가 

가장 많이,그리고 필수적인 기술로 응용되는 

분야로서, 주로 3차원 입체물의 디자인(夕 

dimensional design)을 주요 업무로 취급하는 

산업분야에 응용하고 있다. 자동차, 비행기, 

건축물, 전자 제품 등의 설계 (engineering 

design)를 비롯한 의상 디자인, 용기 디자인, 북 

바인딩 디자인 등의 제품 디자인(industrial 

design)에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을 응용한 

CAD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설계자(engnineer) 또는 디자이너 (industrial 

designer)가 도면이나 그림을 그리는 데 

사용했던 연필,지우개, 종이를 전자적인 

도구로 바꿔서 디자인 작업의 생산성 향상을 

꾀하는 데 응용 목적을 두고 있다. (사진 

1〜4 참조)

CAD로 제작된 도면의 정보을 바탕으로 

수정•삭제•가공하는 데 컴퓨터 그래픽스를 

이용하는 것을 CAM이라 하며, 도면 제작을 

비롯한 어떤 물체를 설계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적 분석이나 시험을 행하는 데 

컴퓨터를 용용하는 것을 CAE라 한다.

CAD/CAM/CAE는 제조 공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장치로서 각광을 받아 자동차, 

기계, 전자 산업뿐만 아니라 건축, 화학,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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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컴퓨터 그래픽스 시스템으로 그려진 입체물 표현 의 예

의상, 가구 등에도 적용하게 되었다.

②비즈니스, 과학, 기술 분야의

도형 제도(plotting)및 지도 제작 : 기업체에서 

각종 비즈니스에 관한 정보 자료를 

도형화하거나 지도를 그리는 데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이것을 비즈니스 그래픽스 

(business graphics)、*라 하며, 2차원(2-D) 또는 

3차원3D) 작도로 전달 효과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

③아트 및 시각 디자인(광고 분야)을 

비롯한 오락 분야: 영화, TV광고(CF), 비디오 

게임 등에서 동적 화면,문자 발생, 

스틸(still)。그래픽 제작을 위해 활용되며, 

상상의 한계를 크게 확대해 주는 좋은 도구가 

되고 있다. (사진5〜7참조)

④시뮬레이션과 애니메이션⑧ :비행기 

조종사의 훈련을 위한 상황, 또는 배의 항로 

상황, 홍수 발생시의 상황 등을 위한 

시뮬레이션이나, 어떤 물체의 움직이는 과정을 ＜사진4〉컴퓨터 그래픽스 시스템으로 그려진 헬리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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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진5〉컴퓨터 그래픽스에 의해 제작된 작품

〈사진6〉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에 의한 도형의 변형 대비

〈사진 7, 8〉컴퓨터 그래픽스에 의해 그려진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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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夕X
＜사진9,10〉항공기의 시물레이션 예

그대로 나타냄으로써 생동감있는 화면 구성을 

위한 애니메이션 제작에 활용되며 실제로 

실험하는 것이 위험하거나, 경제적, 시간적으로 

곤란한 경우에 유효하게 활용한다. (사진 9,10 

참조)

⑤CAI⑨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강의를 

하거나 강사로 대치하여 보조 교육을 하고자 

할 때 활용된다• 즉, 입체 교과서의 소프트웨어 

제작 수단으로 컴퓨터 그래픽스가 이용되며, 

또한 카세트나 비디오 디스크 등의 뉴미디어 

소프트웨어 제작 등에 응용될 수도 있다.

⑥이미지 프로세싱⑩ ; 원격 탐사 자료, 

생리•의학 자료, 천문 기상 자료 등의 영상 

처리를 위해 활용된다.

⑦ QM⑪，산업 공정 제어 등.

(2)컴퓨터 그래픽스의 활용 효과

산업 디자인 분야를 중심으로 한 컴퓨터의 

활용 효과 문제는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을 

필수로 하고 있는 CAD의 도입 효과에 의해 

설명되어진다.

일반적으로 CAD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①과거의 경험이나 지식, 연구 성과 등을 

데이터 베이스(data base)로서 컴퓨터에 

축적해 둠으로써,누군가가 후에 필요한 

정보(information)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설계 기술의 효율적 운용이 

가능하게 되며, 기술의 균질화와 제품의 품질 

향상에도 공헌하게 된다.

②개념 설계나 개념 디자인 단계(concept

10

design phase)에서는 광범위한 다량의 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기본 개념을 유도해 낼 수가 있다.

③컴퓨터 내부의 모델에 사용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여 비용,시간상의 

측면에서 설계(design) 대상의 분석을 쉽게 

해주고, 충분히 분석 검토된 보다 신뢰성이 

높은 설계 및 제조를 가능케 했다.

④제도나 설계 도면 작성을 위한 노동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리드타임(lead 

time)을 단축하고 제품 개발을 항상 니즈 

(needs)에 맞는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제품의 다양성을 증가하기 쉽게 하고, 

특별한 주문(order-made)에 응하기 쉽게 하는 

효과가 있어, 기업에 있어서는 그 제품의 시장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퍽 

중요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⑤디자이너의 일 중, 시간이 걸리는 

단순한 내용의 일들에서 해방시켜 비정형적 

(非定刑的)인 일에 전념케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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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의 창조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한다.

이상의 일반적인 CAD 도입 효과를 산업 

디자인 및 예술 분야에서의 효과를 중심으로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다•⑬

①다양한 색채 표현 및 손쉬운 교체(사진6).

② 그림의 확대, 축소,이동,회전, 투시 도법의 

변화 등을 쉽고 다양하게 구사 가능(그림 1,2).

③손으로 표현하기 힘든 3차원 그림(일정한 

규정에 의해 변화하는)의 작성.

④시각으로 감지할 수 없는 미세 부분의 

작성

⑤여러 각도에서 본 그림의 발생(generation).

⑥그림의 기억,수정,재질성 또는 재사용의 

용이

⑦그림을 주위 분위기에 조화되도록 변화 

가능.

⑧기계의 힘을 빌은 환상적인 그림의 

작성 (사진5) ・

2• 디자인 워크와 컴퓨터 활용의 필요성

(1)산업디자인 프로세스와 디자인 워크

산업 디자인의 실행을 위한일반적인 방법은 

실행 내용이 되는 4가치 기본 요소, 즉 인간 

(man-kind)을 중심축으로 성립되는 비젼 

(vision), 효용(utility), 기술(technique) 그리고 

경제 (economy)의 각 요소를 상호 통합적인 

관계 속에서 종합적인 조형 질서를 구하는 

것을 실행 목적으로 하여 그 목적에 접근하는 

시간적 경과 과정으로서의 디자인 프로세스 

(design process)에 따라 어프로우치해 나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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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는 이 디자인 프로세스에 따라 

디자인 워크를 행하게 되며,그 실행상의 

방법은 디자인 프로세스 각 단계마다의 목적에 

맞는 실행 내용을〈표1〉에 나타낸 바와 같은 

각종의 표현 수단에 의해 구체화해 나가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디자인 

워크의 실제적인 사항은 대부분 손작업에 의해 

스케치를 하거나（sketching）, 설계 도면을 

작성하거나（drafting）, 모델을 제작（modeling） 

하는 등의 일과 결부되어 있음을 알수 있다. 

이러한 그림이나 도면을 그리는 일들 중에서, 

순간적으로 떠오른 아이디어를 포착하는 등의 

빠른 시간을 요구하는 창조적인 성격의 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작업들은, 현재 뛰어난 

성능의 컴퓨터 그래픽스 응용에 의한 CAD 
시스템의 활용으로 거의 해결되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묘사까지도 

가능한 단계에 이르고 있어, 디자인 

圧로세스상에 있어서의 컴퓨터 활용은 

필연적인 상황이 되어 가고 있다.

（2）디자인 워크의 컴퓨터 활용 필요성

앞 항 ⑴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산업 

디자인에서의 실제적인 디자인 워크는 스케칭 

（렌더링 포함）과 도면 제작 및 모델링이 그 

중심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 디자이너는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는 가운데 달성해야 할 

목표를 파악하고 아이디어의 현실화（시각화）를 

위한 방법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평가・ 

결정하며, 합리적이며 최적의 상태로 결정된 

결과를 제조 공정으로 전하는 일을 하게 된다. 

결과로서 제조 공정에 전달되는 디자인 내용은 

설계 도면과 그 도면 내용대로 입체화된 

모델의 두 가지가 되며, 디자이너는 그러한 

결과를 얻기까지 디자인 프로세스상에서 

수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그 정보 처리의 결과를 도면이나 

모델로 시각화해야 했다（사진211,그림 3 

참조）.

한 가지 제품（또는 제품 시스템）을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창조•개발하기 위해서 수집, 

처리해야 할 정보는 대단히 많고 복잡하다. 

제품 그 자체의 내적 적합성과 다른 것들과의 

관계에 의한 외적인 적합성의 문제로부터,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 국제적•사회적인 

관점에서의 평가,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사고 

방식의 계속적인 발생 등에 관련한 

문제로부터의 정보가 그것들이다.

이와 같이 복잡 다양한 정보의 수집과 처리가 

요구되는 디자인 프로세스에 있어서는 

개개인으로서의 인간（designer）의 능력이나 

지식, 경험만으로 복잡한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삼각자나 계산기 등을 사용하는

＜표1〉디자인 프로세스에 따른 표현 수단

/ 2 \/ 3 \ / 4 \

■（ 계획단계 Y 아이디어단계 '/ 디자인결정단계 \（ 실제화단계 »

\ （기획•구상） \ 발상•전개） / \ （집약•결정） /\ (전달) /

•계획서 •스크래치 스케치 •외관도면 •외관도

•개념도 •라 프스케치 • 렌더링 •프레젠테이션 모델

•컨셉트스케치 •모델 •스타일 스케치 •프레젠테이션모델 • 각종 명세서

•이미지 스케치 • 3면 스케치 • 색채계획 •색견본

•도표•자료 •기본치수도 •디자인 규격서 • 설명서 •보고서

•기능시작도 • 개략제도 •분해도 •선전을 위한 프레젠테이션

• 스피치 (Speech) •스케치모델 •설명자료•도표 •서비스 메뉴얼의 지시

• 라프모델 • 재료견본

• 실험 Data
• 영상(Slide, VTR)

〈사진11〉렌더링의 예 〈사진12〉렌더링이 모델로 제작된 상태

것만의 방법으로서는 무력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디자인 행위란 극히 인간적인 

활동인 만큼 과거의 경험이나 지식, 그리고 

보편적인 원리나 논리적인 고찰이 

중요시되지만, 이러한 경험이나 지식이 개인의 

능력을 초월하여 요구될 경우에는 다수의 

개인적인 그것들을 누군가가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객관화된 형태의 정보로서 축적해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한 개인의 

능력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디자인 프로세스상의 정보 처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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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이며, 그 이용 기술이라는 점에서 

디자인 워크에 컴퓨터를 활용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匸卜. 그 필요성은 1962년 미국인 

수더 랜드(Ivan.E. Suther Land)가，스케치 

패드(Sketchpad)，라는 컴퓨터 시스템을 개발한 

데 이어, 자동차 회사 GM이，DAC-1'이라는 

시스템을 개발, 자동차 외형 디자인과 기계 

설계 프로세스에 컴퓨터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함으로써, 그리고 수더랜드에 

의해 하나의 분야로 정립될 수 있었던 컴퓨터 

그래픽스가 그 이용 기술면에서 급속도로 

발전하여 수치 계산뿐 아니라 도형의 

입출력 (input/output)을 가능케 하고, 복잡한 

정보나 형상을 도형을 매개체로 하여 

시각화함으로써 시행 착오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진 점 등을 배경으로 디자인 

프로세스에 컴퓨터를 활용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尊 그리고 이러한 

필요성은 컴퓨터가 지닌 뛰어난 특징〔앞 항 

⑴의 가)과 그 활용 효과〔앞 항의 ⑵〕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산업 디자인 프로세스상에서 

처럼 그림과 도형이나 수치 계산을 비중있게 

다루는 분야에서는 필수적이라 할만큼 

절실해지고 있다.

3. 컴퓨터 응용 디자인(CAD)의 개념과 도입 방법

(l)CAD의 개념

CAD(computer aided design)란 말은 원래 

컴퓨터 그래픽스(computer graphics)의 응용에 

의해 생성된 말인 관계로 일반적인 엔지니어링 

분야 응용에서의 컴퓨터 그래픽스와 그 

구별에 있어서는 모호한 점이 많다. 그러나 

컴퓨터 그래픽스는 디스플레이 장치에 

컴퓨터로부터 생성된 이미지를 나타내 

주고(displaying) 조작(manipulating)하는 것을 

말하고, CAD는 컴퓨터 그래픽스의 응용 분야 

중의 하나로서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을 필수로 

하며, 그래픽 디스플레이 장치와 그래픽스 

소프트웨어,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 그리고 

분석과 제조를 위한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interface)로 구성된 그래픽 

시스템을 넓은 의미로 CAD라고 말한다고 

보면 된다.

우리 말로는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⑰또는 

'컴퓨터를 이용한 디자인; 이것을 줄여서 

、컴퓨터 응용 디자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개념도 확실한 것 같지는 않다.

CAD란, 문자 그대로 컴퓨터를 디자인과 

설계를 의한 도구로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컴퓨터 기술 그 자체, 또는 컴퓨터 

시스템만을 가리켜서 CAD라고는 하지 

않는다•⑱ 다시 말해 컴퓨터를 사용하여 설계 

계산을 한다든가, 제도하는 것을 모두 CADe} 

하지 않으며, 또한 디자인이나 설계 프로세스 

중에서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한다든가 개별로 프로그램을 무질서하게 

모아서 이용하는 것을 가리켜 CAD라고 하지 

않는다는-말이다.

CAD는 계산식과 데이터(dat자를 넣어 

주기(입력)만 하고 자동적으로 결과가 

나오기(출력)를 기대하는 자동 설계 (automated 

(底1*丛0)와는 구별되며, 일반적으로 CAD란 

디자인 또는 설계 프로세스의 전체를 보고 

거기에 요구되는 여러 가지의 기술이나 절차, 

수단 등의 기본적인 방법을 체계적으로 

(systematic) 배열함으로써 구성되는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⑲이 말은, 

구체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개의 수단, 

수법을 어떻게 배열하며, 어떻게 질서있게 

처리를 하는가 하는 방법과 그것들의 총체에 

의하여 설계하는 본질은 어떻게 되어 있어야 

하는가의 문제를 명확하게 해 두어야 하는 

것과, 각각의 설계 개념에 따라서 일련의 

프로세스 중에 도구, 수단으로서의 컴퓨터 

기술을 활용하면서 체계적인 (systematic) 

절차를 구성하고 개개의 구체적인 요구에 

맞게 설계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여기서 설계란 것은 사람들의 

목표를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매체로서의 물적 

대상아勿的 対象: man-made objects产을 

현물로 실현화하기 위한 절차를 정해 가는 

작업을 의미하며, 그것은 정보의 수집과 처리 

및 전달이 수반되는 작업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를 파악하고 물적 대상을 현실화하기 위한 

방법을 여러 가지로 검토, 평가, 결정하고 제조 

공정으로 필요한 정보를 보내는 일을 한다，) 

이러한 일은 설계 도면을 통해 이뤄지며, 

설계자(designer}는 도면의 제작 과정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다.

CAD에 있어서의 조형 표현은 일반적으로 

컴퓨터 외부에 있어서의 표현과 컴퓨터 내부에 

있어서의 표현으로 구분되는데, 외부에 

있어서의 표현은 입력의 방식과 출력의 

방식으로 다시 구분되어 도형을 중심으로 한 

표현 양식으로 되어 있으며,내부에 있어서의 

표현은 설계 대상의 속성 중에서 기호화될 수 

있는 것만을 사용하여 표현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표현 방식을 갖는 

CAD 시스템을 구성면에서 보면, 이것은 

기본적으로도①인간의 두뇌에 해당하는 

컴퓨터,②정보자료를 그림이나 그래프 등의 

도형으로 나타내는 그래픽 입출력 장치(I/。 

device),③이를 동작시키는 소프트웨어의 

3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 ①의 컴퓨터는 

그래픽 시스템이시간 분배 방식(time-sharing 

system:TSS产 인지 단독 방식(single-user) 

인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일반적인 

컴퓨터를 가리킨다•②의 그래픽 장치는- 

입력용과 출력용으로 구분되며, 입력용으로는 

키보드(key board), 라이트 펜(light pen), 

커어서(cursor), 죠이 스틱(joy stick), 마우스 

(mGuse), 테블릿(tablet) 타이프라이터 등이 

있으며,출력용으로는 CRT 디스플레이, 

플로터(plotter), 마이크로필름 레코더 

(microfilm recorder), 하드카피 (hardcopy) 등이 

있는데 키보드, 라이트 펜, 커어서는 대부분 

CRT 디스플레이에 붙어 있고,죠이 스틱은 

플로터에 붙어 있다. 그리고 도형의 입출력은 

CRT 도면상에서 행해지고,수치 데이터 또는 

문자의 입력은 타이프라이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키보드는 주로 도형의 정의나 

프로그램에 지시하는 데 사용된다.

CAD 시스템의 구성 방식은 주체를 이루는 

컴퓨터의 그래픽 시스템에 따라,일반적으로 

전기(前記)한 시간 분배 방식에 의한 중앙 

집권적 TSS형 시스템과 단독 방식에 의한 

스탠드 얼론(stand alone)형 시스템으로 

대별할 수가 있는데,TSS형시스템은 대형 

호스트 컴퓨터 (host computer)와 대규모 

데이터 베이스를 핵심으로 한 대량의 도형 

처리,설계 계산 등을 필요로 하는 대기업체가 

아니면 채용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서, 

범용성은 있지만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주야 연속으로 작동해야 하는 불편 등으로 

인해 디자이너에게는 부담스러운 시스템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반해 스탠드 얼론형 

CAD 시스템은 특별한 일을 예정하여 컴퓨터 

메이커가 그 전용의 프로그램 패키지(program 

package)를 준비한다는 소위 턴키 시스템 

(turnkey system)㉓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컴퓨터의 전문가가 아닌 디자이너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시스템으로 인정되고 있다•③ 

또한 이 시스템은 최근에는 대형 컴퓨터와 

접속하기도 하고 서로 네트웍을 연결하기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필요에 따라 대규모 데이터 

베이스의 활용이 가능하게 됨으로써,디자이너가 

활용하기에 한층 적합한 시스템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도형 처리를 위한 

기기의 일체를 사무용 책상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한 형식을 취하고 있어,제도대와 

같이 디자이너 옆에 두고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도 하다. (사진 13 참조)

CAD는 원래 설계에서 제조까지의 일관된 

시스템을 전제로 성립되는 서브시스템 

(sub-system)으로서, 형상(形状) 데이터의 

정의를 주안으로 하는 CAD와, 도변에서 수치 

데이터를 판독하여 가공 형상이나 공구의 

운동을 정의하고 NG 가공용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을 주안으로 하는 CAD로 

구별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도형 처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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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3〉스탠드 얼론형 CAD 시스템의 일예

동시에 정의된 3차원의 형상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여 CRT 화면상에서 공구의 움직임이나 

부품 조립을 시뮬레이터하는 등의 검토를 

하면서 NG 공작 기계용의 제어 프로그램도 

작성할 수 있게 됨으로써, CAD의 개념은 

설계에서 제조까지를 포함시킨 프로세스에 

컴퓨터를 활용하려는 CAD/CAM시스템이라는 

개념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0

2)CAD 시스템의 도입 방법

산업 디자인 분야에 완전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전형적인 CAD 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조건에 대해 델 코우티麥가 지적한 바에 

의하면, CAD 시스템은 반드시 3차원 시스템이 

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드래프팅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즉, CAD는 평행좌표, 정반대, 

또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조정된 시스템이어야 

하며,분리되고 독립적인 갑작스런 확대나 

축소와 수평 이동, 회전,공간 만들기를 통해 

동시에 다각적인 관점을 전개시켜야 한다. 

그리고 미터(meter)와 영문, 그리고 분수 또는 

소수 형태로 화살표, 표시선, 차원선(dimension 
line아을 자동적 또는 반자동적으로 위치 

선정하여 배열함으로써 디멘셔닝(dimensining) 

하여야 한다•또한 가능한 한 디자인 변화에 

따른 허용 범위와 차원을 새로이 자동적으로 

수정시켜야 한다.

델 코우티스는 또 이러한 조건과 기능을 

가진 CAD 시스템을 산업 디자인 분야에 쉽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턴키 시스템(turnkey system) 

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과 주장은 CAD를 디자인 분야에 

활용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인가를 말해 

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 디자인에 있어서의 CAD 

활용 문제는 문제 해결과 형태 창조(form

manipulating) 의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는데,그 하나인 문제 해 결이 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질적인 디자인 

프로젝트의 문제를 데이터화하거나,복합적인 

정보들을 분석 정리하여 효과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최선의 안을 찾아내는 것이다. 형태 

창조는 컴퓨터 그래픽 터미널을 이용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평면 또는 입체적인 

형태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따라서 CAD를 

디자인 워크에 활용코자 할 때는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염두에 두고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①현 업무의 작업 내용을 표준화하는 문제.

② 하드웨 어와 소프트웨 어의 체 계적 연 결문제. 

③전문 인력의 양성문제.

④필요한 워크 스테이션(work station)의 수 

⑤그래픽 디스플레이의 타입(storage, 

raster scan 등)

⑥메뉴의 선택 방법(keyboard,display menu, 

push button, tablet 등)

(7) views available (othographic projection, 

isometric perspective)

⑧유니트 (inch, metric, auto conversion) 

⑨시스템의 운용 형태 (mrnkey system, 

mainframe, system distributed system)

산업 디자인 분야의 CAD 시스템 도입은 

필연적이긴 하지만 CAD의 특수성 때문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디자인 워크의 컴퓨터화를 위한 CAD 

도입의 한 방법으로서는, 현 작업에 맞는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자사의 고유 

기술이 될 수 있도록 특성있게, 집중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방법이다•특히 중요한 것은 

디자이너나 생산 기술자의 필요에 맞도록 

CAD의 시스템을 구성해야 하며, 작업의 

기계화와 효율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註
①기존의 숫자 문자 자료(Alphan니meric Data)를 

특수한 입출력 장치(I/O Devic#를 통하여 

그림이나 그래프를 그리는 데 이용하거나 또는 

숫자나 문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그림을 조작亏는

컴퓨터의 응용 기술을 말함.

②CAD(Computer Aided Design) ： 컴퓨터를 

응용한 디자인 설계

CAM(Computer Aided Manufacturing): 
컴퓨터를 이용한 제도 또는 생산을 의미함.

③미국의 Syracuse, Carnegie-Mellon, IIT, 
Rochest Institute of Technology. Pratt 
대학교 등

④ 日本 도요따 자동차 공업 디자인부 岩田大氏의 

「〒너)"f ^^7—久々/力二犬厶解析 占機械化」외

⑤ CAD: 註②참조

CAM: 註② 참조

CAE:Computer Aided Engineering : 컴퓨터를 

이용한 엔지니어링

⑥ BG에는 프레젠테이션 그래픽스(Presentation 
Graphics:PG), 인포메이션 그래픽스(Information 
Graphics:IG), 컴퓨터매핑(Comp니ter 
Mapping)의 세 가지 분야가 있다.

⑦광고용으로 영화의 한 장면을 사진으로 찍은 것을 

의미하며, 정지 화면이라고도 한다.

⑧시뮬레이션(Sm니ation) : 유사화

애니메이션(Animation) : 활동화 또는 움직이는 

그림을 말함

®CAI(Computer Aided Instruction) : 컴퓨터 

보조교육. 컴퓨터와 학생이 1대1로 대화하면서 

공부하는 시스템

⑩Image Processing : 원격 감지 기법(Remote 
Sensing)을 컴퓨터 그래픽스와 연결한 화상 처리.

OComputer Intergrated Manufacturing： 
제조업의 기획, 관리, 제조를 통괄한 시스템.

⑫工業 丹"^全集編集委員会：戸技法一

造形技法一東京，日本出版十■一^入1982, p.202 
⑬한국디자인 포장센터 : 산업디자인 교육교재, 1983. 
⑭1.비젼(Vision) —ID실행 내용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제품 또는 제품 시스템과 인간, 

환경과의 상호 관계에 있어서 정신적인 연관을 

종합적 조형 질서의 상태로서 형상화하는 것을 

의미. 일반적으로 제품의 형태가 지닌 스타일을 

가리킴.

2 .효용(5帀ty)—물체가 인간 능력의 확대•영속을 

지지하는 힘의 상태를 의미.

이것에는 물체와 물체의 관계에 의한 구조적 

효용, 물체와 인간파의 관계에 의한 생리적 

효용、물체와 환경과의 관계에 의한 공간적 

효용이 있음

3 .기술(Technique)—비젼 및 효용을 지지하는 

공학적 능력을 의미함.

4 .경제(Economy)—匚|자인의 계획 내용을 

실행하는 데 소비되는 비용을 의미함. 좁은 

의미로는 제품의 코스트를 가리킴.

⑮石川弘：工業〒吋” 計書％東京，美術出版社， 

1976, p. 86-87.
⑰Roy E.Myers著. 黄魚隆•金民煥譯 : AppleU를 

활용한 마이크로컴퓨터그래픽, 教学 社 , 1983, p4.
⑱工業#" ^全集編集委員会：OPCt,p.l90
⑲ Ibid, p. 193
⑳제품 또는 제품 시스템을 가리키는 것으로, 산업 

디자인의 대상을 포괄적으로 표현한 말임.

©Ibid., p. 190
㉒대형 컴퓨터를 중심으로 수대의 graphic display 

장치, 자동제어기, 기타 단말 장치 등에 의해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 이것은 형상 표현이나 

NC가공용 Data Base를 중심으로 한 중앙 

집권적 시스템의 형식을 띠고 있다.

㉓어떤 특징의 Application 분야를 위해 공급자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일괄적으로 설치해 주는 

시스템.

㉔Ibid., p.201
㉕Ibid, p.202
㉖D이 Coates : 미국의 CAD, CAM 컨설턴트 

Ford, Herman, GE社의 디자이너로 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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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1.1 도입

이 글은 최근 본인이 페니 스파크(Penny 

Sparke)가 쓴「Ettore Sottsass Jnr.」를 

탐독하고 나서 현대 공업 디자인계가 

낳은 가장 모범적이면서도 천재적인 이력을 

지닌,그러나우리에게덜 알려진이디자이너를 

더욱 소상하게 연구 평가해야 할 필요를 

느껴 쓰게 된 것이다. 디자인 사전에는 그에 

관한 간략한 소개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190년 인스부르크에서 건축가의 아들로 

태어난 소트사스는 1939년 튜린 공과대학 

건축과를 졸업하였다. 제대 후 1%6년 

밀라노에서 건축 업무를 개시하였다. 또 그는 

가구와 도자기를 디자인하였고 1958년에는 

올리베티 전자사업부의 디자인 컨설턴트가 

되었다. 그는 드리아드(Driade), 자노타 

(Zanorta) 및 아트마아드(Artemide) 사에 많은 

디자인을 해주었다. 1961년 인도 여행을 

계기로 그는 동양의 신비주의 철학에 관한 

홍미를 발전시켜 나갔다. 1972년 뉴욕 

현대미술관이 주최한 '이탈리아— 새로운 

가정 풍경전'에서는 휴대할 수 있고 가변성을 

지닌 플라스틱 쉘터를 선보였다. 이 때부터 

한편으로는 올리 베 티 사에 보수적 이 면서도 

합당한 현대적 작품을 해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인습 타파적이고도 다채로운 

새로운 스타일을 전개시켜 나갔다. 이 새로운 

스타일은 1950년대 대중 스타일의 영향을 

많이 반영하고 있으며 때때로 너무 무르익고 

과장된 비평에 의해 지탱하기도 하였다. 

이같은 그의 작품들은 알키미아 •

스튜디오에서 제작되었으며 1981년부터는 

자신의 밀라노 소재 가게 '멤피스씨］서 같은 

뜻을 지닌 후기 모더니스트들(M.Graves, 

T. Jones, H.Hollein,S.Kuramata 등)의 

작품들과 함께 그의 가구와 조명 기구들을 

선보이고 있다:①

이 짤막한 소개에서 그에 대한 개략적 

면모의 객관적 평가를 짐작할 수 있겠으나, 

사실 그는 더욱 복잡하면서도 홍미로운 

인물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알아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해를 돕고 

본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을 규정하기 

위하여 디자인 사전을 한번 더 펴보기로 

한다.

1)모더니즘 (Modernism)과 포스트 모더니즘 

(Post-Modernism) : •••누가 무어라 해도 

19&)년대 들어 모더니즘은 하나의 양식으로 

뚜렷이 정착되게 되었다. 단순성(simplicity) 

이야말로 바로 이 경향의 특징이다. 장식은 

감소되며, 기능적 효율과 솔직성을 취하기 

위하여 돈이 비록 더 들더라도 청결하고 

말쑥한 형태가 추구되며, 재료는 직접적인 

표현을 위하여 구사된다. 그리하여 그것은 

때때로 허구적(flctive)이기도 하며 역사적 

경향은 철저히 거절되고 있다.

그러나 시대가 흐르면서 당연히 그 반대 

운동이 또한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를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Post—Modernism) 이라 

부르게 되었다. 애초에 이 운동은 산재한 

레지스땅스적인 산발적인 반역이었으나 곧 

통일된 개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언제나 

현대적 노선에 반기를 들고 대항하던 

표현주의자들, 버림받은 역사주의 자들, 

구태의연한 미술 공예가들이 주목의 대상이 

되기에 이르렀다・'70년대의 새 세대들은 

①강렬한 아르데코적 뉘앙스를 지닌 

노골적인 네오 클래시즘(Neo-Classicism), 
②지방색이 강한 미술 공예의 재현, 

③모더니즘 그 자체를 순화, 양식화하여 

재현한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새로운 미학으로서의, 다시 말해 완전히 

지배적인 모더니즘의 권세는 이미 지나갔다•②

2)아르데코(Art Deco) : 1925년 파리의 

"국제 장식 미술 박람회(Exposition 

International des Arts D&oratif)”에서 그 

이름이 유래한다. -• 곡선적이고 비현실적인 

아르누보 디자인에 싫증이 난 전위 화가들의 

딱딱하고도 직선적인 형태의 선호를 

반영하는 것이 바로 이 경향이다.

••• 아르데코는 야수파의 대담한 색채와 강한 

패턴을 과감하게 채용한다. 이 경향은 흑단, 

상어가죽, 락카, 에나멜 같은 비싼 재료를 

쓰는 사치스런 경향이어서 산업 미학을 

옹호하는 퓨리턴(Puritan)과는 무관한 듯 

보이나, 르 꼬르비제나 쟝 프루베 같은 가장 

순수한 모더니스트까지도 때때로 아르데코적 

관점에 등장하고 있다. 1920〜30년대에 

디자인의 대중적 스타일로서 미국에서 

크게 유행하였다. 1败년대 후기부터 

아르데코를 단순화 염가화한 모작들이 후기 

모더니즘적 디자인의 주성분이 되고있다•③

1.2 소트사스에 관한 논의의 의의

앞서 본대로 소트사스는 현대 이탈리아 

디자인계에서 독특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아주 유별난 인물이다. 그는 년경부터 

지금까지 매우 왕성하게 디자인 실무를 

해왔고 디자인의 수도(首都)라 할만한 

밀라노에 기거하면서 디자인의 중요한 

변화들을 낱낱이 조감한 현대 이탈리아 

디자인의 증인이다. 그는 항상 진보적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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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비타협적인 태도를 

고집해 왔다. 새로 야기된 문제들에 대하여 

언제나 새로운 해결책을 찾으려 애를 써왔다.

그는 니졸리(Nizzoli)의 뒤를 이어 

올리베티사에서 생산한 수많은 타자기와 

사무기기들을 감각적으로 디자인하여 대성한 

장본인으로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탈리아 급진적 디자인의 태두로 

또한 알려져 있으며, 오묘한 신비 철학들을 

디자인 언어로 번역해 내는 괴벽스런 

신비론자로 또한 알려져 있다.

그는 기계 장비와 전자 장비에 색채를 

도입하였고 가구에 유모어를 도입하였다. 

말하자면 그는 '블랙박스'(기능은 알지만 

내부 장치가 알려지지 않은 현대의 고도화된 

기술 제품^ 상징을 부여함으로써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을 고려에 넣도록 한 대표적 

인물이다.

고식화되어 버린 현대 기능주의의 오류를 

지적하고 수정하기 위하여 그는 미국 

팝아트와 아르데코적 포퓰러한 스타일을 

디자인에 과감히 도입하였다. 또 동양의 

신비주의 철학을 번역하여 그의 제품에 

채용함으로써 오브제에 상징성을 부여하였다. 

그것은 기능주의적 교조(教條에 의해 

현대 제품이 너무나 차겁고 획일화되어 

가는 비극에 대한 공격이며 개선안이었다. 

그러나 여타 후기 모더니스트들과는 달리 

그는 이같은 전위적 디자인을 창조하는 

자세에 있어서 오히려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최초 그가 설립한 디자인 

스튜디오 '멤피스(Memphis)'에서 생산되는 

앤티 디자인(anti—design)적 가구들은 그 

급진적이고도 혁신적인 신선함으로 인하여 

전세계 디자인계에 커다란 충격을 던져 주고 

있다.

소트사스에 대한 이상과 같은 많은 긍정적 

평가들이 과연 무엇 때문에 주어지는 

것인가는 그의 디자인 이력을 추적함으로써 

알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를 통해 현대 

이탈리아 디자인을 일부나마 진단할 수 있을 

것이며, 현대 디자인의 주된 관심사와 

문제점을 얼마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우선 전후(戦後) 

이탈리아 디자인계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고찰하고 그 가운데 위치한 소트사스를 

평가해 보았다. 소트사스의 이력은 

연대순으로 크게 넷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탐색기(1945〜1955), 공업 디자이너 

(1955〜1965), 앤티 디자이너(1965〜1975), 

후기 급진주의자(1975〜현대)가 그것이다. 

이 글에서는 위의 단계에 따라 그를 

파악하였다.

2• 종전 후 이탈리아의 디자인 여건

종전 후, 핍박한 물질적 황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몸부림 가운데서 

이탈리아는 디자인에 큰 비중을 두고 있었다. 

유구한 문화적 유산을 배경으로 한 

이탈리아는 거국적 차원에서 디자인을 문화 

전체에서 최우선하는 미학적 현상으로 

간주하였다.

지오 폰티(Gio Ponti)는「도무스 

(Domus)」지에서 디자인의 사회적 역할을 

'안락함을 증가시켜 주고 풍요로움을 더해 

주는 것'이라 규정하면서 부드러운 곡선을 

채택하였다. 중산층을 디자인 소비 계층으로 

겨냥한 이 입장은 이로부터 근 20년에 걸쳐 

'이탈리아적 경향의 성격 구축에 결정적 

공헌을 한 것이다.

재능있는 많은 젊은 건축가들(Ponti, 

Zanuso, Magistrecti, Menghi, Rosselli, 
Castiglioni 형제 등)이 디자인계에 

뛰어들었는데 이것이 결국 디자인 발전에 

플러스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핍박한 

경제적 여건에 비추어 그들은 마음대로 

건축적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없음을 

깨달았고, 이에 따라 그들은 건축용 액세서리, 

가구, 실내 집기 분야에 관심을 돌렸던 

것이다. 전후 급속히 신장되는 소비재 

산업쪽은 이리하여 잠재되어 있는 

이탈리아적 '자의식적' 형태를 구축하게 

되었다. 그들은 아직 낯설은 대량 생산을 

위한 신홍 공업 재료들(합판•알루미늄•유리・ 

합성수지)을 마음껏 구사하여 공업적 공리 

(industrial axiom)에 맞는 새로운 형태를 

찾아내는 데 성공하였다.

저 유명한'60년대 초반의 폰티(Ponti)의 

커피머신은 미국적 유선형 경향과는 크게 

다른 시각적으로 절제된 우아한 형태를 

보여주었으며 상업적으로도 크게 성공한 

첫 사례가 되었다. 그것은 거의 같은 시기에 

연이어 출현한 신제품들一베스파 스쿠터, 

핀닌파리나 자동차, 니졸리의 올리베티 

타자기 등一과도 합치된 '이탈리아적'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그것들은 고도로 복잡하고 

기계적인 대상물을 '단순하고 조각적인 

껍질(shell)'로 감추려는 경향으로 요약된 

형태였다• 또 그것은 각 부분을 따로따로 

구분하여 표현하려는 독일의 디자인 

경향과는 커다란 대조를 이루는 것이었다•④

이 시기의 미래파 화가들은 '동작을 

스로우 비디오(slow-video)적 인상으로 

해석하여 표출할려고 시도하였는데 이러한 

독특한 경험은 정지된 조각(彫刻)으로 

번역되어 유선형으로 흘렀고, 이것이 기하학적 

선호의 기능주의를 얼마간 변경할 수 있는 

조형 언어상의 한 동기가 되었다고도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페레비(Ferebee)는 이를 공업 

디자인에 있어서의 표현주의적 양상이라 

해석하고 있다•⑤

다행스럽게도 많은 대기업들이 자진하여 

디자인의 스폰서가 되었고 1%7년부터 

재개된 밀라노 트리엔날레는 이러한 

디자인들을 세계에 과시하는 주된 광장이 

되었다.

1951년 9회 트리엔날레는 '유용한 것의 

형태: 1954년 10회 트리엔날레는 '미술의 

생산'이란 주제로 열렸다. 이들은 디자인의 

시각적인 효과, 즉 아름다움 위주의 특성이 

강조된 제품의 전시회였다. 제품들은 

자유분방한 미학과 기술적 실험들로 

특징지워졌다. 선보인 모든 물건의 외관과 

배열은 유기적 초현실주의의 회화 경향을 

강하게 반영하였다• 이리하여 이탈리아에서는 

여타 유럽과는 달리 제2차 대전 직전 및 

직후의 합리적 경향(직선 위주의 기하학적 

형태)이 사실상 소멸되게 되었다.

3• 공업 디자이너로서의 소트사스

3. 1 출현과 탐색

소트사스의 부친은 비인에서 저 유명한 

세섹션(Secession) 의 창시자 오토 바그너 

(Otto Wagner) 밑에서 훈련을 받고 기능주의 

전통의 건축에 성공한 분이었다. 바교너가 

“새로운 건축은 판상(板状)의 평탄한 

면으로서 또는 재료의 소지(素地)대로의 

사용에 의해 지배될 것이다”라고 말하여 

현대 건축 양식의 출현을 예언한 

사람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소트사스 부친의 

건축적 작업의 성격을 얼마간 짐작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소트사스가 

선친에게서 문화적 직업적인 유산을 물려 

받았다는 사실을 중요시할만 하다. 그의 초기 

디자인의 기능주의적 시각 언어를 포용하면서 

중산층의 가치를 반영하고 보편적 시각적 

공리에 순응하는 일면을 보이고 있음은 이를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부친의 대를 잇기 위해 튜린 대학 

건축학과에 다닌 그는 재학중 인문 및 

창조적 분야에 유달리 몰입하였는데, 이는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그는 색채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이는 그 자체가 

아카데믹한 기능주의가 표방하는 단색조와 

구조적인 것으로부터의 탈출을 의미하는 

행위였기 때문이다. 그는 신조형주의에 특히 

심취하였고 당시 전위 화가들의 '행위 회화 

(gesture painting)'에 서 직관적 조형의 매 력을 

발견하였다.

튜린대학 졸업 후 그는 잠시 피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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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회사의 디자이너로 일했고, 6년간 

군에 복무하였다. 유년기의 경험과 더불어 

군복무지 몬테네그로의 소박하고 토속적인 

전통은 그에게 조형에 관한 안목을 수정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1945년 튜린의 유명한 

건축가 파가노(Pagano) ⑥그룹에 참여하여 

건축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도 하였으나 

그는 그 해 말 큰 뜻을 품고 문화의 본거지 

밀라노로 진출하였다. 소트사스는 발전의 

물결이 일고 있는 고조된 분위기의 밀라노에 

적응될 수 있는 새로운 미학과 역할에 대한 

탐색을 시작하였다.

1%6년 부루노 무내리(Bruno Munari)와 

함께 추상 미술 국제전을 개최하였고 

막스 빌(Max Bill)의 조형적 공간에 관한 

작품에서 많은 자극을 받았다. 소트사스는 

신조형주의의 추상에 관한 아이디어에다 

아프(Arp), 에른스트Ernst), 칼더(Calder), 

가보(Gabo) 등의 초현실주의 작가들의 

임의적이고 동적인 형태를 합성하고자 

시도하였다.

년 트리엔날레에 출품한 의자는 이를 

뒷받침해 주는 사례로서, 기하학적 구조와 

유기적 형태의 합성을 위해 시도한 것이었다. 

그는 신조형주의적 수학적 정의가 아닌 

감각적 리얼리티에 더욱 확고한 강조를 둔 

것처럼 보이는 인테리어, 가구, 가정용 집기를 

디자인하였다. 예컨대 합리적 형태에 

자유롭고 로맨틱한 이미지를 배치하거나, 

옛것과 새로운 것을 결합하거나, 평면과 

입체를 병치하거나, 실내를 장식적 표면으로 

덮든가 하는 등으로 이질적인 두 성질을 

변증법적으로 합성하는 시도를 거듭하였던 

것이다. 이는 기능주의의 허상을 내던지고 

아르누보라든가 전통 공예 및 유기적 디자인 

스타일의 풍요함에 복귀하고 당시의 회화와 

조각의 자극들에 반응하는 작업을 확립키 

위한 첫발걸음이었다.

1955년에 디자인한 그릇 세트는 평면상의 

종이나 합판 및 금속에 칼집을 내어 휘게 

함으로써 입체로 전용하는 새로운 사례를 

보여 주었다. 또 켄버스 천을 프레임에 

씌워 유기적 형태를 창조하는 사례도 보여 

주었다• 구성주의 조각가와 행위 화가들이 

예시한 강한 형태와 패턴을 생활 집기 

디자인에 응용하기도 하였다. 그가 디자인한 

양산품의 입체적 형태는 이리하여 유기적 

형태와 비대칭으로 특징짓게 되었다.

이리하여 그는 디자인에 심리적 암시를 

곁들인 풍부한 색채를 도입하는 데 

성공하였고 또 유기적 형태와 만져 느끼는 

표면의 텍스추어(texture)를 도입하는 데 

성공하였다. 또 전달 과정상 색채와 형태가 

직접 작용하는 것 못지 않게 전통이 중요한

탁상용 조명기구 ℃ometa" F. Francesconi, 1970

몫을 한다는 사실(그는 몇몇 건축 

프로젝트에서 地勢와 동적인 미학의 관계를 

첨가하였다)을 발견하여 디자인될 물건과 

인간과의 교류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다.

당시 이탈리아 건축은 네오 리버티(Neo- 

Liberty) 운동과 '유기적 건축，으로 지칭되어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탈리아 디자인계는 소트사스를 계속 

주목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트사스는 그 어떤 

아카데믹한 것도 신용하지 않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는데, 그렇더라도 그는 직관적 

방법을 통하여 상당한 부분이 이탈리아 

주류와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다.

3. 2 이탈리아적 이디엄(idiom)의 정착 

(1955〜1965)
1957년 개최된 제11회 트리엔날레는 

이탈리아 디자인계의 미학적 관심이 산업 

제품의 조각적인 외관에 있었음을 분명히 

해준 전람회였다.

애스티(Asti)의 비대칭 소다수 병, 유선형 

가솔린 탱크가 달린 모터스쿠터, 콜럼비니 

(Columbini)의 플라스틱 바케츠, 포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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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nola) 사의 유선형 TV, 미렐라(Mirella) 

재봉틀, 캐스티글리오니(Castiglioni) 형제의 

'스파르터(Spaker)' 진공소제기 …이들은 

미묘한 곡선을 위주로 한 조각적인 형태를 

공통적으로 갖추고 있었는데, 그것은 

플라스틱 성형의 산업적 공리(公理)를 

적절히 구사한 이탈리아적 해결이었다.

스파크(Sparked 이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다•⑦

“유선형이란 친숙한 미국식 이디엄 

(idiom)에다가 현대 스칸디나비아 공예보다도 

더욱 순수하고 조각적인 흥미를 가미시킨 

공업적으로 생산되는 형태에 관한 시각적 

용어로서 1955〜1965년 사이의 기간에 

정립된 이탈리아 디자인의 승리이다•”

이러한 조각적 형태로서의 개혁은 가구 및 

조명 기구 분야도 예외가 아니었다.

칼리(Carli), 로셀리(Rosselli), 멘기(Menghi), 

니졸리(Nizzoli) 등이 아플렉스(Arflex), 

가비나(Gavina), 테크로(Tecrro), 카시나 

(Cassina)사에 디자인해 준 가구들과, 키 큰 

쟈코메티의 조각같은 아테루스(Art시uee) 사의 

사파티(Sarpatti) 램프와 둥실 떠 있는 

캐스티글리오니 형제의 램프가 그러했다.

또한 조 콜롬보(Joe Colombo)의 '스파이더 

(Spider)' 램프와 '롤(Rol)' 의자 및 '엘다 

(미da)，암체어 등은 이러한 특징 위에 추상 

조각적 흥미까지 더해 주었다.

이들 제품들은 이탈리아 중류 가정의 

상징적인 오브제가 되었으며 밀라노 

트리엔날레는 디자인 진흥의 큰 몫을 톡톡히 

해내었고 공장주들도 그들 제품에 '예술적 

특질'을 부여하기 위하여 많은 디자이너들을 

포용하기에 인색하지 않았다.

전쟁에 이은 고생의 세월은 얼마간 

잊혀지게 되었고 자본적 안정과 즐거운 

생활을 구가할만큼 생활상이 성장하게 

되었다. 1964년 트리엔날레는 테마를 '여가 

(leisure)'로 정하였다.

I960년대 초 이탈리아 디자인계에 

혜성처럼 나타난 콜롬보는 자기 작품을 

조형적 풍요의 측면뿐만 아니라 의미의 

측면에서 크게 강조하였다. 그는 “나는 내 

자신을 예술가나 기술자라기 보다 오히려 

인식론자로 자부하고 있다”⑥라고 말하면서 

제품을 둘러싼 공간에 미학적 충격을 가하는 

다채로운 시도를 하였다.

오브제의 '형태'와 '주제'를 동일한 

비중으로 취급한 그의 이 어의적(語意的) 

내지는 문장적 내용에 관한 흥미는 작품을 

단순히 미적 기준에서 고립되게 취급하여 

사회와의 관계로서의 역할을 혼히 '

무시하고 마는 일반적 경향에 관한 

공격이었다. 돌프레스(Dorfles)와 에코(Eco) 

같은 디자이너들이 이 입장에 동조하였다. 

젊은 디자이너들은 점차 디자인의 대(対) 

사회적 역할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단순한 미적 기준으로서의 일차적 기능에 

대하여는 의구심을 품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차차 구체화되어 '앤티 

디자인(Anti-Design)'이란 급진적 운동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3. 3 이 시기의 소트사스

전술한 바대로 소트사스는 이성보다는 

감성적 수준에서 의사를 전달하는 디자인 

언어를 개발하려고 애를 썼다. 그러한 노력에 

촉진제가 된 몇 가지 요인을 보면 이러하다.

그는 미국(1956년)과 인도(1%1년)를 

여행하였다. 이질적 문화 배경을 지닌 놀라운 

세계에 접한 그는 그가 몸담아 오면서 

무심코 승인해 왔던 기능주의 교조(教條^ 

덮인 유럽의 문화 사황을 객관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기회를 마点하였다. 그는 1962년에 

심한 심장병을 앓아 치유차 재차 도미하였다. 

악화된 건강은 그의 관점을 극히 과격하게 

부추겼다. 또 한 가지, 1957년 말 

올리베티사와 맺은 디자인 컨설턴트 계약은 

위에 말한 여러 가지 변화를 실천 확인할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1956년 미국 레이머(Raymor)사와 맺은 

디자인 용역을 수행하고자 소트사스는 

미국을 방문하였다. 한동안 조지 넬슨 

(George Nelson) 사무실에 체류하면서 

직관적인 충격을 주는 팝(Pop)문화에서 

많은 자극을 받게 되었다. 거기서 그는 

미국의 문화 기능들이 순수한 기분적 

(Sensation) 수준에 근거하고 있음을 느꼈고, 

미국 전위 회화의 대량 전달적 이미지에 

압도되었다. 표현주의 추상 화가들의 잠재 

의식적 강박 관념을 표현하는 자동 기호 

서술법(automatic sign-writing)에서 영감을 

얻은 그는 이리하여 일련의 표의적 도상 

(ideographic sign)에 몰입하게 되었다® 

그는 제품의 일차적 기능과는 별 관계가 

없으나 필수적 감각을 부여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사인 시스템이나 색채에 관하여 

관심을 기울여 이를 재떨이, 도자, 가구, 

염직 등에 도입하였고 실내 장식에도 

채용하였다. 스텔라(Stella), 렌하르트 

(Renhardt), 와홀(Warhol), 리치텐스타언 

(Lichtenstein), 올든버그(O서enburg) 등의 

대량 전달적 이미지가 강력한 영향을 

끼쳤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도자기나 가구는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신분의 상징으로 

인식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북구 제품들이 최고급품•최고 

가격품을 자랑하고 있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며, 우리 시대의 물건은 대중적 

수준을 견지하면서 대량 소비되고 실내 

구성상 하나의 오브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같은 그의 생각을 표현하는 

표의 도형 (表意図形)으로서 교통 신호등, 

단추, 기계 덩어리 등의 심볼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그 각개 디자인들이 지닌 외관의 

진지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디자인들은 

기능상 유별난 합당성을 갖추었다.

소트사스가 공업 디자이너로서의 명성을 

확고히 굳힌 것은 무엇보다도 1958년부터의 

올리베티사 제품 및 시스템의 디자인이었다.

올리베티사에서 맡은 첫번째 프로젝트는 

ELEA 9003이란 복잡한 컴퓨터 시스템이었다. 

그는 이 기계의 환경적 특성을 깊이 

연구하여 몇 가지 개혁을 단행하였다. 우선 

캐비넷들의 높이를 서로 맞추어 조작자끼리 

보면서 작업할 수 있게 하였고, 늘어나는 

주변기기들을 무선 케이블로 쉽게 짝지을 

수 있게 배려하였으며, 전자 장비의 단위들에 

대한 패키징의 표준화를 도모하였다. 이를 

위하여 그는 인간 공학의 연구뿐만 아니라 

잡다한 체계화 작업에 뛰어들었다. 또 그는 

기술자들이 이미 완성해 놓은 기계에 화장을 

하여 모양을 꾸미는 대신에, 기술자들과 

긴밀한 협동 작업을 통해 디자인을 

완성하였는데, 최종 디자인이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수정 작업을 

하였다. 그는 본인이 디자인한 컨트롤 패널 

부위의 디자인에 미흡함을 느끼자 이를 

울름 조형대학의 디자인 팀에 협조 의뢰를 

구하기까지 하였다. 울름에서는 키보드와 

키의 심볼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 검토를 

해주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⑩

이리하여 ELEA 컴퓨터는 '벽에 따라 붙는 

강철제 벽장'의 전통적 개념에서 과감하게 

탈피하게 되었으며 매스(Mass), 공간, 색채가 

자유롭게 어우러진 하나의 조각(彫刻)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앞서 그가 색채에 깊은 

관심을 지녔다고 말했거니와, 이 컴퓨터. 

디자인에 있어서 특히 그 관심이 노골적으로 

표출되었다. 외부 캐비넷은 적색이 있는 백색, 

조작부는 연자주, 청록, 노랑으로 채색되어 

각 부위는 상호 연관되고 전체로서도 

조화되게 꾸며졌다. 이 현대의 블랙박스적 

제품에 도입된 색채 상징주의(cobr 

symbolism)는 컴퓨터도 꽃병이나 찻잔과 

마찬가지로 현대 사회의 시각적 경관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증명한 하나의 사례였던 

것이다.

그는 Tekne 3, Praxis 48, De Luxe 및 

Dora Portables 타자기 등과 Rp 60, 

Mercator 5000, Logos 27 등의 일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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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장비들을 디자인하였다. 이들은 모두 

효용 그 자체를 넘어서서 상징적•정신적 

기능에 관한 고려를 기울인 발명적•혁신적 

디자인이었다. 예컨대 Praxis 48은 작고 

컴팩트한 전자 기계로서 몸체와 같은 크기의 

플라스틱제 휴대용 케이스를 지님으로써 

타자기로서의 새로운 유형을 선보인 것이었다. 

이들 제품들은 그 정밀하고 규칙적인 

스타일링으로 말미암아 올리베티 제품을 

이 시기 세계 제일로 만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그에 관한 설명으로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인간의 가치에 근거한 디자인 

철학에 관한 탐구이다. 동양적 신비주의와 

팝 아트에 몰입한 것도 말하자면 이러한 

탐구의 일환이었다• 비인간화된 기능주의 

이론을 변경하기 위하여 소트사스는 직관과 

감성 쪽을 택하였고 그러한 표현을 위한 

방법으로서, 다시 말해서 그를 에워싼 대상을 

제어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인도와 미국의 

문화 경험을 차용하였다. 어떻든 그는 인간이 

사물의 중심이 되는 상황을 가장 

중요시하였다. 그것은 바로 인간에게 

의미있는 언어로 이야기하는 형상화 방법을 

찾아내는 작업으로 구체화되었는데, 그가 

I960년대 후반 앤티 디자인의 기수가 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4. 앤티 디자이너로서의 소트사스

4. 1 급진적 디자인 운동의 생성

유명 디자이너들은 그동안 중류 계층을 

위한 세속적이고 아름답고 사치스런 제품을 

디자인하였다. 그러나 젊은 건축가와 

디자이너들은 이에 불만을 품고 전후(戦後) 

기간에 구축되어 왔던 기성 디자인에 대하여 

심각한 재평가를 시작하였다. 이 재평가는 

기존 디자인의 기초부터 혼드는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으며, 디자인의 대 사회적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도록 부추겼다.

이러한 자기 의심은 사실 조형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시기 서구 문명 

전반에 걸친 문제였다•⑪ 모든 기성 가치는 

의심을 받았다. 젊은 건축가와 디자이너 

그룹은 직전의 과거, 즉 지난 10년간 

(I960년대 말〜1970년대 초) 포용했던 가장 

좋은 정의마저도 거부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이탈리아에 특히 강하게 파급되었는데, 

이같은 현상은 여러 건축 유파들의 활동에서 

두드러졌다• 후기 모더니즘의 여러 양상 

가운데서 '카운터 디자인(Counter-Design)' 

혹은，앤티 디자인(Anti-Design)'이라 

기술되는 이들 운동들은 역설과 이상향을 

구사하는 특색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자본주의의 폐단인 소비적 윤리를 거절하여 

'소비와 동격이 되는 디자인'을 부정하였기 

때문에 이처럼 비상업적 슬로우건을 전제로 

하는 그들의 주의 주장은 불가불 전시나 

출판 매체에 의존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구세대들이 빠져 들었던 덫을 

피해 가는 수단으로서 여러 가지 유별난 

방법들을 구사하였다. 속악한 작품을 신중히 

차용하여 기능주의의 조형적 순수성에 

접목하려고 시도하는 절충주의도 있었다. 

또 자기 고백적 향수에 젖어 1920〜30년대의 

유명한 스타일(특히 아르데코)을 되살리거나 

뒤섞기도 하였다. 그것들은 실제로 생산 

불가능한 작품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가장 

직접적이고도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사진이나 

문장으로 발표되었다.

이 시기, 이에 대응되는 회화 운동들로서 

네오 다다(Neo-Dada)나 개념 미술 

(Conceptual Art)이 있었는데, 이들 미술은 

전통적 방법을 의식적으로 회피하면서 

미술적 관습에 싫증을 내도록 구축되었다 

그러한 측면에서 앤티 디자인과 이들 현대 

회화 운동들 간에는 명백한 제휴 관계가 

있었다. 미국 팝 화가 올든버그(Oldenburg)의 

소프트 스쿨버스(Soft Sculpture)와 

젊은 디자이너들의 '사코(Sacco)' 의자나 

'조 소파(Joe Sofa)'를 비교하면 이 점이 

명백해진다.

앤티 디자인의 시각적 근원은 1964년 

젊은 영국의 건축 그룹 아키그램(Archigra◎의 

유토피아적 그래픽 장면들에서 유래한다. 

예컨대 'Plug-in City'란 프로젝트는 

미래의 도시를 내다본 과학적 픽션을 담고 

있는데, 그 도시는 그 시대 질서에 맞는 

유연성과 소모성이 진보된 기술에 의하여 

지탱되고 있었다.

이탈리아에서는 슈퍼아키텍처 

(Superarchitecture), 아키줌(Archizoom), 

슈퍼스튜디오©uperstudio) 등이 그 선두 

그룹이었다. 아키줌의 '전기(電気) 음모의 

본부나 'No-Stop City'는 눈에 띄게 

데이터적 특성을 지녔고 기타의 것들은 

아르데코나 팝 문화의 저속하고 환상적인 

분위기로 일관되었다. 아키줌 작품은 성단 

(聖壇) 장식물과 닮아서 디자인에 대한 

생각이 의식주의(儀式主義)와 인간 

중심주의에 소속됨을 말해 주었다. 

슈퍼스튜디오의 많은 시안들은 무명성을 

상징하는 격자(grid)를 기본으로 하고 있었다.

Pesce, Pietra 같은 인물과 Gruppo Strum, 

UFO Group 등의 단체 역시 이들과 맥을 

같이하는 중요한 앤티 디자인의 멤버들 

이었다. 그들 또한 급진주의와 실험주의의 

분위기에서 작업하였다. 이를테면 Pesce는 

거대한 램프, 거대한 찌그러진 소파, 별난 

모서리의 책장 등을 선보여 인간과 

물(物)과의 소외를 강조하였다. 그는 

인간과 물(物)간의 의사 소통을 위하여 

'소비'라는 조정자를 배척하고자 이같이 

작업하였던 것이다.

이들 많은 앤티 디자이너들은 1973년에 

함께 뭉쳐 '글로블 툴스(Gloval Took)'라는 

연합 전선을 결성하였고 그들은 거기에서 

당시 확립된 기성 건축과 디자인을 

채찍질하기 위한 대안(alternative)을 제출하는 

데 합의하였다•⑫ 이 글로블 툴스의 중심 

인물 중에는 소트사스도 포함되어 있었다.

뉴욕 현대 미술관은 1972년에 '새로운 

가정 풍경 (The New Domestic 

Landscape)'이란 제목의 이탈리아 디자인전을 

개최하였다. 박물관측은 현존 이탈리아 

대가들에게 축소형 생활 환경(a micro

living environment)을 창안토록 지정하였다. 

많은 이탈리아 디자인계의 대가들은 출중한 

분석적 능력으로 디자인의 사회•경제・ 

문화적 맥락에 대한 해답을 내었는데, 

소트사스의 작품은 이중에서도 가장 과격한 

해답의 하나가 되었다.

4. 2 앤티 디자이너

소트사스는 I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 

올리베티사와 더욱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여 

단일 제품이 아닌 시스템의 디자인, 즉 

사무용 기구군群)과 사무 체계의 

디자인쪽으로 그의 영역을 확장하였다. 

그는 올리베티사 일 이외에 가구, 인테리어, 

도자기, 장신구를 매우 정력적으로 

디자인하였다. 즉 미래의 도시와 환경에 관한 

유토피아적 컨셉트를 연이어 발표하였다.

그는 이들 작업을 통하여 형태의 의미와 

인간적 경관의 본질을 구성하는 오브제 

(物)의 언어를 계발하려고 시도하였다. 

그가 발표한 작품과 논문의 어조는 이제 

더욱 고조되고 과격해졌다.

시각언어적 의사 소통의 벽에 부딪친 

인간과 산업•소비주의•도시 생활에 피폐해 

가는 사회가 묘사되었다. 그는 이같은 

문제들을 정치적 사회적 방법이 아닌 

，감각의 촉매，적 역할을 하는 물(物)을 

창조함으로써 해결코자 하였다.

그는 강하고 신비주의적 분위기에 젖은 

환경적 개체들을 제시하였다 특히 도자기, 

가구 등은 이러한 경향을 두드러지게 

보여주었다. 그것들은 전위적 회화나 조각을 

연상시키는 외관을 하고 있었으며, 어떻게 

보면 동양적 영향을 발견할 수 있는 모양을 

지니고 있었다. 그것들은 아르데코 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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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하고 대중적인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에로틱하고 환각적 영상을 

자아내는 신비주의적•상징주의적 감각의 

유토피아적 스타일을 또한 보여주고 있었다.

1966년 폴트로노바（Pokronova）사에 해준 

가구 디자인들이 그 일례였다. 그것은 

플라스틱을 표면에 엷 게 입혔고 줄무늬가 

진 밝은 색과 굵은 대각선 및 기하학적 

패턴들로 구성되었다. 그 생생한 색채는 

리치텐스타인, 와홀같은 팝 화가의 

것이었으며 기하학적 형태는 스텔라같은 

화가나 레비트（Lewitt）, 주도Judd）, 모리스 

（Morris）, 스미슨（Smithson） 같은 미니멀 

스트럭쳐 조각가의 것이었다. 그의 가구는 

그것이 놓여진 환경에 접근하는 사람에게 

즉각적으로 전체 공간적 충격으로서의 

경험을 느낄 수 있도록 의도되었다. 그는 

가구 주위에 테니스 라켓, 공, 사진, 장화 등의 

무관한 물건을 배치하여 그 공간적 효용을 

강조하였다. 그 물건들은 가구가 존재한다는 

시각적 단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며, 가구의 

기능과 의미는 그에 따라 규정되어진다는 

취지가 숨겨져 있었다. 그것은 사용자의 

행동의 자유를 한껏 허용한 것이었으며, 

가구들이 유독 제단（祭壇）처럼 생겨 있어서 

의식주의적 취향을 반영하여 특별한 효과를 

자아내었다.

1970년의 다음 시리즈의 가구들은 곡선적 

형태와 감각적 선들을 강조하고 있었다. 

그것은 1930년대의 저속한 헐리웃의 

소비 제품 스타일에서 따 온 '여성적인 

것에서 나온 형태'였는데, '저속함'은 바로 

스타일을 위한 스타일로서의 사치와 

무용성을 내포하며, 그 자체가 

기능주의로부터의 한 가지 탈출구를 

의미하였기 때문이었다.

여타 개별적 가구작품들 중 '미키마우스' 

테이블, 올리베티사 의 노란색 비서 의자, 

독일 에르코（Erco）사의 몇몇 조명 기구 등은 

특별한 것이었다.

1972년 '새로운 가정 풍겨전에 제출한 

극소 환경의 원형（原型）은 혁신적 

아이디어로 인하여 매우 돋보였다. 이 작품은 

많은 기본 엘리먼트들（바퀴 달린 회색 

플라스틱 유니트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각 엘리먼트들은 각기 다른 기능（부엌•의자・ 

쓰레기통•화장실 등）을 탑제할 수 있도록 

계획된 것이었다. 가구의 전통적이고 계급 

조직적인 개념은 폐지되었고, 엘리먼트의 

배열에 따른 생활 공간 선택의 가변성은 

더욱 확장되었다.

그는 도자기를 많이 제작하였는데, 

도자기란 그에게 있어서 제품에 대한 의미와 

기능을 한층 용이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매체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도자 작품 

'멘힐같은 가스펌프, 석주（石柱）같은 

소화전에서 고대 문명적 상징성과 현대 

표상적 단순 물건들을 교묘히 결합하였다. 

叮antra： 'Yanua' 시리즈의 도자 작품은 

인도 철학의 신비주의를 한껏 보여주었다. 

이 작품들은 단순한 원추형의 동심（同心）적 

반복으로 되어 있었는데, 색채는 무광의 

백색, 황토색, 연자주색이거나 유광의 

흑색으로 한정되어 매우 상징적인 인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를테면 황토색은 

'침묵: 연자주색은 '늙은 매춘부에 연관된 

저속함，등의 상징이었던 것이다.

그는 비스토시（Vistosi）사의 유리 제품을 

디자인하였고 귀금속 류도 디자인하였다. 

1967년 작품인 어느 목걸이는 이를 착용한 

소녀의 야성적 얼굴과 몸치장에서 야만인의 

의식적（儀式的）이고도 신성한 장식물을 

연상시켰다. 그는 이처럼 원형적（原型的） 

형태의 신화적 중요성을 즐겨 강조하였다.

4. 3 올리베티사의 컨설턴트

소트사스가 올리베티사에 해준 모든 

디자인은 회사가 마케팅의 입장에서 취급된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 사회의 입장에서 

구축되었다. 그가 그토록 성공적인 공업 

디자이너가 된 것은 해박한 지식과 천진함을 

결합시킬 줄 아는 독특한 능력 때문이었다. 

그는 처음 사용하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품을 디자인하였다. 더우기 그는 

제품의 사용되는 환경을 가정하여 

디자인하였고, 가구로서의 제품이 지니는 

표면적 가치를 거절함으로써 그 제품의 

사회적 기능에 특별한 의의를 제기하였다.

예컨대, 올리베티사의 비서용 의자 

재디자인에서 전통적 가구의 통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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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포터블형 타자기 "Valentine'* Olivetti사, 1969 

3.0livetti-Synthesis show^l 사무실 환경을 위한 

리서치; 밀라노 트리엔날레, 1983. 10,( 미켈 데 루키와 

합작)

깨뜨려졌다. 유난히 큰 관절을 지니고 있어 

별난 느낌을 주는 이 의자는 거기에 앉을 

비서의 일상적이고도 단조로운 존재에 대한 

항변의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디자인한 단일 품목들은 Studio 45 

(1968), Editors 5(1968), Lerrera 36(1969) 및 

Valentine(1969) 등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전통적 타자기로서의 특성을 거부하는 

것들이었다. 예컨대 발렌타인(Valentine) 
타자기는 윤이 나는 빨간색 ABS 플라스틱 

몸체 및 케이스로 되어 있어서 그것이 

사무에 한정되어 복잡한 기계가 아니고 마치 

볼펜이 현대 생활의 필수 부품이듯이 가벼운 

액세서리 정도로 여겨지도록 디자인된 

것이었다. 그 선명한 색채, 몽톡한 부피, 

부드러운, 모서리 등의 형태는 많은 주변을 

가운데서도 막다룰 수 있는 깜찍한 물건으로 

여겨지도록 배려된 것이었다.

이 시기는 그가 올리베티의 디자인 영역을 

일반 시스템쪽으로 전적으로 매진하게 한 

기념할만한 시기였다. 그의 디 자인 사무소는 

광범한 수의 컴퓨터 시스템, 전자계산기, 

사무 기기들을 올리베티사에 공급하였으며, 

이 회사의 많은 표준 모델들을 리스타일하고 

현대화시켰다.

GE115 컴퓨터 시스템을 예로 들면, 주몸체 

하우징에 중앙 통제부와 주변 기기들을 

배선하여 불필요한 면적을 없앴고, 컴퓨터가 

일련의 고립된 '옷장이 아닌 상호 연결된 

구조물로 여 겨지도록 배려하였다.MC 23, 

TE 300, A3 등의 모델들의 디 자인은 

인간공학적, 시각적 특성에 특히 관심을 

기울인 것이었다. 놉과 키의 배礼 금속 

몸체의 궁글린 모서리, 선명한 문자, 제품 

크기와 비례에 따른 균형 등등이 또한 

고려되었다.

그는 올리베티사 제품군(群)을 점점 표준 

모델 체계로 재편성하였다. 이는 사용자가 

기계를 용이하게 다루는 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눈으로 보는 자동 전축(The Visual 

Juke-Box)'이란 다중 영사 전시 시스템은 

둥근 모니터 TV 유니트가 원형으로 

연결되어 이루어진 시스템으로서, 그 둘레 

공간에 벤치가 마련되어 있어서 특이하다. 

벤치는 관람자가 물건을 놓고 옆 사람과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한 배려였으며, 

사용자•환경•기계라는 상호 관계가 조화된 

것이었다• Synthesis 45는 총체 사무 

시스템으로서 수많은 보조 기기 및 액세서리 

(전자 장비, 테이블, 의자에서부터 우산꽂이에 

이르는)로 이루어졌는데, 유연성이 있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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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도 적용될 수 있게 디자인된 

것이었다. 전체적으로 밝은 회색이 주조가 

된 이 시스템은 간간이 진홍, 황토, 청백, 

암청색이 결합되어 차분히 가라앉으면서도 

강한 인상을 주고 있었다.

소트사스의 디자인들에서 받는 충격들은 

디자인의 유모어에 있는데, 예컨대 코믹한 

밝은 노랑색 비서용 의자는 거대한 관절과 

나무못, 서류 정리 캐비넷은 창백한 청색 

(부피를 줄이는), 우산꽂이는 딱딱한 받침 

등이 그러한 것이었다.

그는 디자인을 가지고 사회를 화장하려는 

경향에 대하여 점차 환멸을 느꼈고 오히려 

'전체로서의 환경에 대한 새로운 태도가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다. 올리베티사 디자인 

작업을 통하여 그는 결코 작가적 명성을 

부각시키려 애쓰지 않았는데, 이것이 그의 

중요한 디자인 윤리가 되었다 인간이 

물(物)과 함께 누리는 총체적 작업 환경을 

디자인함에 있어서 작가성 확립에 전제가 

되는 자기 투영(self-reflection)과 명상 등의 

비합리적 행동은 철저하게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그의 이 

리얼리즘(良心)은 미래의 환상적 전망을 

쫓아 만드는 물(物)에 대한 즉각적인 

환멸감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앤티 디자인 운동은 그의 이같은 우려에서 

자라나왔다. 그는 이 운동을 '현기계 체계가 

오늘을 기능(機能)화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는 사례를 깨닫게 하고 이해시킴으로써 

본연의 양심을 되찾게 하는 하나의 

수단(ploy)이라 기술하였다•⑬ 그의 이 언급은 

그가 행한 갖가지 전위적 제안들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는 열쇠가 된다.

1968년 영국의 왕립 미술 학교는 그의 

디자인계에 끼친 업적을 인정하여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하였다. 그는 어느덧 무모한 

단계를 훨씬 지나 이미 고원(高原)에 도달한 

디자이너로 인정받게 된 것이었다.

5.포스트 래디컬리스트로서의 소트사스

5. 1 정황

1970년대 말, 이탈리아의 경제와 문화의 

상황은 매우 어렵고 불안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디자인의 탁월함은 

전세계가 인정하고 있었다. 이탈리아 디자인은 

세계 시장에서 '스타，의 위치를 공고히 

하였으며, 그 제품들은 품질과 스타일 면에서 

세계 디자인계의 선봉에 우뚝 서게 되었다.

자누소亿anuso), 캐 스티 글리 오니 (Castiglioni), 

마지스트레티 (Magistretti) 등은 

브리온베가(Brionvega), 플로스(Flos), 

카시나(Cassina)사에 디자인을 해주었다. 신예 

자동차 디자이너 주지아로(Guigiaro)는 독일의

조명기구, '정월, 알키미아, 1979

폭스바겐사 소형차 디자인을 성공적으로 

해주어 화제 가 되었다. 그가 VW Golf에 서 

보여준 새로운 감각의 디자인은 많은 여타 

디자인에 영향을 미쳤다. 그가 디자인한 

피아트사의，Panda，는 자동차 분야에서 

이탈리아 디자인의 탁월함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보여준 사례가 되었다. 이 소형차의 

，급잔주의，는 현대 자동차에 새로운 집약된 

이미지를 제공한 것이었다.

전후에 작업을 개시한 소위 '졔2 세대' 

디자이너들도 각기 성숙한 경지에 

도달하였다. 1970년대 초의 급진주의 운동의 

주역이었던 벨리니(Bellini)도 그러한 디자이너 

중 한 사람이었다. 그는 I960년대의 경직된 

기계주의적 태도에서 벗어나 훨씬 더 풍부한 

디자인 철학을 갖추었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모든 제안들을 포용하였다. 또 Pesce는 

가장 과격한 태도를 견지하여

개 인주의 적 이 면서 도 초현실주의 적 인 탐색 으로 

일관하였다. 1979년의 'Manhattan Sunset，란 

가구는 그의 급진성을 잘 보여주는 작 

작품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 말 이래 이탈리아 

디자인의 주류는 사실상 급진적으로 변한 

것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겁없이 앞서 가는 

경향에 대하여 경고와 공포로서 대응하였다.

1974년에 트리엔날레는 종결되었다. 

보수적인 대리석 테이블이나 가죽 소파가 

여전히 우세하였으며, 블랙박스적 전자 장비 

또한 여전히 우세하였다. 이러한 제반 경향은 

급진적 경향에 대한 반대 급부적 태도를 

보여준 것이었다.

사람들은 이같은 급진적 경향을 '너무 

무르익고 과장된 허구적(fktive)，⑭인 것이 

아닌가 의심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디자이너들은 새로운 

지평(地平)을 열기 위하여 그러한 반론들을 

일축하면서 더 한층 모험적인 실험을 

해나갔던 것이다.

소트사스는 Corso Venezia에 올리베티 사를 

위한 그의 디자인 사무소를 개설하여 이 

회사의 사무용 가구와 시스템을 독점하게 

되었다. 또 자신의 건축과 디자인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Sottsass Associati (소트사스 

디자인 연구소)'를 Via Borgonuovo에 

설립하였다. 이 곳에서 그는 많은 국제적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그는 독일•프랑스・ 

예루살렘•호주 등에서 그의 작품전을 가졌고 

많은 국제 디자인 회의에서 그의 디자인 

이론을 발표하였다.

5. 2 스튜디오 알키미아(Studio Alchymia)
이제까지의 급진적 디자인은 단순히 실험적 

제안적이었기 때문에 널리 보급되어 실제적인 

비판을 받지 못한 감이 있었다. Guerriero는 

이같은 혁신적 디자인을 제작 판매하여 

보급하기 위한 채널로서 1976년 '스튜디오 

알키미아(Studio Alchymia)'를 결성하였다. 

그리하여 이 스튜디오에 i960년대 말기의 

급진적 디자이너들이 모여 들게 되었는데, 

멘디니(Mendini), 소트사스, 루치(Lucchi), 

나본 (Navone), 푸파 (Puppa) 

등이 그 대표적 인물이었다.

그들은 두 차례 대대적인 전람회를 

개최시였다. 1979년에 'Ba나죠us『을 1980년에 

，BauHaus2,를 개최한 것이 그것이다. 여기 

출품된 가구 작품들은 대규모 환경적 

이미지를 띠고 있었고 장식적 잠재성을 

탐색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1950년대의 

역설적 체스츄어, 문화 부재적 현실상一 

이러한 것들이 적나라하게 혼합되어 

표현되었다. 그 가구들은 낙천적 입장을 

견지한 자유분방한 실험으로 일관되었다•⑮ 

소트사스는 진부한 인공 재료一고무・ 

플라스틱 적층재•구리판一의 채용 가능성을 

실험하였다. 이를테면 그가 사용한 구리판은 

전기 제품 내부에 숨겨져 쓰이는 장식성이 

결여된 공업 재료였는데, 그는 이것을 조명 

기구같은 제품의 외관에 과감하게 

사용하였다. 그는 대량 환경의 속악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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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뜯는 대신에 그 너절한 것들의 일상성과 

솔직성을 찬탄하였다.

책상은 기울어졌으며, 테이블은 혼들리기도 

하였고, 의자에는 손잡이가 달렸다. 

네온사인이 실내 조명으로 채용되었다. 

원색의 현란한 적층 합판이 가구의 표면 

장식재로 쓰였다. 그들은 이들 디자인에서 

시각적 관능주의와 초현실적 특징을 극도로 

강조하고 있었다. 스튜디오 알키미아 

디자인들은 즉시 이탈리아 디자인 운동에서 

대안적（akemative），가능성을 환기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얻었다•⑯

그러나 1981년 들어서 알키미아를 대표하는 

두 인물 멘디니다 소트사스간에는 심각한 이념 

논쟁이 야기되었다. 사회를 개조하는 

역할로서의 물（物）에 관한 두 사람의 관점이 상반 

되었다. 멘디니는 비관론을 주장하였고 

소트사스는 낙관론을 고집하였다. 소트사스는 

그들의 작품을 팔기 원했는데, 그래야만 자기네 

가 나가는 방향에 확신을 갖게 되며 새로운 

의도가 전파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멘디니는 '적게는 금후 10년간 리디자인을 

제하면 새로운 디자인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자신들의 지부（陣腐한 리디자인・ 

습작•목업•스타일링을 판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고집하였다

이같은 논쟁은 알키미아의 디자이너들 간에 

철학적 분열을 야기시켰고 결국 소트사스는 이 

스튜디오를 자진하여 탈퇴하였다. 열렬한 

지지자 루치（De Lucchi）도 행동을 같이하였다

그 후 소트사스는 실험적 회사 멤피스 

（Memphis），를 결성하였다.

5. 3 멤피스

1980년 겨울밤, 소트사스는 자택에서 뜻이 

맞는 일군의 젊은 건축가들과 함께 그들의 

새로운 회사 창설을 의논하였다. 자기네 

논리를 세상에 보급하고 문화적 이아덴티티를 

확립하기 위한 실험실이자 판매 가게를 

설립한다는 데 모두 의견이 일치하였다. 

전축에서 흘러나오는 봅 딜런의 노래 

가사에서 멤피스（Memphis），라는 표제를 따 

이 회사를 멤피스로 부르기로 하였다. 

멤피스는 부루스, 테네시, 로큰롤, 미국, 

이집트의 도시, Ptah신（神）의 신성한 거리… 

등의 이미지를 함축하고 있어 그들의 취향을 

잘 반영해 주었다.

1981년 9월 18일, 밀라노의 멤피스 가게에 

55점의 신작（新作） 가구, 시계, 조명 기구, 

도기, 카페트 등이 전시되었고, 2,500명이 

관람하였다. 이 전시회는 전세계를 

경악시켰다. 소트사스 외에는 대부분 30세 

미만의 젊은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한 

자유분방하고 과격한 이들 디자인은 새로운 

기능과 자유를 창조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가구들은 비이 지적 이었고 비판적이 기 

보다는 적극적이고 제안적이었으며 스타일에 

구애되지 않고 어떤 실내에도 어울리게 

배려되었다. 원형（原型）들은 역시 손으로 

제작되었으나 시장 수요에 댈 수 있도록 대량 

생산에 알맞게 디자인되었다. 적층 

플라스틱（laminated plastic）, 프린트, 유리, 

아연판（엠보싱한 가공의）, 셀룰로이드, 

fire-flake（금속박편 섞인 도료）, 네온과 색전구 

등의 재료가 주로 구사되었다. 적층 플라스틱 

표면은 세균•효소•세포처럼 느껴지는 

패턴으로 인쇄되었다. 가구 모서리는 예리한 

단면을 보여주었으며 날카로운 기하학적 

형태와 원을 결합한 형태가 많았고 원색과 

미묘한 공업적 색채가 사용되었다. 대칭, 

비대칭, 경사 등의 모든 형태가 실험되었다.

멤피스는 미래 지향적이었고 국경이 없는 

현대성을 환기시켰으며 그 어떤 이데올로기나 

도그마도 거부되었다.

알키미아 시절에는 가구들이 다소 

바이 더 마이어 （Biedermeier ： 19세 기 중엽 유행 한 

간소한 실용적 가구 양식. 범속, 단순 

평범의 의미）적 인상을 풍겼는데, 멤피스에 

이르러 그 '진부함，은 더욱 세련되고 밀도있게 

표현되었다. 그들은 현대성을 환기시키고자 

독특한 도상（iconography）을 채택하였는데, 

오브제의 그 상징적 환경적 가치가 가장 

돋보인 사람은 소트사스였다.

'기능이 있는 디자인이 아니라 기능을 

디자인하려고' 애를 쓴 소트사스는 “디자인은 

다소 잘 배치한 크롬 입힌 테두리나 다소 

새로운 진기함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디자인이란 무엇보다 의식적인 

행위이며, 해명의, 팽창의, 복잡하게 얽힌 

탄도（弾道）를 가만히 푸는,도구를 둘러싼 

모든 종류의 작용•반작용의 행위이므로 이를 

앎으로써만이 디자인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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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래디스(Radice)는 1981년 멤피스를 단일한 

고유 명사의 개념이 아닌 '하나의 국제 

양식'이라 선언하면서 이렇게 설득하고 있다.

“멤피스의 제품은 표현적 밀도가 농후한 

진짜이며,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며 지구를 

습격하는 미확립의 유전자학적(遺伝芋学的) 

잡종이다. 놀라운 것은 새로운 야만성을 

가지고 다른 문명을 운반해오는 운반인이다•”⑱

최근 발표한 소트사스를 위시한 멤피스 가구 

소품들은 국제적 주목을 받고 있고, 특히 

새로운 디자인 철학에 굶주린 젊은 

디자이너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다. 

흔히 포스트 모더니즘들이 고전적•토착적 

건축 문화를 리바이블하는 경향임에 비해 

멤피스는 그러한 역사주의적 자세를 완전히 

떨쳐 버렸기 때문에 젊은 신진들이 더욱 

환영하여 마지 않는 것이었다.

결론

필자는 시종 소트사스를 두둔하고 긍정하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논술하였다. 사실, 그의 

과격하고 급진적인 실험에 대하여 사람들의 

반응은 매우 상반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극단적인 환영이거나 극단적인 무관심 

내지는 중상이었다.

이탈리아의 급진적 사상을 고집하는 

소트사스와 Pesce를 비롯한 여러 

인물들의 작품은 이를 처음 대하는 인습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대단히 생소하고 현대 

생활에 도저히 적응시킬 수 없는 '역겨운' 

것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특히 스마트하고 

세속적인 중산층 위주의 스타일을 주지로 

하는 아카데믹한 기능주의 양식의 측면에서 

보면 이들의 디자인은 갈 데 없는 

레지스땅스적 반란이었다. 이들의 작품은 

사실 일반 시민들의 거실에 널리 

보급하기에는 너무나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된다. 더우기 일부 저명한 

디자이너들조차 이들의 활동의 가치를 

전적으로 무시하거나 거부하거나 평가 절하를 

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문화사적 맥락에서 볼 때, 새로 

배태되는 사조란 언제나 기성 가치를 

근본부터 부정하고 그 가치의 불합리를 

극복하려는 전위 사상이 중심이 되어 왔다. 

이들은 고립된 입장에서 새로운 대안을 

심각하게 주장하여 기성 사회에 충격과 

자극을 주고자 시도하였다. 문제 의식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점차 이들의 주의 주장을 

수긍하면서부터 새로운 사조는 그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소트사스 일파의 앤티 디자인과 래디컬 

디자인(Radical Design｝은 애초부터 이같은 

충격을 주고자 하는 휴머니즘에 입각한 

운동이었다. 그들은 현세에서 부를 

추구하려고 애쓰지도 않았고 이름을 알리려고 

연연하지도 않았다. 그들의 대안은 

패러독스와 은유로 일관한 시안이었다.

앞에서 보아왔듯이 소트사스의 탐색은 

기능주의(합리주의)의 모순一너무나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만 정서적 •미적 ・ 

인간적인 측면들一을 현대적 

상징(ideographical sign)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일관된 것이었다. 모든 기성 

가치들은 부정되고 과격하게 편광되어 

비쳐졌으므로 어쩔 수 없이，역겹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이 사조는 아직은 

마이너(minor)한 대안(alternative)으로 머물러 

있다. 그러나 현대 디자인계에 던져준 충격과 

자극은 엄청나게 큰 것이었다.

그에 대하여, 특히 그의 전위적 작품에 

대하여 이제껏 단편적으로 보아 왔던 필자의 

인상은 솔직히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그의 

사상을 소상하게 알고 나서 그토록 강한 

인상을 그 어떤 디자이너에게서도 받은 

기억이 없었음을 또한 알게 되었다. 

맹목적으로 추구해 왔던 우리의 표피적 

디자인 태도도 차제에 근원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함을 또한 깨달았다.

모든 인간의 문화 활동은 휴머니즘의 토대 

위에서 구축되어야 함은 자명한 이치이며 

소트사스같은 인물의 모범적인 활동도 그러한 

취지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싶다.

현대 기능주의는 갖은 우여곡절 끝에 

오늘을 이룩해 놓았는데, 그 이면에는 많은 

무리한 이론들도 내포되어 왔음은 여러 

사람들이 진작부터 강조하여 왔던 터이다. 

오늘의 여건은 자꾸 변천되며 가치는 새롭게 

투영되고 수정되어야 한다. 인간 생활의 질은 

엄숙한 자기 비판의 근거에서 진화론적으로 

수정되어 가는 것이니 만큼, 소트사스와 같은 

시도(비록 훗날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판정되어 말살되더라도)는 많으면 많을수록 

기존 가치 체계의 모순을 극복하는 계기를 

더해 줄 것으로 확신한다.

더불어, 이와 같은 논리로 볼 때, 이들의 

급진적 시안들의 환상적이고 자극적인 단편만 

보고 이를 모방 추종하는 우리의 맹목적 

젊은이가 있다면 그의 작업이란 문제 의식을 

갖지 않은 무가치한 유희로 간주할 수 밖에 

없음도 자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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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정보

CLP와 C.LS.

구 성 회 프리랜서 디자이너

지난 10년 동안 여러 기업에서 C丄P.를 

도입하였고 올림픽이 열리게 되어 심볼과 

마스코트가 만들어졌다・ CLP•를 통해 한 

기업의 정책이 거리로 쏟아져 나가고 한 

나라의 디자인 역량이 세계 무대에서 저울질 

당하는 중요한 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올림픽은 한 나라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소망에서 유치된 것이므로 

경제와 정치쪽의 공이 컸다. C.LP.는 

초기에서부터 디자이너의 의욕적인 권유로 

기업이 받아들이기 시작했으며」80년대 초에 

은행가의 민영화 바람이 불자 그 유행은 

절정에 달했었다. 이제는 C.I.P•의 열기가 가라 

앉는 편이며 올림픽이 점차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올림픽은 마치 온 겨레의 홍망성쇠가 

걸려 있는 것처럼 여겨져서, 1989년부터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될지, 누구나가 

고심해야 될 새로운 문제를 안겨 주었다.

우리는 지난 날의 이러한 작업들에 대해서 

아직 이렇다 할 평가를 시도한 적이 없으며, 

그래서 이 작업들은 제대로 끝난 것이 아닌 

셈이다. 나는 여기에서 이들에 대해 품어 왔던 
몇 가지의 생각들을•이야기하려고 한다.이것은 

비평이 아니며 그럴 만큼의 소재가 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의 디자인계는 문화나 창조성에 

대해서 지나친 자기 암시를 걸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체계는 없다. 디자인은 

정책과 비평 사이에 놓인 어떤 행위이다. 

비평은 험담이나 비난이 아니다• 그것은 

대상에서 가치를 모우는 작업이다• 이제는 

비평의 부재로 인한 손해가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다• 하루 종일 물건을 팔러 다니는 

방물장수도 저녁이면 짐을 챙겨보고 주머니를 

털어 수입을 헤아린다.

이성과 직관

기업이 많은 돈을 들여 제작하는 CLP.는 

구체적인 정책의 표현들이다• 여기에는 기업이 

갖는 독특하고도 단순한 목적들이 뼈대를 

이루고 있으며, 그 실체는 경제 행위이다. 

디자이너는 기업의 이 행위에 자신의 능력을 

보태기 위해서 C.LP. 작업을 한다• 그리고 

C.LP• 작업은 체계적인 표현들이다• 이 체계는 

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이들은 합리적인 

사고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다• 디자이너가 

자신의 기질을 믿고 거기에 온 힘을 쏟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C.LP•의 작업은 절반이 시스템 

분석가에게서 이루어져야 한다• 자신의 기질과 

역량을 넘어서는 곳에서 우왕좌왕하는 것은 

서로에게 해가 되는 일이다. C.LP.는 기획과 

전개,표현으로 이루어지며 디자이너는 

후반전에 마당으로 나서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사람이 대극적인 기질을 

함께 가지고 있기란 어려운 법이다.물론 

C.I.P. 작업의 초두에서도 디자이너는 참여한다. 

그러나 그의 기질은 분석적이고 체계적인 데 

있지 않다. 이제까지 많은 작업을 혼자서 감당해 

온 C.I.P.의 주역들에게 이 말은 기분 나쁘고 

체면이 깎이는 것일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역으로 보면 혼자서 지나친 과제를 안고 

있었던 것이기도 하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CLP에 동참하여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시스템 전문가를 만나지 못했다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기업에 대해서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있는 경영자도 드물다. 시스템 

전문가와 디자이너는 이제부터 서로에 대해서 

알고 지내야 하며 경영자는 기업의 정책을 

확연히 보일 수 있어야 한다. GM은 이미 

1940년대에 드럭커 (Drucker)를 불러 경영 

방침을 물었고 AT&T는 토플러(Toffler)에게 

이 시대를 헤쳐 나갈 수 있는 기업의 사명을 

물었다고 한다. 이에 비하면 우리의 경우는 

주객이 전도된 느낌을 준다. 경영 방침이 

제대로 서있지는 못해도 그럴듯한 C.LP. 

매뉴얼을 한두 권쯤 가지고 있는 경영자들이 

있다. 이러한 혼란과 모순은 결국 사회적인 

분위기를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며, 

디자이너는 자신의 소임을 명백히 함으로써 

이 혼란을 진작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CJLP.는 CIS로 불려지기도 하는데, 그것이 

프로그램이건 시스템이건 간에 디자이너에게 

직접적으로 자신의 태도를 분명히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주제를 가지고 있다. 

프로그램과 시스템은 그 본질에 있어서 

디자인과 구별되며 과정에 있어서 앞서는 

단계이다. 페나(pena)는 한사코 

프로그래밍 (programming)과 디자인을 떼어 

놓으려 하며 존스(Jones)는 이 둘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표현해 주고 있다.

'디자인의 방법론은 근본적으로 논리적인 

분석과 창조적인 사고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을 

해소하려는 수단이다. 상상력은 여하한 질서 

체계나 어떠한 시간 중에도 문제의 모든 국면 

사이를 자유로이 왕래하지 않으면 충분히 

작용할 수 없는 반면, 논리적 분석은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순서를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실패하는 어려움이 있다• 디자인이 

성취되려면 두 가지 사고가 동시에 진전되도록 

하는 방법을 써야 한다. 지금의 방법은 오직 

개인의 의지력 하나만으로 논리와 상상력, 

문제와 해결을 분리시키려는 데 주로 의존하고 

있어 이들의 실패는 대체로 이러한 과정을 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 별개로 진행하고자 하는 

어려움의 탓으로 돌릴 수 있다•따라서 체계적 

디자인은 근본적으로 내면적 수단보다는 

외면적 수단에 의해서 논리와 상상력을 

분리시키려는 수단이다:

C.I.P.는 이성과 직관이 팽팽하게 

균제(均斉)를 취할 때, 제대로의 과정을 갖게 

된다. 디자이너가 분별력이나 분석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CLP•의 문제가 총체적으로 

논리적이며 체계적인 과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규모가 비대해진 문제를 

다룰 때는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내야만 하는 것이다. 개인이거나 소수의 

디자이너들이 C丄P.를 전담했을 경우,대부분은 . 

총체적인 문제성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고다만 

개인적인 조형 사고 방식을 반복하여 

적용시켜 주고 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개념의 틀

슈미텔(Schmittd)은 디자인의 본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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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셉트 리얼리제이션(Concept: 

Realization)이라는 표현으로 요약하여 이를 

자신이 만든 책 이름으로 사용했는데, 이는 

아주 명쾌한 지적이었다. C.I.P.는 개념을 

세우고 이를 현실 위에 올려 놓는 작업이다. 

우리는 자신의 작품이거나 그의 과정에 대해서 

적합한 설명을 못하는데, 이제까지 이것은 

어느 정도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 왔다. 하나의 

작품은 영감을 품은 자신의 내부에서 잉태되어 

알 수 없는 경로를 통해 완성되므로 자신마저 

어떻게 감지할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상식을 벗어난 핑계가 되었다. 지각 

심리학은 우리의 시각 경험에 대해서 상당한 

뒷 조사를 해 놓았다• 설리반(Sullivan)이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계명을 남겼듯이 

아른하임(Amheim)은 “형태는 개념을 

따른다”는 계명을 남겼다.

정확한 개념이 있고그것이 디자이너의 

외면으로 표출되어야 한다. 시작의 반은 개념을 

세우는 데 몰두하여야 하며 나머지는 이를 

위해서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C.LP의 

정도(正道)이다. 아마도 디자이너라면 

누구나가 이 개념의 문제에 봉착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는 

창조의 빛은 오직 확실한 이해 속에서만 흘러 

나온다. 평범하고 게으른 디자이너는 똑같은 

작품을 계속 반복적으로 적용시켜 줄 뿐, 

거기에는 어떠한 창조적 행위가 개입된 것은 

아니다. 멍청한 디자이너는 식품 회사나 건설 

회사를 대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선입견을 그리게 된다. 지명도가 높고 그래서 

다양한 작품을 만든 디자이너의 경우에도 

그것이 단지 변형되고 이채롭게 각색된 

자신만의 고정 관념을 보여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아른하임은 

처메이예프(Chermayeff)의 맨허턴 은행 심볼을 

훌륭한 본보기로 들어, 그를 대신하여 다음과 

같은 학자다운 해설을 불여 주었다.

“내부의 사각형과 외부의 팔각형이 집중하는 

대칭형을 구성하고, 침착, 밀집 그리고 

연대감을 전달한다. 침략에 대항하는 요새처럼 

닫혀 있고 변화와 시대 변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작은 기념비는 평행인 곧바른 가장자리와 

간단한 각들에 한정된 힘센 토막들로구성된다. 

동시에 이 심볼은 필요한 생동감과 목표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모가 난 단위들은 

모양을 바꾸지 않고 안정되고 방향없는 틀 

속에 한정된다• 대립적 운동들은 서로를 

보충하여 전체적으로 생생한 평온을 가져오거나 

모여서 꾸준히,억제된 모터의 회전으로 화한다. 

더 나아가서,네 성분들은 전체에 딱 

들어맞으나 동시에 각자의 충실성을 유지하며, 

따라서 요소들이 솔선해서 이룬 다양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요소들의 개별성은 전체에 

있어서 위치상의 차이에 제한되어 있다•더 

나아가서 이 도형은 네 요소들과 관계헤서 

쓸모있게 모호하다• 모퉁이가 짤려진 직각 

토막으로 본다면, 네 요소들은 벽돌처럼 잘 

들어맞는다 대칭적인 네 프리즘으로 보면 

이들은 서로 중복되어 결합하고 있다. 인접하는 

요소들 간의 미묘한 균형과 협동적 제휴에 

의한 상호 작용은 더 나아가서 내부 조직의 

성질을 예시한다二

아른하임의 생생한 해설은 처메이예프의 

개념을 대변해 주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복합적인 내용들을 간단없이 소화해 

냈던 것이다. 그는 모빌(Mobil)사에서 한번 더 

솜씨를 발휘했었는데 유감스럽게도 이에 대한 

찬사는 우리 주위에서 들을 수 없다 IBM, 

ABC, 웨스팅 하우스(Westinghouse) 등의 

심볼을 만든 랜드(Rand)는 자신의 구상이 • 

공책 위에 명확히 서술되지 않고서는 좀처럼 

붓을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맨허턴 은행의 심볼은 한국 외환 은행의 

그것과 밀접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 나는 개념의 

차용에서보다,복잡스러워진 형태에 실망을 

느낀다• 간결 명료는 심볼의 생명이다.

불가(佛家)에서는 “네 마음이 곧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디자이너에게 더욱 적절한 금언이 될 것 같다. 

한 디자인은 한 디자이너의 마음이며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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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과 x|z|(Sensation & Perception)

하나의 작품이 온전한 자세로 우리에게 

접근해 올 때, 이는 지각(perception)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런 원칙을 갖지 

않고 접근할 때는 감각(sensation)에 묶여 

버린다.우리의 작품들이 지각적이기 보다는 

감각적인 성향이 지배적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할 때가 되었다. 확실한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자극적이며 변태적인 방법을 찾는 것은 

디자이너의 무능과 무책임을 나타낼 뿐이다. 

나는 여기에서 자신이 학교에 다닐 때 

저질렀던 과오를 보여주고자 하며, 또한 요사이 

상당한 무관심 속에서 유통되고 있는 사례들을 

몇 가지 곁들였다• 이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며 어느 사이 엔가 우리의 디자인 환경에 

함께 휩쓸려 있는 병적인 유행인 것이다. 

디자이너가 한글을 사용할 때에는 형태론적인 

바탕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그것이 한 

사회적인 약속 기호의 체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또한 문자는 문화재에 속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획의 흐름을 

거스른다거나 생략하게 되면 그것은 보편적인 

기호 체계에서 독자적인 암호로 바뀌게 된다. 

이러한 과오들은 우리의 교육이 피상적이고 

불성실한 데 그 주된 원인이 있다.

감각과 지각에 대한 문제는 미묘한 차이를 

두고 디자이너의 통찰력을 반영한다. 

브라운(BRAUN)과 마쯔다(MAZDA)의 심볼은 

같은 곳에서 출발하여 서로가 다른 결과에 

이른 대표적인 예의 한 쌍이다• 양쪽의 

디자이너들은 제각기 다섯 개의 자모에 

착안하였고 그 중심 자모인 A와 Z에 

주목했는데 그 방향이 반대였었다 BRAUN은 

A에 적절한 자부심을 불어 넣어 중심의 

축으로 삼으면서 집중력을 가지게 했다. 

반면 MAZDA는 Z의 날카로운 사선을 

강조하여 속도감을 불어 넣으려고 했다. 

BRAUN이 적극적이며 지각적인 반면, 

MAZDA는 소극적이며 자극적이다• 탁월한 

디자이너는 지각에 호소하며 시원치 않은 

디자이너는 자극에 호소한다.

미와 윤리(Aesthetics & Ethics)

디자이너의 윤리적 책임은 사회와 교육에 

있어서 모두가 무관심하다. 나는 앞에서 

랜드의 전문가적 기질에 찬사를 보냈지만 그의 

IBM과 웨스팅 하우스외 로고(logo)에는 

전적으로 그럴 수 없다. IBM의 심볼은 확실히 

그 체계적인 적용안이 완벽하다. 주도 

면밀하게 검토된 적용안은 가히 보석에 

가깝다. 그러나 그 속셈에는 당황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완벽한 음모가 있다.

미리口T0 
곈곌곙뱀뱁뱅 
丑宣냄윔置書 
号M듿된될用 
司롄렘回言뤼

대림 티이프 훼이스

럭키

brRur

而返国宜图
마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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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에서 도사리고 M에서 숨기고 있는 IBM의

IBM
IBM

IBM을 만화화한 것

시 
엑손

저의는 무엇인가? 그리고 랜드는 어쩌자고 이 

음모에 가담한 것인가? 밑에 곁들인 만화는 

내가 IBM의 심볼을 볼 때마다 느끼는 

상상도이 다.

랜드와 더불어 디자이너의 윤리적 책임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으로, 로오위(Loewy)를 들 

수 있다. 로오위는 그의 작품에 앞서 디자이너가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는지의 실례를 유감없이 

보여준 사람이다. 그의 활동은 만능인으로서의 

자질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쉘(Shell)과 

IH의 심볼은 오늘날에도 싱싱한 생명력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20년 전에 만들어진 

엑손(EXXON)의 심볼에 이르러서는 거의 

정신적인 충격을 유발시킨다. 두 개의 X자는 

서로 합쳐서 무섭게 가로 걸린 십자가로 

변했으며 잘 별러진 칼날이 되었다. 이 끔찍한 

심볼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당장에 항복을 

받아 낸다. 이 마미아단의 심볼같은 형상은 

너무나 위협적이고 비정해서 어떻게 눈길을 

돌릴 수가 없다. 이 심볼은 눈길이 닿을 

적마다 상대를 향해 엄포를 준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렇지 않으면 두 번 죽을 

것이다!”

나는 우리의 C.LP•작품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런 공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랜드와 로2위를 끌어 들인 것이다. 한 기업의 

심볼에 대해서 내가 윤리적인 비난을 퍼붓는 

것은 자신이 속한 디자인계를 비난하는 

경우가 된다.

이와는 달리 평범한 수평선을 마련하여 

자연스러운 상태로 환원한 심볼의 예를, 우리는 

3M에서 볼 수 있다. 어떤 동기와 목적에서 

3M이 이같은 결심을 했는지 나는 모르며 또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다만 그들이 택한 

새로운 심볼은 우리를 괴롭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좋다고 말한다. 자신의 인지도를 

지속시키고 확대하기 위해서 남을 위협하고 

자극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또한 

디자이너는 기업의 앞잡이가 되어 이런 일을 

도와서도 안된다. 3M의 심볼 교체는 우리의

3"

3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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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가콜라

□ m m 匚口
□ □□□

CLP• 경향과 좋은 대조가 된다. 우리는 대다수가 

3M과는 반대로 자극적이며 감각적인 곳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것이 정도가 심하면 시각 

공해가 된다. 또한 이에 대한 대부분의 책임은 

디자이너가 져야 한다. 자신의 타당성있는 

미학적 역량을 가지지 못한 디자이너는 

솔선하여 궤도를 이탈하게 된다.

이미지와 망상(Image & Illusion)

CLP.는 기업의 이미지를 설정하여 이를 

사회 속에 심는 지침서이다• 기업의 이미지는 

막연하게 그 사회 속에 흩어져 있다. 

디자이너는 기업과 함께 이 이미지를 건강하게 

유지시키려고 노력하며, 기업의 이미지는 

대중의 손에 들어 있다. CLP의 소비자는 

대중이다.

우리가 만든 심볼은 대중의 시선이 한 번씩 

스칠 적마다 어떤 소비 관계를 맺게 되는 

셈이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 기업가와 

디자이너는 이런 소비 관계를 무시하고 있는 

수가 많다. 기업인은 대부분이 한결같은 

요구 사항을 적어서 디자이너에게 준다. 

거기에는, 우리는 날로 발전할 것이며, 

대내적으로는 인화 단결하여 험난한 세파를 

헤쳐 나갈 것이라는 기약과 맹세가 들어 있다. 

그러나 설사 이러한 맹세가 완벽하게 표현된 

심볼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문제가 된다. 

대중은 하루 종일 서로가 앞을 다투어 발전할 

것이라는 호소를 귀가 따갑도록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일방적이지도 않은 횡포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각 공해의 기준표를 만들어 

채점한다면 몇 개의 CLP.가 합격선에 들 수 

있을 것인가?

기업이 간절히 바라는, 발전하는 자신의 

모습은 독특하고 진지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기업의 발전은 사회가 만든다. 

기업과 디자이너는 우둔한 경로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더구나 사회는 늘 기업에 앞서 

발전한다. 이것은 정상적인 것이다. 때문에 

최고의 CLP•는 대중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대중에 있어서 그 기업은 무엇인가? 기업의 

이미지는 대중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러한 질문에 기본적인 배려를 하여야 한다. 

훌륭한 사람이란 자신이 훌륭하다고 떠들지 

않고 오직 훌륭한 일만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때문에 흘륭한 정치가란 없다. 정치가는 

누구나가 이미 훌륭함의 기준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일이다. 대중은 정치가 아니라 

정치가에게 실망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은 자신의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하지만, 

그것이 시대 착오적이고 독단적일 경우, 대중은 

실망의 대답으로 망상Elusion)을 갖게 된다.

지오메트릭 마인드(Geometric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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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콜라(Coca C시a)는 상황에 따라 가로의 

비율을 융통성있게 변화시켜 적용할 수 있는 

심볼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심볼이라기 

보다는 상표에 가깝다. 스위스의 가구 회사인 

G+G+Kutter는 가로와 세로로 모두 

변화시킬 수 있는 심볼을 가지고 있다. 

캐나다의 네온 광고 회사인 크라우드(Claude)는 

사선으로 지워진 여러 개의 요소를 심볼로 

삼고 있다

여기에서 이들을 택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이들이 어떤 모범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다만, 융통성과 변화를 심볼에 

도입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CIP•매뉴얼들이 

하나같이 심볼의 제작도를 위한 그리드 

스트럭쳐(grid structure)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한다. 그리드는 필요없을 수도 

있으며, 심볼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때가 있다. 하나의 

그리드를 향하는 것은 수렴의 상태를 따르는 

것이며 단일성을 환경에 적용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환경은 점차로 동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세태를 이해하고 융통성있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드는 심볼의 평면적 분석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심볼은 그리드를 

배경으로 하여 전체적인 구성 관계를 나타내 

주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리드가 

심볼을 한정적인 상태로 위축시키고 있다. 

작도법은 심볼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심볼은 

작도법이나 그리드에서 원칙적으로 

자유스러워야 한다• 시대적인 여건은 

평면적이고 기하학적인 곳에서 다양하고 

동적인 곳으로 움직이고 있다. 기업의 심볼은 

마땅히 이러한 시대적 전달 방법들을 고려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TV의 보급률은 전국적으로 

상당히 높아졌으며, 여기에 소비하는 시간도 

엄청나게 늘어났다. 전국민이 하루에 몇 

시간씩은 TV를 시청한다• 또한 상당한 

기업들이 TV광고의 이용도에 비해 

시각적 특질을 심볼 등의 기본 요소에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어린이를 

위한 제과 회사들은 아마도 TV광고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라고 여길 수 있는데, 이 

다이나믹한 매체를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도구로 연구한 혼적이 없어 보인다. 만약에 

이 다이나믹한 매체가 그 기업의 대사회적인 

창구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 

C.I.P의 전체를 이 매체에게 투입해도 손해 

볼 일은 없다• 지금까지는 C.I.P의 매체를 

종이와 간판에 한정시켜 구상하였다• 그러나 

TV를 이용하는 기업은 반드시 TV 매체편이 

있어야 하며 더불어 음향 매체편이 있어야 

한다. 벙어리로 TV 광고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어째서인지는 몰라도 우리는 이 그리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심볼 사인과 추상 (simb이 sign & abstract)

피아트(FIAT)는 자동차 회사이고 CCA는 

컨테이너 운송 회사이다•우리는 이들에 대해서 

적합한 대우를 못하고 있다. 그것은 가치 

기준이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안목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훌륭한 심볼을 만들지 못한다• 피아트는 

옆으로 비켜선 네개의 상자에 이름을 담았으며 

CCA는 이중의 시각 변이를 일으키는 상자에 

자신의 이름을 담았다. 얼핏 보아 이들은 

대수로운 것이 없으며 지나치게 평범해 보인다. 

그러나 이들은 누구나가 받아들일 수 있는 

추상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우리는 실제에 있어서 사인과 심볼을 

구별하여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그리고 

심볼에는 추상(abstrac) 작업이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잘못이다• 훌륭한 심볼은 탁월한 추상화 작업의 

소산이다• 그것이 사실이거나 현실을 떠난, 어떤 

상태를 지칭하기 때문에 추상을 멀리 해서는 

안된다. 또한 우리가 디자인 작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추상의 단계는 이미 한정되어 있다.

추상은 현대 미술의 어떤 이해하기 어려운 

성격이 아니다. 추상은 평범한 우리의 사고 

습성이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듣고 보는 

모든 것들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변화가 

많으므로, 인간은 이런 것들을 어떻해 해서든지 

구별할 수 있는 묘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외계에 대한 탐색과 판단력은 스스로 

추상력을 키우고 있다• 지금은 교복이 없어져서 

다행이지만, 낯선 사람들은 모두가 같은 

복장에 같은 머리 모양을 한 같은 또래의 

학생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를 모른다 

그러나 어느 한 학생은 그으! 친구들이나 

엄마에게 쉽사리 구별된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며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제삼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매우 

신기한 일이다. 그 학생의 엄마는 고만고만한 

또래 속에서도 냉큼 자식을 알아낸다. 

엄마는 한 데 어울린 학생들의 하나 같은 

복장이나 머리 모양에는 마음을 쓰지 않는다 

엄마는 그의 자식이 평소에 의기 소침해 있는 

편이라든가 늘 모자를 눌러 쓰고 다닌다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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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남모르는 어떤 단서들을 가지고 쉽게 

자식을 찾아낸다• 그리고 엄마가 가지고 있는 

이 단서들이야말로 그 학생의 기본적인특성을 

대표하고 있으며, 이러한 단서들의 총체가 

추상의 본질을 이룬다.

추상은 대상의 특질을 파악하여 그것들만을 

결합시키는 작업이다• 신문에서 자주 인용되는 

영화 배우나 정치가들의 풍자 만화 

(caricature)들은 훌륭한 추상화 들이다 

위의 삽화는 몇 개의 선으로 표현한 

죠지 워싱턴(G.Washington)이다.디자인은 

여기까지 전개되어야 하며 또한 이 선을 넘으면 

안된다• 이 선을 넘어서 죠지 워싱턴의 

이미지가 표현되면 그것은 예술적 추상으로 

변모한다•디자인은 만인의 공통 감정이거나 

공통 인식력을 떠나서는 안되며, 반면에 이 

범주에서 최대의 공통 분모를 발견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나는 피아트와 CCA의 심볼이 이 확실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크게 

동감한다• 자동차는 속도를 자진 물체이며 

운송 사업은 무엇인가를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운반해 주는 것이다• 피아트에 고지식하게 자 

자동차의 모습을 그려넣지 않아도 되며 

CCA에도 화물차가 나타나지 않아도 된다. 또한 

피아트나 CCA의 심볼들이 직접적으로 인식을 

확인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추상력에 바탕을 두고 있는 한 

걱정거리가 못된다.

디자인과 철학

사회적인 배경을 제외하면 우리의 C.LP.는 

자신의 철학을 확고하게 갖고 있지 못하다. 

앞에서 나는 마쯔다(MAZDA)를 브라운 

(BRAUN)과 비교하였는데, 여기서는 우리의 

것과 비교해 보려고 한다. 마쯔다는 그 

나름대로의 철학적 배 경이 있다.나는 

우연하게 마쯔다의 국제판 매뉴얼을 상세히 

분석해 본 적이 있는데,우리 나라에서도 아주 

심 할 정도로 도용된 부분들이 있었다. 그리고 

마쯔다의 차량 등에 적용되는 사선 캐릭터 

(character)는 무분별할 정도로 차号하고 있다. 

마쯔다의 이 캐릭터는 이미 개성을 잃고 있는 

경우였다.

그러나 정작 참고해야 할 부분은 이 

매뉴얼의 첫 장이다. 마쯔다는 C.I.P•의 기준이 

되는 원칙을 독일의 철학자에게서 인용하였다.

“Ernest Cassirer the German philosopher 

observed that “man can no longer see 

existence dlirectly” and man*s symbolic 

activities develop, existence as a physical 

and tangible thing is losing its identity：'

C.LP•는 정책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철학에 전체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 디자인 

철학이란 개념의 유희가 아니며 총체적인 

행위의 이해를 말한다.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듯이 디자이너는 대다수가 자신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모른다.

불행인지 다행인지,우리는 이제 새로운 

국면에 이르렀다•올해부터 국민 소득이 

2천불이 된다고 한다. 사회학에서는 이 때부터 

생활의 문화적인 척도를 달리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 때부터 본격적으로 

디자이너가 필요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세계적인 무대를 개척할 때도 되었다. 우리의 

디자인은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국제성을 

띠어야 한다.C丄P.는 이제 지구촌(Global 

Village)속에서 쓰여진다.국제화 시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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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C.I.P.가 갖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우리의 C.LP•는 어떠한 진로를 택할 수 있는 

것인가?

잃어버린 고향

나는 우리가 전통적인 유산을 되찾아야 하며, 

이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디자인은 이미 국제 양식 （International 

Style）의 가마속으로 융해된 지가 오래이며, 

때문에 이것은 구태의연한 망상에 불과하다는 

지론이 있다•그리고 디자인에는 국적이 없으며 

개인적인 취향이 섞여서는 안된다고 한다. 

여기에는 지역적인 취향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나는 이에 대해서 다른 전제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통과 전승은 그 의미가 

다르다. 전통은 정신적인 유산을 뜻한다. 

우리는 교과서에서 말하듯이 유구한 전통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남대문이나 

고려청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어 받을 만한 생활의 지혜를 뜻한다. 우리의 

조상들은 다른 나라의 조상들처럼 본받을 

만한 슬기와 그렇지 못한 습성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슬기들은 오늘에 적합한 

것들이 있고, 지리적으로 유효한 것들이 있으며 

세계적인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 

우리는 지금,어떻게 돌아가는지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시기에 살고 있으며,우리의 

지혜는 단편적이며 간헐적인 모습을 하고

. 있다. 우리의 20세기는 군사와 정치 그리고 

경제의 세기이다. 우리는 대학에서 철학과 

영문학을 전공하더라도 반 이상이 기업에 

들어가서 세법을 맡거나 신용장을 검토하는 

시기에 살고 있다• 칸트나 세익스피어는 한 때 

즐거운 토론의 대상들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경제학자들 마저 세상이 

불투명함을 실토하고 있다.「불확실성의 

시대」는 경제학자가 쓴 시대의 고백서이다. 

우리는 불확실한 세계 질서에 휩쓸려 있다.

이 혼란의 저쪽에 우리의 고향이 있다. 전통은 

역사의 눈이다.그것은 개인을 넘어서며 시간을 

넘어선다• 우리는 이 튼튼한 눈을 나누어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눈은 자유를 준다 전통은 

살아 있는 통찰력이다.

앞에서,나는 그리드（grid）와 코카콜라（Coca 

Cola）의 어떤 측면을 지적하였다• 이들을 다시 

살펴 보면, 전통은 우리에게 길을 준다.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 심볼을 제작하고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의 규약을 만들어 여기에 

적용시킨다• 심볼은 규격에 맞아야 하며 

작도법에 의해서 재생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심볼은 인간적인 

행위의 한 소산이다• 전통은 인간의 행위가 

어떠해야 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 심볼은 

자유를 가지고 독특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인간적인 품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서구적인 기준은 이를 잊고 있다심볼은 

확실한 내용을 전달한 다음에는 즉시 사라져 

버려야만 하는, 빈 접시이어야 된다고 그들은 

고집하고 있다. 우리의 전통은 이러한 형편을 

도울 수 있다. 우리의 눈은 두 개이다. 세상을 

볼 때 어느 쪽 눈으로 보아야 하는가를 묻는 

것은 현명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정상적이지 

못한 질문이다.

전통은 혼란을 지나 넓은 들을 보여준다. 

심볼은 그 기본적인 역할을 마치고도 유유히 

배회할 수 있으며, 맛을 풍길 수도 있다.

CLP•는 그것이 프로그램이든 시스템이든, 

전통과 대면하지 않는 한 그 의미를 잃는다. 

우리의 C.LP•는 서구의 시스템을 표방한, 

서구적이지 못한 시스템이며, 산발적으로 

각색된,시스템이 아닌 시스템이다• 전통은 

주체성이며 자각이다.

이제 조용히 자신의 이름을 물어 볼 때가 

되었다.

지평선

디자인의 가치가 보편성으로만 

편중되어서는 안된다.오늘의 디자인은 

독자성을 고양시킬 수 있어야 한다. 사회의 

시대적인 제약성 때문에 디자인은 보편적인 

것에 매달려 왔다• 모든 삶은 유일하며 

독특하다• 디자인은 이를 따른다. 개성과 

독자성은 구별된다• 야나끼는 일찌기 우리의 

전통이 가지고 있는 특질과 우수성에 대해서 

예리한 관심을 표명했었다•그의 견해가 모두 

지당한 것은 아닐 것이다•그러나 그는 우리에 

대해서,우리가 알거나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나는 이 글의 

끝에 그의 이야기를 다소 길게 인용하려 한다. 

그것은, 그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우리의 

비밀스런 보물들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 

디자인이나 CLP에 그의 충고가 반영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무관심과 무지의 탓이다 

중국의 것은 우리가 기다리든 기다리지 

않든, 언제나 저편에서 다가온다• 조선의 것은 

이편에서 찾든 찾지 않든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나날이 쓰는 기물 （器物）로서는 후자 쪽이 

더 바람직하다. 조용하고 소극적이므로 함께 

마음 편히 지 낼 수가 있다. 함께 지내 보면 

점점 더 떠나기 어려운 느낌이 인다. 항상 

기다리고 있는 풍정（風精）이 마음을 끈다. 

보지 않을 때라도 말없이 기다리고 있다.

조용한 기물은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는다. 

방안이 언제나 조용해 진다.

“목공품 중에서 어느 나라 것을 좋아 

하느냐고 묻는다면, 내 취미로 보아 서양에서는 

영국 것을,동양에서는 조선의 것이라고 

대답하고 싶다. 이제까지 보아온 목공품으로 

미루어 본다면 이 답은 굳이 나의 개인적인 

기호만은 아닌 듯한 생각이 든다.

그러나 그 좋은 점을 설명하라 하면, 영국의 

것에 대해서는 그럭저럭 대꾸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조선의 것은 좀 설명하기가 어렵다. 

오히려 설명을 초월한 데가 조선 목공품의 

좋은 점이라고 하는 편이 결국 현명한 

대답일지도 모른다. （중략）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무슨 형틀에든지 간에 낙착이 될 

것이다. 그러나 조선의 물건에서는 사람인지 

자연인지 알 수 없는 것이 일을 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도덕으로 그 좋은 점을 

설명해도 별로 뜻이 담기기 않는다. 

더 불가사의한 것이 작용하므로 도덕도 이에 

대해서는 거의 어쩔 수가 없다• 좋고 나쁘고를 

초월한 경지에서 물건이 생겨나는 것이다. 

만든다기 보다는 생겨난다고 하는 편이 더 

적절한 표현이다. （중략） 결코 개인의 

역량이나 지혜에 의지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개인은 가난할지라도 

배경이 크다. 그러므로 개인으로서는 살 수 

없는 심경에 살 수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개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까지 이룩할 

수가 있다. （중략） 거기에는 인간 이상의 것이 

보태어져 있다.그러므로 인간의 말로는 어느 

범위까지 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 불가사의한 

것이 안에 내포되어 있다.이것이 그 

아름다움의 원천이라고 여겨진다:

최 순우씨가 일전에 타계했다• 야나끼가 

한국의 공예를 극구 칭찬한 데 비해 그는 

일본의 정원이 째째하다고 했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 둘 의무가 있으며 자신의 작품에 

그 이유를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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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정보

자동차의 변천사(1884〜1984)

마이클 프렌치먼 (편집 및 종합)

이제껏 어떠한 발명도 자동차만큼 

사회를 많이 변형시킨 것은 없었다. 

자동차와 그 부품들의 제조는 세계의 

대부분의 산업화된 나라들의 경제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인 것이다•자동차는 

이와 같이 나라들의 자연 경관을 

변경시켰으며 사회적 패턴을 전환시키고 

현대 생활의 물질적 이기들을 상징하게 

되었다.그렇다면 이 모두는 어떻게 

시작된 것인가? 과연 진정한 명예가 

들라메르 드보떼빌 (Delamare 

•Deboutteville)이라는 프랑스인의 

의심스런 성공에 주어질 것인가 아니면 

독일인인 벤츠(Benz), 다임러(Daimler) 

그리고 마이바하(Maybach)에 의한 

확실한 기술적 성공에 돌아갈 것인가? 

확실히 헨리 포드(Henry Ford)는 

랜섬 올즈(Ransome Olds)와 미국의 

다른 기업가들과 마찬가지로 그 변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두각을 나타낸다.

이 보고서는 자동차 발명의 역사를 

추적해 보고 현재 진행중인 새로운 

개발에 대해 고찰해 봄으로써 자동차 

테크놀로지와 그 생산에 있어 야기될 

미래의 경항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또한 미래의 자동차 제작에 영향을 

미칠 만한 부품들과 재료 그리고 새로운 

장치들도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차 발명 이래로 대략 

1(X)여 년이란 시간이 지났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실제적인 발명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매우 의견이 분분하다• 프랑스인들은 

자동차를 처음 만든 사람이 1884년 2월12일에 

'완전한 가스 엔진과 그의 적용'이라는 

특허원과 함께 차에 그 엔진을 적용시킨 

도면을 첨부해 특허권을 얻어낸, 별로 잘 

알려지지 않은 에드와르 들라메르 드보떼빌 

(Edouard Delamare-Deboutteville)o] 었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제까지는 단지 자동차 역사 

속의 주석 (註釋)속에서나 언급되었던 이 

사실을 프랑스인들은 '프랑스 자동차 100년'의 

기념적인 사실로 여기고 있다.그러나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들라메르 드보떼빌의 자동차가 

1884년에 실제로 운전되었다는 데 대해 거의 

증거가 없음을 지적하는데, 이는 불충분한 역사 

기록들이 모순된 것이거나 또는 단지 공공 

도로 상에서 한번 실험되었던 정도였으리라 

지적한다.

今세의 젊은 나이로 들라메르 드보떼빌이 

죽은지 4년 후인 1905년에,그의 조수 

말랜딩 (Malandin)은「로우엥 (Rouen) 

산업협회지」와의 인터뷰에서 1883년에 제작된 

조명 가스로 간단히 움직이는 일종의 커다란 

삼륜차(tricycle)로 얻은 한정된 성공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비중 0605의 가솔린으로 많은 

단거리 여행을 한 차량은 초기 형태의 조악한 

기화기 (catburetor)를 통해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말랜딩은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이러한 최초의 시도 후에 

우리는 8마력짜리 실린더 2개가 달린 엔진을 

제작했는데 이것을 우리는 들라메르 

드보떼빌의 커다란 마차에 고정시켰다, 이 

기계는 몽그리몽＜Mont-Grimont)에 있는 우리 

공장에서 운전되었으나 중속도로 실험되는 

도중에 불행히도 몸체(Chassis)가 압력을 받아 

장치의 일부가 부서져 버렸다 우리는 그 

엔진을 단단한 기초대 위에 올려 놓았으며… 

우리의 연구는 이 고정된 엔진으로

계속되었다二

들라메르 드보떼빌의 주인공 역에 대항하여 

실제로 모든 나라는 내연 기관에 의한 세계 

최초의 자동차를 만들었다는 영예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즉, 

1884년에 이미 많은 승용차들이 증기 엔진과 

같은 외연 기관에 의해 움직이도록 제작 

되고 있었으며,대서양을 양쪽으로 영국과 

유럽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작동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스위스는 1805년과 1813년 사이에 

'유전기 피스톤(voltaic piston)，에 의해 

움직이는 조악한 전차를 실험한 

아이작 드 리바츠(Isaac de Riva가를 자랑했다. 

이것은 석탄 가스가 전기 스파크에 의해 

점화되는 긴 실린더를 갖고 있으며 폭발로 인해 

실린더 내의 무거운 자유 피스톤이 들어 

올려지는 것이었다• 이 피스톤이 내려올 때,그 

덩어리가 축에 작동하는 제동기와 

피대(pulley)를 작동시키는데, 이는 운전 장치가 

없고 배기 밸브가 페달에 의해 

개폐되어 야 했으므로 이 발명품의 

유용성은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자동차 발명을 위한 유럽 여러 나라의 

노력은 꾸준히 계속되었다.

증기 기관보다 더 싸게

그 당시 브리톤 사뮤엘 브라운(Briton Samuel 

Brown)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2개의 

실린더가 있는 제동 레버 엔진(rocking-beam 

engine)으로부터 89리터의 용량을 가진 

꼴사나운 '가스와 진공을 이용한'운반체를 조정 

하여 런던 근처에 있는 슈터스 힐(Shooter's Hill) 

을 1826년에 올라갔다. 그의 엔진은 증기로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비쌌기 때문에 실패했던 

것 같다.

좀더 성공적인 자동차가 쟝 죠셉 에띠엔느 

르노아르(Jean-Joseph Etienne Lenoir)에 의해 

1862년과 1863년에 만들어졌다는데,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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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89션 팬하드 & 레베소사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Hippolyte Panhard의 여행을 위해 사용되었다.

2 . 르노사에서 제작한 베스타. 이 원형은 022의 

공기역학적 끌림계수를 얻는 데 성공했으며, 1갤론당 

79마일을 갈 수 있다.

3 .피아트(Rat)사의 자동 생산 체제는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준다.

4 .경량의 디젤 엔진 중의 하나가 뿌조 S.A(Peugeot 

S.A)에 의해 개발되었匚卜. 이 엔진群은 탈보트 호라이존 

디젤(Talbot Horizon Diesel). 뿌조의 디첼 305와 

205에, 그리고 시트로엥사의 BX와 Visa 디젤에 

설치되었다. 성능 면에 있어서 동일한 출력의 가솔린 

엔진과 매우 비슷하며 오히려 연료를 더 절약한다.

5 . 애크조 코팅사는 자동차 수리에 있어 색상을 100% 

매치시키는 데 성공했다.

톱니 모양의 걸쇠들을 맞물리게 하는 

피니언(Pinions) 톱니바퀴들을 운반하는 교차 

굴대(cross shaft)에 연결된 2개의 속도 벨트로 

구성된 것이다.

다임러의 엔진들은 소방 펌프에서부터 

원시적 범선과 모터 보트에까지 모든 것에 

설치되었다• 수요가 너무 많아서 다임러와 그의 

조수 마이바하(Maybach)는 보다 큰 공장으로 

건물을 옮겼는데, 그 곳에서 마이바하는 새로운 

2중 동력 장치를 개발해냈다.

565 “급의 최초의 '고속도' 자동차 동력 

장치인 다임러의 엔진은 아찔할 만큼

파리에 사는 벨기에인으로 증기 기관과는 달리 

압축력없이 작동되는 가스 엔진을 특허냈다. 

한 논평가는 그 결과에 대해 “평범했지만 

효과적이었다”고 말했다. 즉, 르노아르는 1863년 

10월에 파리에서 죠인빌-르-퐁(Joinville-le-pont) 

까지를 왕복하는 18km의 주행에 성공했다.

그는 “가는 데 한시간 반, 오는 데 한시간 

반이 걸렸다”고 기술했는데,그 자동차는 너무 

무거웠다. 즉,그것은 매우 무거운 속도 조절 

바퀴(flywheel)로 1분당 100번을 회전하도록 

개선된 1.5마력의 엔진이었다.

르노아르의 자동차는 실험적 의도 이상의 

어떤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 차에 대한 

소식을 들은 러시아 황제 알렉산더 2세는 

그것을 구입해 뻬쩨르부르크(St.Petersburg)로 

보냈고 그 후 거기에서 그것은 사라져버렸다. 

그 당시 계약 관계를 기록한 서류가 1905년에 

빛을 보게 됨에 따라 다시 기억 속에 되살아 

났지만,르노아르 자동차의 어떠한 자취도 

발견되지는 못했다.

어쨌든 르노아르의 자동차는 동력이 

부족하고 너무 무거운 기계 고안물이었다. 내연 

기관이 출현한 이후 첫번째의 진정한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는 위대한기술적 성공은 파이프식 

프레임으로 만들어진 자전거의 발명에서였다. 

그 발명으로 야기된 기술은 가장 성공적인 

초기 자동차 제작가였던 칼 벤츠(Carl Benz)로 

하여금 가볍고 강한 운송체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가볍고 강해야 

한다는 두 가지의 기본 범주는 자동차의 

성능을 높여 주었으며 그 시대의 나쁜 도로 

사정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었다.

독일의 만하임 (Mannheim)에 근거한 벤츠 

(Benz)는 1885년과 1886년에 그의 최초의 

자동차를 만들었다• 그는 종전과 같이 마차의 

개념에서 따온 것이 아닌 엔진 샤시(Chassis), 

트랜스미션(transmission:변속 장치)과 같이 

처음부터 완전한 모터 차량을 디자인해 

냄으로써 그가 얼마나 모든 다른 경험에서 

앞섰는지를 입증했다• 이것은 후미에 3개의 

바퀴 달린 샤시에 고정된 단일 실린더 엔진을 

가졌는데, 이는 평평한 가죽 피대에 의해 

바퀴를 회전시키는 것이었다.

엔진이 약 3/4마력밖에 개선되지 않았다해도 

벤츠는 회전 속도 조절 바퀴가 수평적으로 

회전되도록 그 옆에 그것을 놓았다•그가 

우려했던 것은 수직 회전 속도 조절 바퀴 

(venical flywheel)의 회전 운동 효과가 그 

자동차의 조정을 어긋나게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캔스태트(Cannstatt) 온천지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작업하던 

다임러 (Daimler)는 자동차의 제작보다는 

간단하고 완비된 '세계적인 동력의 근원'을 

개발하는 데 보다 더 홍미를 갖고 있었다. 

1885년 그는 조잡한 세발 자전거 테스트에서 

그의 엔진 출력을 입증하면서,그 다음 해에는 

부드럽게 개조된 사륜 쌍두마차에 좀더 강력한 

엔진을 적용했는데,그것은 동력 장치의 단일 

실린더가 차의 바닥을 통해 튀어 나온 

것이었다• 즉,그것은 뒷바퀴의 바퀴살에 조여진 

630 rpm으로 회전할 수 있었으며 무게에 비한 

동력의 비율이 대단히 높았다.그 얼마 후 

마이바하는 그 엔진을 사용해 강철 바퀴의 

자동차를 디자인했는데,이는 1889년 파리 

박람회에 선보여졌던 벤츠만큼이나 발전된 또 

한번의 계획이었다.

1887년 말에 다임러의 프랑스 중개인인 

에드와르드 세라징 (Edouard Sarazin)이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가 죽자 그의 젊은 

미망인인 루이즈(Louise)가 사업을 물려 받아 

운영했다• 그녀는 르네 팬하드(Rene Panhard)와 

함께 파리 변두리인 이브리(Ivry)에서 

엔지니어링에 声사하던 40대 중반의 

에밀리 레베소。mile Levassor)와 합작했다. 

그들은 이미 프랑스에 선적 예정인 첫번째 벤츠 

자동차를 조립했다• 현재 다임러 엔진을 위한 

모든 중개권은 그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라징의 미망인은 그들이 판 모든 

엔진에 대해 수수료를 받고 있었다J890년에 

루이즈 세라징이 레베소와 재혼한 후 

팬하드 & 레베소(Panhard & Levassor)사는 

다임러의 동력 장치를 판매하는 것은 물론 

제작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팬하드 & 레베소는 단지 목재와 

금속재로 작동하는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해 이 다임러 엔진을 사용했으며,4대의 

서폴렛 증기 삼륜차(Serpollet steam tricycle)를 

제작한 회사인 발렌티니 (Valentigney)에서도 이 

엔진을 뿌조(Peugeot) 자동차에 설치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았다•에밀리 레바소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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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틀라이브 다임러(Gottlieb Daimler)는 미래에 

있어 내연 기관의 역할을 이미 확신하고 있던 

아멘드 뿌조(Armand Peugeot)를 만나기 위해 

나임러 자동차로 발렌티니까지 여행했었다.

팬하드 & 레베소는 다임러 엔진으로 뿌조를 

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한 반면 그 댓가로 

그들이 차량 제조 회사로 진출하는 것을 결코 

막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었다.1891 년 

초기까지 두 회사는 판매될 완전한 자동차를 

제공하고 있었다.

프랑스의 주도적 역할

확실히 지속적인 생산 체제에 의한 최초의 

실용적인 자동차는 독일에서 만들어졌지만 

2년 이상이 지나도록 그가 단 한대의 유일한 다임러(D리mler)의 자동차는 1893년 시카고 세계 박람회에서 선을 보였다.

판매를 한 데 대해 벤츠 자신이 안타깝게 

말했듯이 “독일 전역에는 한 명의 구매자도 

없었다二 그의 첫번째 고객은 그의 중개인이 된 

프랑스 사람, 에밀리 로저(Emile Roger)였다.

프랑스인들은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훨씬 

빨리 새로운 교통 수단을 받아들였다. 팔려진 

최초의 팬하드& 레베소의 차는 M베르랭드 

(M.Vedande)라는 사람에게 18이년 초에 

보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최초의 뿌조차는 

리용의 에딘느(M.Edine)라는 한 개인 소유자의 

손에 인계되었다.

팬하드 & 레베소사는 재빨리 자동차의 

원형적인 형태를 수립했는데, 엔진은 슬라이딩 

기어 트랜스미션(sliding gear transmission｝을 

통해 운전되며 자동차 덮개 밑 앞부분에 

위치되었다. (이는 선반의 역학적 구조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다.)뿌조는 엔진이 후미에 

위치되는 다른 방법을 따랐다.

판매량에 있어서 양 회사는 서로 비슷한 

경쟁을 벌였는데, 1892년에 팬하드 & 레베소사는 

15대를 팔았고뿌조는 18대를 팔았다. 

1893년에는 양사의 총합이 37:35였으며 

18%년에는 41:40으로 팔려 나갔다.

두 회사 모두 독일의 뛰어난 선구자들을 

앞지르는 성공을 거두었던 것이다. 벤츠가 

그의 첫번째 4륜 자동차인 빅토리。KVikt이ia)로 

구매자들을 매혹시키기 시작했을 때인 

1893년에 실제적으로 구매 동기를 

지닌 제품을 얻기 시작한 반면,그의 경쟁자로서 

다투었던 다임 러는 얼마 동안 사실상의 휴지 

상태에 처해 있었다그는 단지 일시적 성공을 

거두었던 경량차인 벨로(Velo)를 18%년에 

도입함으로써 심각한 결과를 얻었을 뿐이었다. 

1895년에 만든 135대의 벤츠차 중에서 62대는 

벨로(Velo)였고 36대는 빅토리아(Viktoria)였다. 

그 나머 지는 웨곤(wagon)과 합승차와 같은 

다양한 큰 모델들이었다.

이미 독일과 프랑스, 양국의 주도적인 자동차 

생산에 있어 본질적 차이는 명백해졌다• 성공을 

거둔 독일의 선구적 두 회사는 기초 

디자인을 바꾸기를 꺼려했고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서서히 진보될 수밖에 없었다. 

반면에 프랑스는 진보를 환영했을 뿐만 

아니라 18%년부터는 자동차 경주에 

참여함으로써 실제적으로 가속화되 었다.

일찌기 1892년 아멘드뿌조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나는 처음에 

바퀴에 대해 당황해 했었다.고무로 덮여진 

바퀴들은 매우 유혹적이었고 또한 차의 

메커니즘을 보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좋았고 게다가 그것은 소음을 현저히 줄여 

주었다.그러나 자갈길을 견뎌낼 수 있을지가 

의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그해 9월에 장기간 테스트를 

실시했다. 이에 대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450km를 여행했는데, 그 바퀴는 

완전하게 작용했다•윤활유를 급유하기 위해 

정차한 것까지 포함해서 평균 시간당 

17km였다•고무 바퀴의 사용은 실제로 차의 

소음을 줄여주었다…: 같은 시기에 행해진 

뿌조의 또 다른 실험은 샤시에 견고하게 

조립하는 대신 스프링상에 엔진이 

유동적이도록 위치시키는 것이었다• 이것은 

다임러의 빌헬름 마이바하에 의해 창안된 그 

시대에 앞선 훌륭한 착상이었다.

그패야 비로소 다른 나라들은 자동차 

시대로 들어서는 미숙한 첫 단계를 밟고 있는 

중이었다.

즈 미국에서는 18%년 초에 삼륜차를 제작한 

오하이오시의 램버트(W.Lambert)가 앨른타운 

(Allentown)의 헨리 내디 (Henry Nadig)에 의해 

추격당하고 있었다. 결국 양자는 서로 

망해버리는 결과만 빚게 된 모험을 한 것이다. 

1893년 매사츄세츠 스프링필드(Springfield)의 

찰스 듀리에 (Charles Duryea)와 프랭크 듀리에 

(Frank Duryea) 형제가 만든 최초의 자동차는 

소규모의 생산 체제 하에서 18%년 선구적으로 

영국에 수출을 함으로써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같은 해에 33세의 헨리 포드(Henry Ford)라는 

엔지니어는 디트로이트에 있는 그의 집 뒤 

헛간에서 작은 4륜차를 제작했다 이것은 

브레이크와 같은 기본적인 장비가 갖추어져 

있지는 않았지만 그 도시에서 두 번째로 말이 

끌지 않는 차였으며, 이는 젊은 포드가 에디슨 

조명회사(Edison Illuminating Co.)라는 직장을 

뛰쳐 나오게 할만큼 충분히 잘 작동됨으로써 

그로 하여금 자동차 엔지니어로서의 출발을 

하게 했다. 그 사륜차가 첫 운행을 

시작한지 7년 후에 포드는 포드 자동차 회사 

(Ford Motor Co.)를 설립하였다.

유럽의 차량들은 이미 미국 시장에 

시험적으로 잠식해 들어오고 있었다. 즉, 

빌헬름 마이바하의 형은 뉴욕의 스타인웨이 

피아노(Steinway Piano)사에서 일했으며, 

스타인웨이는 1응88년 그 자신이 직접 새로운 

엔진을 조사하기 위해 다임러 공장을 방문한 

바 있는데,이것이 바로 다임러 자동차회사 

(Dimler Motor Co.)의 미국 지사를 설립하고 

1891년부터 스타인웨이가 죽은 1896년까지 

코네티컷주의 하트포드(Hartford)에서 복제 

생산하에 다임러 엔진을 생산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

L8마력의 다임러 자동차는 다임러 엔진에 

의해 가동되는 발전 설비,보트, 기차와 함께 

1893년 시카고 국제박람회에서 선보여졌다. 

그리고 불과 얼마 후에 에밀리 로저는 뉴욕으로 

벤츠 자동차를 선적했다.

기반의 확립

벤츠와 다임러는 별도로 하더라도 기술적 

진보는 급속도로 가속화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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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자동차 공업은 '지능을 갖춘' 로보트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匚卜.

1896년 르망(LeMans)의 레온볼레(Leon BollSe)는 납품하기 위해 상당한 양이 만들어졌다.

드 디옹의 삼륜차는 자동차를 대중 보급화 

하는 데는 어려운 요인이 있었다. 그렇지만 

자동차 생산에 대한 빠른 파급 효과는 

구시대의 종말에 이르러 드 디옹에 의해 

만들어진 일종의 과시욕에 의해 생겨난 것이다.

-David B니rgess Wise-

자동차 테크놀로지 : 

새로운 발전과 미래의 경향

그 자신이 보이츄렛(Voiturette)이라 이름 붙인 

작고 빠른 2인승의 자동차를 소개했다. 이것은 

공기를 넣은 타이어를 가진 최초의 자동차였다. 

(이 자동차는 전체적으로 별도의 버팀 장치가 

없었으므로 한 단계 진보하고 한 단계 후회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자동차 산업은 지금까지의 지지부진한 발전 

단계를 벗어나 제발로 설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자동차 산업은 자신의 분야에 대한 전문지를 

소유하게 되었다. 즉, 최초의 자동차 잡지인 

rLa Locomotion Automobile jo] 18%년 12 월에 

프랑스에서 발간되었으며, 그 후로 1895년 

영국의「The Autocar」가, 그리고 미국의 Horsel 

—ess Age」와「The Motorcycle」이 발간된것이다.

게다가 새로운 산업은 발전 도상에 있었다. 

내연 기관에 의해 추진되는 자동차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었으며, 이러한 자가 

추진 차량은 기차와 자전거같은 초기의 다른 

운송 매체들이 불러 일으켰던 분위기와 같이 

자본가들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한 가능성이 

있었다. 다시 말해 실제적인 대량 생산 체제는 

헨리 포드가 시카고 도살장의 컨베이어 

시스템에서 영감을 받아 자동차 산업에 최초의 

이동 생산 체제를 생각해 냈을 때야 비로소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대거 

참여하였던 것이다.

이들 초기 생산업체들은 그들이 설립했던 

산업에 확신을 갖고 있었다.프랑스의 가장 

오래된 자동차 생산 회사는 드 디옹 보우통 

(De Dion Bouton)인데, 이 회사는 1880년대 

초기의 삼륜 증기차의 생산으로 되돌아갔다. 

그들의 첫번째 성공적인 고속 가솔린 엔진은 

1895년에 첫선을 보였는데, 이것은 드 디옹 

자체의 생산과는 별도로 다른 생산업체들에게

2번의 연료 위기와 세계적인 경제 불황은 

유럽의 자동차 산업을 고도의 생산적인 궤도로 

올려 놓았다• 컴퓨터의 도움,오토메이션과 

디자인 혁신과 같은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시 장을 지배 하게 되 었다.브리티시 레이랜드 

자동차사(British Leyland Cars)의 한 중역은 

“현재는 새로운 과학인 CAD에 모든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고 전하면서 “1990년대를 위한 

모든 가능성은 엔지니어의 상상력에 의해서만 

제한될 것이다”라고 한 바 있다.

전자공학, 발전된 새로운 재료, 하이 

테크놀로지에 의한 동력 장치들과 생산 체제에 

있어 자동화 수준의 양적인 발전 등은 자동차의 

효율성, 안전성 그리고 장치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진보를 이룩하는 데 지대한 역할들을 

수행할 것이다.

현재 유럽에서 전륜 구동형 (front-wheel 

drive)으로의 경향이 꾸준한 속도로 파급됨에 

따라(1973년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자동차 

생산의 44%이던 것이 1983년에는 70%로 

증가되고 있다) 보다 발전되고 복잡한 

서스펜션 장치의 개발이 가속화되어 왔으며, 

전륜 구동형 생산 모델에서 최근 야기되고 

있는 연구 과제는 정확한 바퀴 조절성에 놓여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중에 있다.

생산에 있어 가장 최근에 개발된 견인 

장치는 접착성 결합에 의한 임계 미끄럼 차동 

장치 (viscous-coupling limited-slip different al) 라 

할 수 있다. 이것은 훼르그송(Ferguson)의 

디자인에 따라 GKN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 

유니트 장치는 전통적인 임계 미끄럼 차동 

장치의 거친 기계적 채용과 그에 관련된 조절 

효과 등을 제거해 준다. 이 장치는 주행 

검사장과 자동차 랠리(rally ： 규정된 

평균 속도로 공로에서 행해지는 장거리 경주) 

에서 폭넓게 테스트됨으로써,새로운 130-bhp 

터보 추진식 포드 에스코트(turbocharged Ford 

Escort)의 터 보 RS (Turbo RS) 표준 장치 가 

되었다. 작동의 유연성은 별문제로 하고 

훼르그송의 장치가 지니는 중요한 잇점은 

축소된 사이즈에 있는데, 이것은 현존하는 차동 

장치의 몸체 내에 고정될 수 있게 해준다. 그 

디자인은 기어의 주전원적 배열(epicycle 

arrangement : 중심이 다른 큰 원의 원주 위를 

회전하는 작은 원의 배열)에 입각해 있다. 

좌우의 구동 굴대는 전단 응력(shear)에 있어서 

실리콘 액체(silicon fluid)를 이용하는 2등분된 

연결 장치와 연결된다•특히 형태를 갖춘 

디스크(disc)들은 액체 상태 속에서 각기 다른 

것과 그 장치의 접촉 영역 각기 절반과 

결합된다• 이 배열은 액체의 전단 응력에 대한 

저항을 증가시키고 그래서 디스크의 상대적 

속도에 비례해 미끄러짐을 줄인다.

IRVW3

울프스 부르크(Wolfsburg)에 있는 폭스바겐 

(Volkswagen)은 전륜 구동형 제타 세단 

(front-drive Jetta Sedan)방식에 기초한 진보된 

시험 자동차인 IRVW 3를 개발해 냈다 그것은 

175 bhp 1.8 리터의 동력이 증가된 엔진으로 

차량에 동력을 공급하는데, 이는 에어 서스펜션 

(air suspension)을 자동적으로 조정한다.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미끄럼 방지 장치는 

바퀴 회전을 감소시키는데,그 효과로 VW의 

미끄럼 방지 장치는 그것이 노면에서 유용한 

총 견인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엔진의 회전 

모멘트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임계 미끄럼 차동 장치와 매우 유사하다.

그 장치는 각기의 앞바퀴에 대해 2차적인 

독립된 브레이크 캘리퍼스(brake calipers)를 

사용한다. 전기 펌프와 빨리 작동하는 밸브에 

의해 운행되는 압축된 수력은 컴퓨터에 의해 

작동되는 캘리퍼스(브레이크의 내경에서 

양각으로 견인력을 작용시키는 차동 장치)에 

연결된다• 거기에는 나비꼴의 조절판과 연결된 

기계적 연결 장치뿐만 아니라 오른쪽 뒷바퀴와 

각 앞바퀴에 대한 속도계 (accelerometer)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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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22마일 이하의 속도에서 바퀴에 

미끄러짐을 야기시키는 초과된 힘은 컴퓨터에 

의해 감지된다• 계속적으로 컴퓨터는 운전되지 

않은 뒷바퀴 하나와 각 앞바퀴의 속도를 

비교한다• 따라서 이 두 가지의 값이 다를 때, 

이것은 돌아가는 바퀴의 균형이 복원될 때까지 

서행되도록 보조 수압 장치로 밸브를 

작동시킨다• 그러므로 모든 회전 모멘트가 

차동 장치를 통해 다른 바퀴로 적용되는데, 

만일 두 바퀴 모두가 돌지 않는다면 바퀴 

회전이 그칠 때까지 엔진의 회전 모멘트를 

줄이기 위해 그 장치는 조절 계기판상에서 

뒤로 위치하게 된다.

IRVW 3은 또한 전기적으로 조절되는 새로운 

차대받이 장치를 변화시킨다. 그 장치는 전륜 

구동형 세단을 특징지우는 과도한 하중 변화를 

절충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제거시킨다. 

그것은 경량차에서 안락한 탑승을 위해 

유연하게 작동되는 차대받이 장치를 제공하며, 

운행 제한을 통해 소음없이 단단한 차대받이 

장치가 하중을 전달할 수 있게 해준다. 

로터스(Lotus)에 의해 개발된 컴퓨터가 완전히 

조절하는 차대받이 장치와 비교할 때, 

폭스바겐의 노력의 결과는 보다 단순하며 

미국의 포드 EAS와 개념에 있어 유사하다. 

전기에 의해 조절되는 에어 서스펜션은오늘날의 

링컨 콘티넨탈(Lincoln Continental)과 

마크 VD에 적용되었다.

재래식의 강철 스프링보다 약 30〜40% 더 

유연한 비율을 허락하는 그러한 새로운 

장치는 기존의 차에 쉽게 적용시킬 수 있으며 

낮은 빈도의 진동감을 얻을 수 있다. 높이 

감지기는 각기 앞쪽의 모서리와 뒷쪽 굴대 

위에 위치하며,컴퓨터 계기상에 입력을 

제공하기 위해 자기 감응 장치를 기계적 

연결없이 사용했다• 이러한 선형 신호 방법은 

자동차를 탑승할 때 서스펜션의 진동수를 

측정하는 다이나믹 시그널(dynamic signal)에 

따라 작성된다. 상하 운동들은 내장된 

시계판에 의해 계산된다•또한 컴퓨터에서 

분석된 자료는 공기 스프링의 압력을 밀어 

올리거나 필요할 때 밸브를 열어 압력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전기 펌프를 작동시킨다.

IRVW 洛 폐쇄 회로 조절 장치를 

사용하는데, 이는 개방 회로식인 포드사의 

장치가 수행하는 것보다 압축 펌프의 출력이 

훨씬 낮아도 되며 또한 더 빨리 반응한다• 거친 

지형 위에서 지면의 여유는 약 L6인치 가량 

스위치 작동으로 높아지며, 시속 37마일 이상의 

속도에서는 자동적으로 차체가 정상으로 

되돌아 간다.

기체역학적 저항 계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지난 해에는 다소 주줌했었다. 보다 새로운 

진보적인 접근 방법이 르노(Renault), 폭스바겐 

(Volkswagen), 박스흘(Vauxhall), 오펠(Opel)에 

의해 지배되는 큰 시장에서 채택되고 있는데 

이들은 현재의소유자를 및 과거의 소유자들에게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새로운 형태의개발에 

있어 다소 조심성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즉, 

그들은 시장 조사를 통해, 패밀리 카(family car) 

시장에 있어 여러 계층의 구매자들에게는 그들 

나름대로의 받아들일 만한 외형,운전의 용이성 

그리고 편리성 등과 같은 보이지 않은 성향을 

갖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소형화 추세는 운행 속도에서 보다 

안락하고 소음이 적은 세련된 더 작은 자동차에 

대한 열망을 야기시켰다• 이 방면에 있어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가 채택한 

하나의 기술적 혁신은 탈결합된 플로어 팬 

(decoupled floor pan)으로 알려진 것이라 

할수 있다. 이것은 진동 장치(rocker)의 

바닥면의 압축 방식과 조립된 구조 등의 

배열 방식 모두에 있어 기본적인 변화를 

내포한다. 이것은 더욱 작은 정도의 바닥면과 

진동 장치간에 보다 유동적인 운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 소음관 진동의 거칠음을 감소 

시킨 것이었다. 대부분 몸체에서 압착 도구에 

의해 접혀 올라간 바닥 모서리는 단단하고 

복잡한 곡률로 작아져서 진동 장치 밖에 

용접된다. GM의 디자인에 있어서 차의 

문지방의 단면은 단 두 부분으로 형성되는데, 

문턱 옆에 용접되어 바닥면 위에 단순히 

돌려진 플랜지出ange)는 높은 진동 운동의 더 

큰 자유를 허락한다. 1920년대에 

웨이만(Weymann)이 개발해 냈던 유동적인 

차체처럼 이것은 휨 하중을 줄이고 내부에 

소음을 증가시킴 없이 좀더 가볍고 효율적인 

구조를 허용한다.

엔진 개발 분야에서 디젤은 세라믹 재료의 

새로운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 현재 제작되고 

있는 포드, 오펠 르노 그리고 폭스바겐의 

차들은 엔진이 작동하는 한 사이클 동안 

그것이 유용하게 작동되도록 전환시키는 냉각 

장치와 배기 장치를 통해 열을 발산하는 

(그것은 연료로부터 발산되는 총 에너지의 

60%가 된다) 단열 엔진으로 움직여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소실의 뜨거운 표면 위를 세라믹으로 

코팅하면 냉각 장치로부터 엔진의 작동 부위를 

차단시키고 높아진 온도를 견딜 만큼 충분한 

물리적 힘을 지닌 물질을 제공한다. 이미 

세라믹으로 제작된 실린더 라이너(cylinder 

liner), 피스톤 캡(piston caps), 방전 

플러그(glow Aug), 캠 종동부(cam followers) 

등을 사용하는 시험 엔진이 내구성과 효율성에 

대한 폭넓은 테스트를 거치고 있다. 재료의 

두께는 세라믹으로 전체를 성형한 부품들에 

대해 얇은 스프레이 분무식 코팅 방법으로 약 

0.04〜0.25인치까지 적용 방법에 따라 변한다.

기존의 생산 과정으로는 그 투자 범위가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플라스틱은 가까운 

미래에도 강철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몇몇의 열의있는 

생산업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계속하고 있으며 또한 몇몇 관심을 

갖고 있는 새로운 회사들이 신재료들의 

잠재성을 실험하기 위해 설립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하웰(Harwell)에 있는 유명한 

공학 연구소는 현재 영국 기업 노조가 

요구하는 것을 위해 새로운 플라스틱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는 루카스 CAV 

(Lucas CAV), 퍼킨스(Perkins), 리카르도(Ricardo) 
그리고 롤스로이스(Rolls-Royce) 등이 포함된다.

재료 그 자체는 베이어(Bayer),ICI,그리고 

듀퐁(Du Pont)사와 같은 큰 회사들에 의해 

거의 생산되는데, 가장 최신의 개발은 제너럴 

일렉트릭 플라스틱스(General Electric 

Plastics)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오스틴 마에스트로(Austin Maestro)와 

몬테고(Montege)사는 자신의 자동차 

범퍼 재료로서 베이어사가 제작한 새로운 

폴리에스터 재료를 사용하고 있다. 폴리부틸렌 

텔 레 프탈레 이 트(polybutyene terephthalate: 

PBT)라 부르는 이것은 생산 과정 중 페인트 

도장실의 고온(150〜180℃ )과 수리 도장실의 

낮은 온도(100℃ 厝 견딜 수 있다.

—Geoffrey Howard—

노르웨이인들은 어떻게 바닷물을 

자동차로 바꾸었는가?

당신이 바다에서 해수욕을 한 차례 할 때면, 

당신은 바로 미래의 자동차를 위한 물질 속에 

빠져들고 있는 자신을 보게된다. 즉, 정제 

과정을 거친 보통의 바닷물 한 통 속에는 

2파운드—가 넘는 마그네슘 금속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자동차 생산에 

있어서 점차 사용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경량 

물질 중의 하나이다. 1970년대의 에너지 

위기와 그 결과로 야기된 가솔린 가격의 

전세계적인 상승으로 인해 자동차 생산업계는 

그들의 자동차들이 중량＞1] 있어 보다 경량이고 

연료를 절약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만 하는 

필연성에 직면해 왔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금속 합금재, 합성 플라스틱, 또는 세라믹이든 

간에 새로운 경량 물질이 현재 자동차 생산에 

사용되고 있는 강철에 대한 대체재로 

교체되려면, 강도, 안전성 그리고 품질을 

보장할 수 있어야만 한다. 야금학의 연구와 

발전은 오늘날의 자동차와 미래의 그것에 있어 

중량 절감의 핵심 분야가 되어 왔다. 

노르웨이의 누라冃 하이드로(Nor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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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사는 자동차 생산에 있어 마그네슘의 

역할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데 밀접한 관련을 

맺어 온 회사이다. 마그네슘은 바닷물, 또는 

칼륨(potasshim) 공장에서 폐기되는 염수제품 

혹은 돌로마이트(dolomite : 백운석) 원석에서 

추출될 수 있다.

노弓스二Z 하이드로사의 마그네슘 전문가인 

쟝 볼스테드0an Bolstad)에 따르면 그 금속의 

보다 확대된 사용 여부는 전세계에 걸친 

자동차산업에 있어 중요한 도전이라고 전하고 

있다. 세계 마그네슘 협의회(World Magnesium 

Conference)의 의장으로서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우리의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잘못 

이해되어선 안될 것이다. 즉, 경량이면서 

풍부하게 공급할 수 있고 손쉬운 구조성과 

가공성을 통해 전체 자동차 생산에 적용 

가능한 성능을 지닌 마그네슘의 고유한 특성은 

미래의 자동차에 있어 증가된 양적 수요를 

위한 최적의 물질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그 

부분을 위해 마그네슘 산업은 자동차 산업의 

요구에 반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물질의 

미래의 사용에 있어 자동차 생산업체들이 그 

실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볼보 자동차사(Volvo Car Corporation)의 

경량 부품 프로젝트 2000(LCP200아은 

볼스테드(Bolstad)에 의해 제시된 그 영역을 

확대시키고 있다. 이것은 바로 진보된 

테크놀로지, 디자인 그리고 재료의 발전을 

위한 일종의 국제적인 연구 프로젝트인 

것이다

볼보의 LCP2000 자동차

스웨덴의 볼보사는 디자이너들에게 그들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엔지니어링상의 혁신을 표명하기 위해 

1979년에 이 계획을 추진시켰다.

볼보사는 현재 LCP2000 자동차를 생산해 

내고 있는데, 그 중 일부는 미래를 위해 

디자인이 이룩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세계의 도로 위를 굴러 다니고 있다. 

LCP200O은 자동차의 생산, 사용, 그리고 

서비스 체제까지를 망라하는 이른바 토탈 

에너지 절약 개념의 자동차인 것이다. 그것은 

폐기된 자동차의 재순환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LCP2000은 오늘날의 일반 승용차의 약 절반에 

달하는 에너지 절약형의 자동차이다. 그것의 

총 순수 중량은 일반 자동차가 830kg인데 

비해 645kg이다. LCP200O은 볼보사의 전혀 

새로운 모델로서가 아니라 일종의 실험적 

성격으로 미래의 자동차 생산에 통합될 양상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그 근본 취지가 或는 

것이다.

노르웨이에는 재료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볼보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일해 오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 중 한 회사가 

바로 노己스3 하이드로사인 것이다. 

마그네슘은 알미루늄보다 1/3가량 가벼우며, 

LCP200O은 다음과 같은 마그네슘의 실제적 

부품 수를 통합시킨 것이다 바퀴, 보조 프레임, 

변속 장치의 하우징, 핸들 박스 그리고 엔진의 

다기관과 엔진 몸체 등등. 따라서 거기에는 총 

중량의 7%밖에 차지하지 않는 5이唔의 

마그네슘 합금들이 차체에 놓여져 있다.

현재 논의중인 마그네슘의 기적

마그네슘은 오랫 동안 여러 곳에서 사용되어 

왔으며,특히 2차 대전 이래 서독에서 상당히 

사용되어 왔다• 예를 들어 폭스바겐사는 

，딱정벌레차'의 크랭크실(crankcase)과 기타 

다른 부품을 위해 매년 40,000미터톤의 

마그네슘을 사용하고 있었다.

마그네슘은 우선 기존의 편견을 극복해야만 

하고 그것의 사용이 가격 면에서도 유용하다는 

사실을 보여야만 한다. 즉, 우리가 지니고 있는 

무의식 속에는 그것은 현란한 백열 불꽃을 

내는 얇은 마그네슘 조각으로밖에 기억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실질적인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있어서도 적절히 취급되지 않으면 

상당히 부식되기 쉽다.

자동차가 구성하고 있는 많은 양의 

마그네슘이 잠재적인 화재의 위험성을 

지닌다는 두려움 때문에 노르스크 

하이드로사는 폭스바겐사의 딱정 벌레 차를 

구입해 불을 질러보는 테스트를 해보았다. 

그 실험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 주었다. 

비록 마그네슘이 차내에 내장된 시이트 커버, 

고무 그리고 플라스틱과 같은 다른 인화성 

물질에 비해 450k라는 낮은 발화점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그 인화 물질들이 오히려 

마그네슘보다 훨씬 이전에 발화되는 것이었다. 

바로 이 점은 마그네슘이 어떠한 잠재적 화재 

사고의 주된 요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마그네슘을 이용하자”라는 메시지는 

세계의 많은 부분의 자동차 생산업체에 

파급되고 있는 중이다. 그 금속은 이미 포르쉐, 

다임러一벤츠, 새브一스캐니어, BMW, 

오디 (Audi), 혼다, 도요다, 제너럴 모터스와 

더불어 볼보 폭스바겐사 등과 같은 각 

기업체에 의해 증가하는 추세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중량 절감의 명확한 예는 바퀴에 사용되는 

강철을 마JL네슘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포르쉐 

자동차에 있어 강철 바퀴의 중량은 마그네슘 

바퀴가 5.5kg인데 반해 11kg이나 나간다. 

현저한 중량 절감은 크랭크실, 트랜스미션 

그리고 차체의 보조 프레임과 같은 기타 주요 

부품에 있어서의적용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볼스테드가 지적한 바와 같이 

마그네슘의 잇점은 단지 이와 같은중량 절감에 

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생산 사이클을 

주목해 보아야만 한다. 마그네슘의 다이케스팅 

(die casting ： 수압을 사용한 주형 주조 방법)과 

알루미늄과 같은 다른 합금들의 그것을 비교해 

보면 그것은 기존의 강철 주조 방법이나 

도가니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효용성을 

갖고 있다”고 볼스테드는 말하고 있다. 

마그네슘은 주형이 내구성을 갖기 때문에 

이용에 있어 보다 저렴하다. 주조된 

마그네슘은 물과 같은 압력하에서 밀어올려질 

수 있는데, 이것은 마그네슘이 곧바로 

고속도의 힘을 받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그렇게 되면 자동 열처리실에서 강철 

다이케스팅으로 가공된다. 이러한 과정은 

폐기물을 감소시키며 주형과 보조 장치의 

유지에 보다 적은 비용이 들게 한다.

자동차에는 알루미늄의 열처리실 케스팅 

방법으로는 쉽게 제작될 수 없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의 부품들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부품도 마그네슘을 사용하면 제작될 수 있다. 

즉, 바꾸어 말하면 마그네슘을 사용하면 형태, 

크기 그리고 케스팅 속도, 디자인상의 제약점 

및 한계 조건이 적어진다. 또한 그것은 기계 

처리되기에 가장 용이한 구조적 금속 중의 

하나이자 절단 도구 산업을 위한 참고 

기준이라 할 수 있다. 마그네슘은 기계 

가공상에 있어서 알루미늄보다 힘이 적게 

들고 연강보다는 6.3배나 적은 힘이 소요되는 

장점을 지닌다.

오늘날 서방 세계의 총 마그네슘 생산량은 

약 200,000미터톤이며, 미시간 주에 있는 도우 

케미컬 (Dow Chemical Co.)은 가장 큰 

생산업체라 할 수 있다. 노르스크 하이드로사는 

노르웨이의 폴스그룬(Porsgrunn) 에 있는 자체 

공장에서 세계 공급량의 약 25%를 생산하고 

있다. 이 회사는 현재 세계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회사이며, 80,000미터톤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누 己스，하이드로사의 쟝 볼스테드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만일 오늘날 전세계의 

2천만대의 차들이 각기 1kg의 

마그네슘만 사용한다고 해도 수요는 현재 

세계의 생산 능력을 50%나 초과하는 일년에 

거의 3000,000미터톤에 달하게 된다. 그러나 

볼스테드나 볼보 자동차사의 마그네슘 

전문가들은 미래의 자동차에 있어서 30kg에 

달하는 마그네슘이 사용되리라고 예견하고 있다. 

그러한 소비 추세는 마그네슘 개발 산업에 

있어선 혁명이 필요할 만큼 위협적인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마그네슘 개발 업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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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 LCP2000 자동차를 위해 노르스크 하이드로사의 

재료를 사용한 마그네슘 부품들.

지구의 2/3가 넘는 표면이 바닷물로 뒤덮여져 

있다는 사실을 계산에 넣을 것이다. 즉, 바닷물 

자체가 바로 엄청난 양의 자동차인 것이다.

—Micha이 Frenchman—

재료 전쟁은 미래의 자동차를 가스 

터빈 방식으로 이끌어 갈지도 

모른다.

자동차 산업에 있어 역학적이고 전자적인 

기술의 발달은 별문제로 하고 오늘날의 주요 

쟁점은 차체 중량과 부식 작용에 대한 문제에 

놓여져 있다. 자동차는 평균 乃% 이상이 

철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주로 

합금과 탄소강의 성분으로 구성된다. 나머지는 

플라스틱이 5%, 합섬 직물이 4%, 알루미늄이 

3% 그리고 페인트와 기타 도장재가 2%를 

차지한다.

열경화성 플라스틱과 폴리카보네이트는 더욱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중이다. 범퍼 또는 

자동차 후미 부분과 같이 손상되기 쉽고 자주 

교체되어야 하는 부분은 플라스틱과 같은 

재료로 구성된다. PSA의 베라(Vera), 볼보사의 

LCP2000, 오펠사의 시티카(City Car) 등과 같은 

거의 새로운 개념의 모든 차들은 중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완전히 플라스틱 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게다가 전동 장치의 열실( hot chamber) 

주조를 위한 새로운 금속 합금으로서 

마그네슘의 이용이 증가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마그네슘과 고강도 수지 합성물은 금속 

프레스판과 기타 부품의 대체물로서 고려되고 

있는 중이다. 더욱 더 많은 연구가 차체의 

내외부를 보호하기 위해 개선된 도장 및 

코팅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엔진까지도 

세라믹을 포함한 새로운 소재로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다. 부식은 자동차 산업이 과제로 

다루어야 할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인 

것이다.

독일계 한 회사로서, 네덜란드의 

아른헴(Amhei#에 위치한 다국적 기업인 

애크조 (Akzo) 사의 도장 담당 계열 회사인 

애크조 코팅사는 유럽 내에서 도장과 코팅 

분야에 있어 선구적 위치를 점유해 오고 있다. 

이 회사는 현재 자동차 산업에 있어 코팅 

분야의 대량공급 업체 중의 하나이며, 

미국, 극동, 남아메리카에 강력한 발판을 

구축하고 있다. 애크조 코팅사의 부사장인 

푸레드 드 종(Fred J.M. De Jong)은 전체 

연구 개발비 지출의 1乃을 자동차 코팅 산업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히고 았다. 가장 최근의 

혁신 중의 하나는, 이른바 경제성, 생태학 

그리고 에너지라는 '3E，를 보장하기 위한 

자동차 산업을 위해 개발된 100% 점화 

표면제이다.

종전에 있어 도장(painting)은 용제와 같은 

화학 성분 때문에 도장재 생산 업체와 사용자 

모두에게 구질구질한 분야가 되어 왔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정화 코팅 방식은 현재 

노동력과 오염을 줄이고 있으며, 그것은 또한 

용제의 방출을 줄이기 위한 어떠한 기술적인 

사전 지식도 필요치 않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 

또한 현저하다.

그것은 이미 차체의 단면 자체가 휘어짐없이 

매끈하게 처리될 수 있는 고도의 견고한 

피막성을 유지하도록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조절력은 코팅이 흘러내리는 것을 조절하며 

경화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물리적으로 

제거되어진다. 이러한 처짐 조절재는 또한 

거의 모든 유럽의 금속적 양상에 있어 고도의 

견고한 금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처짐 

조절재의 진정한 잇점은 자동화에서 

나타난다. 처짐 조절재는 자동화가 보다 쉽게 

되는 중요한 도장 시스템에 견실성을 부여한다.

“오늘날의 소비자는 아직도 외양에 사로 잡혀 

있다”고 시켄스(Sikkens)사의 새로운 기술 

분야의 매니저인 히링거 박사(Dr. Auke 

Heeringa)는 말하고 있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애크조 코팅사는 그들 자신의 연구 방향을 

외양성과 내구성에 집중시키고 있다.

외부면의 부식 방지는 마치 엔진과 그 

주요 부품에 있어서의 부식만큼이나 본질적인 

중요성을 내포하는데, 특히 세라믹 소재가 

도입되고 있는 냉각 장치에 있어선 더욱 

그렇다.

현재까지의 대부분의 발전은 디젤 엔진에서 

이루어져 왔다. 오펠사는 우주 공학의 

테크놀로지에서 그 아이디어를 빌려 왔는데, 

우주 개발에 있어 세라믹 소재는 고열판과 같은 

부분에 사용되어 오고 있었다. 즉, 우주 왕복선 

첼린저호의 세라믹 타일(ceramic tiles)이 

바로 그 예이다. 세라믹은 내연 기관의 연소실, 

실린더와 피스톤 헤드(piston head)뿐만 

아니라 실린더의 마멸 방지용 라이너(liner)와 

배기구를 코팅하기 위한 소재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

보다 높은 온도는 이에 비례하는 보다 큰 

연소, 보다 적은 열방출 그리고 보다 뛰어난 

효율성을 필요로 한다. 세라믹의 뛰어난 냉각 

효과로 인한 또 다른 잇점은 자동차 자체의 

개선된 전면의 공기 역학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오펠사는 또한 덮여진 로커 암( rocker 

arms), 태핏(tappets) 그리고.활주부와 그의 

유도체 ( guides) 같은 부분에 세라믹이 보다 

많이 사용됨으로써 마모 저항율이 증가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세라믹으로 덮여진 

부품이나 전체가 기계적으로 부품 처리된 

세라믹 부품의 생산은 아직도 과제로 남겨져 

있다.

그러나 스웨덴의 ASEA 그룹은 지난 10년 

동안 HIP 프로세스(열균형 프레싱 과정 : Hot 

Isoscatic Pressing) 에 의해 제작되는 밀집된 

세라믹 부품에 대해 주된 연구를 기울여 오고 

있다. 이미 소형 터빈식 스크류의 날개와 회전 

바퀴 그리고 기타 부품들이 만들어져 왔다.

세라믹 분말인 실리콘 질화물(silicon 

nitride)은 가소제(plasticizer: 가소성을 갖게 

하는 물질)와 혼합되며, 그것은 녹색의 분말 

혼합체를 제작하기 위해 성형된 주형으로 

사출된다. 조절된 열은 가소제를 방출시키고 

파편 형태로 된 세라믹 분말체는 제거되며, 

가스가 새지 않는 특수한 코팅으로 완전히 

밀폐된다.

그러면 그것은 일종의 고압력 용광로인 HIP 

프레스에 약 한 시간 동안 놓여지게 된다. 

아르곤 가스( argon gas)는 물체가 최종적인 

형태로 결정되는데 있어 '압착'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그 물체는 최대의 밀도와 

치수에 있어 최대 정확성을 얻게 된다. 유리 

코팅은 강하고 고도로 정확하게 성형된 

물체를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이며, 최종적인 

가공 처리가 전혀 필요치 않은 매우 합리적인 

코팅이라 할 수 있다.

ASEA 세라믹사의 한스 래커박사(Dr. 

Hans T. Larker)는 고도의 재료적 성능을 

지니는 복잡한 형태의 부품을 제작하는 데 

있어 HIP 시스템은 그 적용 범위가 점점 

확대되어 갈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미 HIP 방식에 의해 제작된 세라믹 터빈 

날개를 가진 터빈식 자동차가 볼보사에 의해 

출현되었다. 세라믹 소재의 보다 큰 이용은 

소형 가스 터빈 그리고 내부에 냉각 장치가 

필요치 않는 보다 소형의 연소 엔진과 같이 

미래에 있어 실제적인 동력 체계로서 자동차를 

새로운 세대로 이끌어 갈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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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적 안정성을 위한 볼보사의 

전략

“우리의 주된 작업들 중의 한 가지는 기술적 

발전에 입각하여 인간과 교통 환경에 적합한 

자동차를 디자인하는 것이다:'

-볼보사의 메네징 디렉터 헤컨 프리싱거 

(Hakan Frisinger)—

안전성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돌발적인 

사고를 방지하는 것으로, 이는 바로 최근에 

볼보사에 의해 제작된 760 GLE 의 역학적 

안전성이라는 컨셉틀를 두고 하는 말이라 할 

수 있다. 볼보의 760 GLE는 실제로 '안전한 

기계'인 것이다.

운전자가 정상적인 상태일 때 어느 

정도까지는 자동차가 안전할 수있다. 그것은 

상황에 대한 운전자의 반응과 그것을 감지하는 

그의 조정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는 예측할 수 있는 조건하에서 운전자가 

쉽게 반응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고 제작될 

수 있다. 볼보사가 설정한 운행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운전대와 브레이크 장치의 성격

—과대하게 취해진 가속

—노면 장애

다음에는 운전자의 반응에 도움을 주고 

전반적인 노면 장애에 대한 적응성과 안전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된 강력한 터보 교환식 

볼보/760(【urbo charged Volvo 760)에서 

보여지는 기술적 발전의 몇 가지 양상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것은 760터보에서 

도입되고 있는 전자식 회전 방지 장치이다. 

전자식 견인 장치 (ETCElectronic Traction 

Contr시)라 알려져 있는 그것은 수동식 기어 

박스를 가진 760터보에 있어 별도로 설치되며, 

폐쇄 방지 장치 (ABS:Anti-Block System)와 

결합될 수 있다.

바퀴 미끄럼의 감소

ETC는 미끄러운 노면 조건에서 운전자의 

갑작스런 과속으로 인해 자동차가 노면 

부착력을 잃게 되는 위험성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역할을 한다. 이는 위험한 상황을 

야기시키는데, 특히 차가 추월하고 있을 때는 

더욱 그렇다. 즉, 차가 안전성을 잃게 될 때 

일어나는 상황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ETC 장치는 모든 바퀴의 

회전이 멈출 때까지 단계적으로 엔진의 출력을 

일정하게 조정하며, 동시에 계기판상에 

경고등이 작동하게 되어 운전자를 주의시킨다.

맞물리는 바퀴로 구성되는 ETC의 감응 

장치를 지니고, 유도 코일은 각기의 노면

볼보의 전자식 견인 장치(ETC)의 원리 1a는 바퀴 

속도를 의미하는 전자 장치를 말하며, 1b들은 바퀴 속도

감지기들이며 2는 엔진 출력을 조절하는 장치이다.

바퀴에 부착된다. 차가 이동함에 따라 바퀴의 

맞물림 장치는 코일 내의 전류 흐름을 높인다. 

따라서 코일은 회전하고 있는 노면 바퀴에 

직접적으로 적절한 속도가 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모든 노면 바퀴상의 감응 

장치들은 신호를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조절 

장치로 보낸다. 그러면 이것은 한 쌍의 

바퀴뿐만 아니라 앞바퀴와 뒷바퀴 양자의 

속도를 비교한다.

뒷바퀴들은 앞바퀴보다 더 빨리 회전될지도 

모른다. 즉, 그것은 앞바퀴가 천천히 서행하고 

있기 때문이거나 갑작스런 가속으로인해 

바퀴 자체가 노면 부착성을 잃게 되었기 

때문이다. 만일 4개의 노면 바퀴간에 어떤 

한계 이상으로 속도의 차이가 생기면 ETC는 

곧바로 작동되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 첫째로, 거기에 미끄러질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지시 램프가 계기판에 켜진다. 이와 동시에 

조절 장치는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연료 분사 

장치를 통해 엔진의 속도를 낮추며, 

단락시키게 된다. 연료는 자동차의 속도와 

노면 바퀴의 미끄럼 정도에 따라 엔진에 

공급된다. 즉, 연료가 회전 비율을 조절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양 바퀴 모두에 균형이 

되찾아지면 연료 공급은 정상 상태로 되돌아 

간다.

ETC의 목적은 운행중인 바퀴를 최적의 

회전 상태로 유지시키는 데 있으며, 이와 

동시에 ETC는 앞바퀴 또는 뒷바퀴가 

안전성을 잃거나 또는 서로 어긋나게 됨 없이 

최대로 가속될 수 있게 해주는 데 있다.

견고하고 안전한 브레이크 장치

전기적으로 조절되는 안전 장치의 또 다른 

예는 ETC와 같이 바퀴 속도 감응 장치를 통해 

조절되는 ABC 폐쇄 방지 장치에 있다.그것은 

운전자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을 때 바퀴가 

폐쇄되는 것을 방지한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브레이크는 양호하게 작동되지만 

만일 노면이 미끄럽거나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심하게 밟을 때면 ABS는 자동적으로 작동된다.

미끄러지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자가 조정하기 

위해선, 우선 바퀴는 절대로 회전이 완전히 

멈추어서는 안된다. 즉, 바퀴는 폐쇄되어서는 

안된다. ABS는 바퀴들이 멈추고자 할 때 

자동차에 제동을 건다. ABS는 독립된 감응 

장치들을 통해 각기의 앞바퀴를 조절하며, 

그 사이 또 다른 감응 장치들이 뒷바퀴를 

조절한다.

이른바 가속시와 브레이크가 걸릴 때 

자동차의 모든 조절을 한다는 것이 볼보사의 

회사 명칭과도 같이 되어 버린「역학적 

안전상'이라는 개념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인 것이다.

충돌 조사팀의 사고 조사 활동

스웨덴 남부 괴텐버그(Gothenburg) 공장과 

한 시간 거리 이내에서 볼보 자동차와 관련된 

교통 사고가 있을 때 마다, 24시간 내내 

대기하고 있던 충돌 사고 조사반이 현장에 

투입된다.

이들은 현장에서 사고로까지 몰고 간 상황을 

분석하고, 가능한 원인의 세부 사항과 

자동차의 안전 장치 그리고 자동차에 미친 

피해 범위 등을 면밀히 분석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때때로 충돌된 자동차는 보다 자세한 

조사를 거치기 위해 볼보사의 공장으로 

예인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 피해가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얼마나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상해를 당했는가 하는 점이다.

수많은 볼보 자동차들은 볼보사의 계열 

보험회사인 '볼비아(Volvi*를 통해 보험 

계약이 되어 있다. 이 볼비아사는 차량에 대한 

피해, 운전자 또는 승객의 상해 그리고 사고 

원인에 대한 모든 충돌 사고의 자료를 전산 

처리된 자료 은행 방식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그 컴퓨터는 12,000건의 사고에 대한 

모든 자료들을 분류 분석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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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의 선구자

볼보사는 표준 규격으로 3점 . 안전 벨트를 

장치한 세계 최초의 회사이다. 그것은 또한 

'안전 간막이(safety cage)'라 할 수 있는 

승객용 보호 간막이가 일반적인 디자인으로 

채택될 수 있게 한 데 중대한 공헌을 

하였으며, 또한 안전 도어 잠금 장치, 사고시 

접혀지는 운전대축, 그리고 머리 받침대 등과 

같은 많은 디자인 안들을 소개했다

또한 볼보의 76(丛］리즈로부터 보여지는 

새롭고 보다 우아한 스타일링은 기본적으로 

볼보사의 기업 이념을 의미하는 인간一자동차 

一환경 사이의 상호 작용이라는 세 가지 

요소와 결합된 것이며, 이 모두는 다음의 가장 

중요한 두 단어로 합해진다. 즉, 그것이 바로 

'역학적 안전성'인 것이다.

전자 공학에의 기능적 접근을 

시도하는 르노사

「경기가 끝난 후 그의 골프 클럽을 짊어진 

매네 징 디렉터는 주차장으로 걸어 갔다. 그는 

주차해 놓은 그의 차앞에 멈추어 서서 나야, 

버트! "라고 말한다. 그러자 문이 열린다. 

“트렁크 좀 열어주지: 트렁크가 열려지고 그가 

그의 클럽을 트렁크 안에 넣고 트렁크 문을 

닫은 후 운전석 옆으로 가자마자 딸깍 소리가 

나며 문은 저절로 열리고 그는 승차한다. 그는 

또 다시 명령한다. “라이트를 켜라!"“시동을 

걸어라! "그러자 차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르노사는 항상 자동차 산업 내에서 

전자공학을 활용하고 개발하는 데 있어 언제나 

첨단의 기술을 지녀 왔다. 오늘날의 

전자공학은 운전자 정보와 통제 시스템의 

종합적 부분을 형성한다•'음성 인지(voice 

recognition)'와 명령은 비밀 연구소 사람들이 

만든 기발한 장치가 아니다. '음성 인지'는 

운전자에게 일을 보다 단순하게 만들어 주는 

잇점을 우리에게 준다고 르노사의 클라우드 

그라뽀떼 (Claude Grappotte)는 말하고 있다.

이 회사의 이념은 언제나 기술적인 문제 

해결로 운전자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었다. 르노사가 전자공학을 시작할 때 

기계공학의 개발에서 손을 뗀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자동차의 부품들을 통합시키기를 

원했다. 이 회사는 전자공학을 위한 전자공학에 

또는 이와 같은 유행병적인 경향에 맹목적으로 

동참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첫번째의 기능적 전자공학은 자동 기어 

박스와 르노16의 변속 장치에 이용되었다• 한편 

고성능 미국 자동차를 위해 고안된 기존의 

수압으로 조절되는 장치는 그들의 고속도 

엔진과 고주파 기어 변속 장치를 가진 유럽의 

소형 자동차에는 사용하기에 부적합함이 

입증되었다.

르노사는 1965년에 복잡한 감지기인 

'가버너( governor)'를 사용하는 전기 조절 

장치를 채택했다. 이것은 전자 수압 작동기들을 

조절했는데, 이 장치는 당시의 기술을 대표하는 

것으로 그 후 개선되었다. 얼마 후 전문화된 

장치 생산 업체들에 의해 공급된 시동과 연료 

주입을 위한 다른 전자 장치를 적용시키기 

시작했다.

1970년대에는 전자공학의 활용이 새로운 

시스템의 물결에 직면한 자동차 산업에 있어 

주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 

되었다. 다시 말해, 르노사는 기능적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을 결정했다.

르노사의 첫번째 단계는 미국내의 

벤딕스 얼라이드 컴퍼니(Bendix Allied Co.)와 

1978년에 합병 회사를 형성하는 

것이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들이 최신의 

전자공학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Societe 

Benix라는 새로운 회사에 초빙되었다.

첫번째의 실질적인 응용은 단일 위치 감지기 

및 충격 감지기와 주문된 통합 계수형 회로를 

가진 통합적 전자 점화 장치이었다. 이것은 

변속 장치와 속도 조절, 시동과 주입 등을 위해 

개선된 감지기에 의해 제공된 보다 강력한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사용에 근거하여 다른 

조작을 위한 여러 장치들이 뒤따랐다.

르노사에서 현재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새로운 시스템의 성공 여부는 메카트로닉스 

(mechatronics: 기계전자공학), 커뮤니케이션, 

시그널 프로세싱(signal processing : 신호 전달 

과정)의 3분야에 놓여져 있다• 매카트로닉스란 

자동차 산업을 위한 새롭고 기능적인 

시스템을 개발해 내기 위해 전자공학, 기계학, 

전기공학 그리고 제휴된 기술들의 가장 최근에 

조합된 것을 사용하려는 것이며, 그 목적은 

자동화된 조립에 적합하고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보조 조립 부품과 미래 

시스템을 재정의해 보는 것이다.

르노사는 더 작아진 감지기와 크게 개선된 

조절기들에 의해 특징화된,높은 수행 능력을 

지닌 전자공학에 미래를 기대한다. 운전자에 

대한 정보 장치는 정보장치, 교통 경고, 날씨 

예고 등과 같은 실제적 요구에 대해 저렴하고 

유용한 해결책으로서 앞으로 계속 개발될 

것이다.

르노사는 현재 전자 속도 프로세싱과 액체 

크리스탈 디스플레이 패널(fluid crystal 

display panels), 트랩 컴퓨터 (trip computer) 와 

상호작용을 하는 컴퓨터화된 네트웤 등을 

전망하고 있다.

전자공학은 상쾌한 드라이브에 공헌할 것이다. 

르노사는 차량의 신뢰도를 개선했으며 생산 

가격을 낮추었다. 앞으로도 계속 이같은 

접근으로 이어질 르노사는 그들 자신의 

전자공학 사용에의 기능적 접근이 증가된 

교통량과 같이 또 다른 문제를 파급시킴 

없이 오로지 운전의 자유와 즐거움을 내일의 

자동차 소유자들이 누릴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애크조 코팅사의 미래의 조명

애크조(Akzo)사는 50개 이상의 나라에서 

가동되는 세계적인 그룹이다. 이 기업은 

1983년에 DFL 150억의 총 판매량을 

기록했으며 거의 66,300명의 고용인들을 

지니고 있다.

세계에 퍼져 있는 애크조사의 활동을 

분류해 보면 그것은 다음의 5가지 생산 

지향 분야늘로 나뉘어진다.

—Akzo Salt Chemicals(애크조 염화학)

—Akzo Chemicals (애크조 화학)

—Akzo Coatings (애二코팅)

—Akzo Pharmaceuticals (애크조 제약)

—Akzo Products (애크조 소비제품)

애코조 코팅사는 세계에서 가장 큰 코팅 

회사 중의 하나이다. 그 회사는 네덜란드의 

시켄스(Sikkens), 프랑스의 애스트럴 

(Astral), 서독의 래소널(Lesonal) 등의 합병에 

의해 형성되었다 오늘날 이것은 서부 유럽, 

미국, 아프리카, 남미와 아시아 전역에 방계 

회사를 갖고 있다.

애크조 코팅사는 자동차 생산 업체들을 위해 

고광택 처리 표면에 우선되는 것으로부터 

전범위의 코팅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을 위해서도 포괄적인 방법으로 생산한다.

간단히 지울 수 없는 자동차 충돌이 있을 

때마다 페인트 수리 작업을 필요로 하게 된다. 

손상된 차량과 승용차는 손으로 다시 

스프레이되며 수리 코팅은 공장에서 생산될 

때처럼 구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기술과 자동차의 재마무리가 요구된다. 색상 

매치와 자동차 생산 업자들의 내구성에 대한 

설명 등에 맞출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연간 2,000만 대의 자동차가 생산되는 생산 

라인에서 색상의 범위는 실로 거의 셀 수 

없을 만큼 무수하다. 시켄스의 애크조 코팅사는 

자동차 수선 사업을 위해 2000가지의 색상 

농도를 구비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계의 거의 

모든 색상을 매치시킬 수 있다.

“우리는 색상 조정에 있어 우리의 혼합 

시스템으로 95%정도의 완전한 색상 매치를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즉, 조정의 마지막 5%는 스 

스프레이 전문실에서 전문가에게 맡겨진다”고 

애크조의 재마무리 제품을 위한 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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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이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운송 수단들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애크조 코팅사의 제품에 의해 도색되고 

보호되어진다.

담당하고 있는 그린 (HJGreen)은 말하고 

있다. 더 많은 자동차가 생산될수록 재수리를 

요하는 서비스 시장은 확대되고 따라서 코팅 

산업에 있어서 기술의 혁신이 있게 된다.

“코팅에 있어선 실제로 다음 두 가지의 주된 

필요 조건이 있다. 첫째는 부식에 대한 보호이며 

둘째는 실제로 좋은 외형을 얻는 것이다”라고 

시켄스의 새로운 코팅 기술 담당 관리자인 

오우크 히링거(Auke Heeringa) 박사는 

말한다. 자동차에 있어 금속 구조체의 안쪽 

면에서부터 발생하는 부식에 대한 오래 

전부터의 문제는 음이온 전기 침전 코팅 

방법 (anionic electro- deposition coatings) 을 

사용함으로써 I960년대에 대부분이 

극복되어졌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에는 

수명이 길어진 자동차를 만들 수 있게 해준 

음극 저항에 의한 방법이 뒤이어 개발됐다.

이와 동시에 용매에 담근 용제와 표면 

처리재를 위한 대체재로서의 물에 뜨는 

페인트는 개발된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의한 

강도를 얻을 수 있었다.

음극 전기 침전법은 차체 금속 표면의 

내부로 깊게 침투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특수한 표면재와의 결합은 피막재로서 양호한 

성질과 더불어 광택 표면을 제공한다”고 

히링거 박사는 설명한다.

몇몇 자동차 생산 업체들이 전기 침전의 

두꺼운 층의 용제에 만족한다 해도, 기분적으로 

유럽의 다른 업체들은 좀 더 분별력을 지니고 

있으며, 좀더 높은 질의 용제 코팅을 원하고 

있다.

애크조 코팅사에서 얻어진 해결 방법은 

매끄러운 표면에 대해 매우 정확하게 표면 

윤곽을 따라 깨끗하게 처리된 두번째 층인 

두꺼운 음극층을 갖는 것이다. 전기 침전 

용제와 수용성 표면재의 조합은 경제적이고 

생태학적인 잇점을 지닌 우수한 표면을 

생산할 수 있게 해준다. 서독과 같은 

나라에서처럼 보다 엄격한 환경적 통제력은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생산 기준을 

채택하도록 자동차 회사들을 강요하고 있다. 

독일 자동차 생산 업체와의 결합된 노력을

A
Akzo Coatings B.V. Kruisweg 855 P.O. Box 237

八 I 2130 AE Hoofddorp 
AKZO Tbl： 02503-68 122.
통해 애크조 코팅사는 수용성 표면재를 

수용할 수 있도록 특수한 도장실을 

디자인했다. 이 새로운 기술은 특수 페인트 

라인으로부터 공해 방출을 거의 제거했다.

또 다른 주요 연구 분야는 고도의 견고한 

얇은 피막에 관련되어 있다. 고강도 자동차 

피막에 대한 문제 중의 한가지는 코팅이 

실시되고 건조되고 있는 동안 수직적으로 

침전되는 강한 경향을 지니는 낮은 분자량을 

지닌 경화재의 사용에 있다.

실리카(silica), 벤톤(bentones), 폴리아미드 

(polyamides) 등과 같은 전통적인 反 침작 

촉매 (anti-sagging agent｝는 너무 많은 양을 

첨가해야 하므로 최종적인 외양은 광택이 

감소하고 형편없으므로 부적합하다.

애크조 코팅사의 해결책은 침작 조절 

촉매(SCA5)의 개발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기하학적으로 특별히 디자인된 섬세한 

결정체들이며, 대칭적인 디이 소시아네이트 

( diisocyanates)오卜 모노•민 (mono amines) 

으로 구성되어 있는 화합물인 것이다. 

이것들은 반침작촉매로서 매우 

능동적이며 게다가 그들은 최종 단계인 

건조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사라져 버리는 

성질을 갖는다. 이 SCA기술은 높은 광택, 높은 

작업률과 함께 고강도 자동차 피막을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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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정보 11

주방 설계의 디자인 요소

문 기 종 민산업디자인연구소 주임연구원

주방 환경은 인간의 생태학적 존재에 

관련된 기능들이 집중되어 홉수되는 이유로, 

오늘날에도 주거 환경 중 가장 복잡한 

공간을 형성한다. 이러한 공간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은 기본 욕구들이 문화적으로 

현저하게 변화했음을 보여준다.

관련 기술들의 높은 수준과 전문성 그리고 

더욱 중요시되는 단일 기능의 여러 가지 

설비들로 인해 주방 공간은 더욱 복잡성을 

띠게 된다.

주방 공간은 가족들이, 혹은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려고 모두 모였을 때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거실 

부분과 곧바로 연결되어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때에는 그 이상의 공간이 될 수 있다. 

이런 공간 속에서는 식사를 하는 동안에 

형식성과 서비스가 최소치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 문화 속에서는 주방은 여성들의 

권한 영역이며, 가정에서 기술적인 성격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보아 왔다. 

그러나 주방의 근본적인 기능은 음식을 

준비하기에 필요한 모든 작업과 연관되어 

있다. 가구로부터 물건을 꺼내 사용 후 

다시 제자리로 넣는 것, 야채들을 자르고 

냄비에 넣기 위해 작업대와 가열대 사이를 

움직이는 것, 필요없는 것들을 치우는 

동작들은 자동적으로 행해지는 것들이나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에너지와 시간의 

소비가 절약될 수도 있는 동작들이다. 

가구들과 설비들의 배치와 조합이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른 것이라면 이는 가능한 것이다.

주방 공간의 특징적 기능들과 크기의 체계 

합리화에 대한 연구는 앵글로 색슨 

합리주의자들의 연구에서 보여지는 열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들은 치밀하고 합리적인 

주거 환경을 위한 최소의 기능 분류 속에 

과다한 염려를 하였었다. 그러나 오늘날 

인간을 위한 공간의 분배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엄밀한 의미의 에르고노믹스

(ergonomice) 이상의 심리적이며 행동적인 

성격의 반영을 포함하는 총괄적인 주거 

환경의 수준을 이루기 위한 조건들을 

연구한다.

주방 환경의 두 번째 커다란 최근의 

변혁은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고정 설비들의 

연구에 있다.

역사적 전환, 바우하우스의 주방

1920년대에 독일에서 문을 연 저 유명한 

바우하우스는 건축과 디자인 혁신 운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들의 활동은 

대대적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들이 보여준 

소수의 주택에서 주방을 위한 해결 방법과 

같은 소수의 분야는 덜 알려져 있다.

1923년에 세워진 단독 주택의 

프로토타입인 “am Horn”이라는 집에서 

바이마르(Weimar)의 바이하우스는 

실제적으로 그들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었으며, 주거 환경 전체의 가구를 설치할 

수 있었다.

조직적이고 기본적인 구성 요소로서 

찬장의 사용으로 주도되던 전통적 해결 

방법과 차이가 있는 작업의 착수를 이룰 

수 있었다.

공간의 중앙에 있던 단순한 테이블을 

벽면쪽으로 계속된 작업대로 대치하였으며,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일의 진행에 따라 

가구들이 제작되었다.

이 해결 방법과 함께 또 하나의 커다란 

중요성은 합리적인 재료들을 사용하는 

데 있다. 그들은 장식적이며 단순한 

골동품들이 아닌 하얗게 칠을 한 나무와 

편리하고 가벼운 쇠로 된 손잡이를 

도입하였다.

바우하우스가 1926년에 데쏘(Dessau)로 

이전하면서 교수들을 위한 “MeisterhZuser”가 

세워졌다. 이 곳의 실내 건축은 거의 모두 

마르셀 브로이어(Marcel Breur)가 담당하였다. 

그는 1924년에 바우하우스의 가구 파트 

책임자가 되었으며, 데쏘에서 그의 지식과 

실질적인 재주를 테스트할 수 있는 첫번째 

진정한 기회를 가졌다. 그는 니켈 도금된 

그의 첫 스틸 튜브 의자(Wassily)로 1년 

전부터 유명해졌었다.

“am Horn”에서 실증되어진 해결 방법이 

이 곳에서 새로이 채택되었고 향상되었다. 

주방은 채색된 모듈 가구들을 사용하여 . 

기능적인 공간으로 나뉘어졌다. 처음으로 

주방의 중앙에 불을 다루는 공간과 작업을 

하는 공간을 결합하려는 시도를 했었으며, 

마르셀 브로이어는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가구를 만들어냈다. 선반으로 이루어진 

간막이는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과 준비를 

하는 공간으로 분리하였다.

“Meisterh'Auser”는 질적으로 우수한 수준의 

설계를 가능하게 하였고, 조금 뒤에 이루어진 

퇴르텐(Tbrten) 서민 지역의 주방들은 똑같은 

논리로 이루어졌으나, 더욱 더 간단해졌다. 

브로이어는 바닥을 자유로이 내주는 작업대와 

선반으로 주방을 만들었으며, 평범한 장을 

미닫이 쪽문(50년대 건축가들에 의해 다시 

사용된 요소인)으로 된 조립식 가구로 

대치하였다.

1927년 스투트가르트의 베르크분트 

(Werkbund)가 조직한 바이센호프 

(Weisse사iof)의 전시회에서 바우하우스는 

마르셀 브로이어가 전에시도했던 해 결 방법을 

적용한 두 개의 조종사 주택을 선보였다. 

주방에는 자형으로 준비대, 가열대, 개수대 

등이 배치되어 있고, 선반은 조립식 주방을 

예견하게 하는 기능적인 것으로 

구성되었으며, 밑부분과 연결된 형태로 

되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1932년의 해산은 

바우하우스에 많은 프로젝트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했다.

주방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순환

필요한 보조와 주방 공간의 분배, 특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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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바우하우스 시대의 주방

출처 : LE DIMENSIONI UMANE DELL'ABI7AZIONE (CINI BO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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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조리 가열 배선 식사 정리 세척

<그림 2> 주방 공간에서의 작업 순환

〈그림 3〉가전 제품의 사용에 필요한 최소치의 공간

코드화는 오늘날 주방에서 행해지는 

행동들의 정확한 파악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기구가 변경되거나 인간이 진화되더라도 

주방을 위한 공간의 적절한 조직에는 

선택되어진 기능들의 방법론적인 연속에서 

인간이 그 공간에서 행하는 작업 순환을 

고려하는 것이 본질적인 것이다.

그림 2의 다이아그램은 다소 복잡하고 

확대된 주방 공간에서의 작업 순환 과정을 

보여 준다.

주방에서 행해지는 작업 사이에서 

발생하는 관계

그림 5는 접촉, 이행과 결과의 고려에 

기초를 둔, 주방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사이에서 발생되는 

관계를 보여준다. 이 도표는 또한 활동들간의 

집합과 양립의 평가를 제공한다.

주방에서의 활동과 기구들간의 상호 관계

그림 6은 주방에서 개개의 활동과 거기에 

부응하는 기구들간의 상호 관계표로서 

특색과 필요성을 위해 기능적인 유사한 

환경을 보여준다.

레이아웃의 기본 원칙들

주방에 공간을 형성하는 것은 공간의 

형태와 기구들의 위치와 같이 변경을 위하여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요소들에 

얽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정에서 

가열대와 준비대가 바로 옆에 붙어 있거나, 

최소한의 거리를 두고 있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손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있다.

그리고, 충분한 공간이 허용된다면 두 개의 

물그릇이 있는 개수대를 선택할 수가 있으며, 

그 밑에 자동 식기 세척제를 넣을 수가 있다. 

일반적인 경우에 분명하고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개수대와 가열대는 연속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점이다.

냉장고의 문은 하루 중 주방에 누군가 

있을 때 많이 열려진다. 이 때 냉동된 

음식물이 녹는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수직으로 연결되어 있는 냉장고, 냉동고는 

가열대와 적당한 거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는 것이다.

공간의 규모 및 형태와 함께 이러한 

근본적인 논리적 규칙들은 주방 공간의 

합리화에 다양한 계획 안을 제시한다. 

조그마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구들과 가전제품들은 제일 긴 벽에 

길게 연결될 수 있고, 그 앞으로 식탁을 

배열할 수 있다. 흡사한 성 격은 갖고 있는 

데는 주된 두 개의 벽면을 이용하여 한쪽 

벽에 개수대와 가열기구들을 배열하고 다른 

쪽에 냉장고, 식탁, 선반류 등을 배열하여 

수직적인 사용으로 방의 구석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한다. 자연히 이러한 형의 해결 

방법을 선택할 때에는 테이블과 반대측 

벽면의 가구 사이의 공간이 동선과 행동에 

충분한 기능성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더욱 넓은 공간이 다양한 조합의 가능성 

속에서 적당한 배치를 할 수 있음은 명백한 

일이다.

I, L, U, G형이라고 불리는 설계(Scheme)들은 

주방 공간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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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자유 공간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주방 공간을 간편히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개인적인 공간을 부여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매우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면 

식당과 대중 시설의 주방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작은 규모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즉, 냉장고를 제외한 모든 

기구를 중앙에 아일랜드 형식으로 하나의 

덩어리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루어진 

주방은 모든 벽면에서 가구들의 공간 점유 

때문에 어려워 하는 일이 없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일반 구조로 설치하는 것보다 가스 

기구나 급•배수 시설을 불규칙한 방법으로 

설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모든 가전 

기구들을 사용하기 위한 최소치의 공간에 

관한 것은 그림 3에 나타나 있다. 인간의 

동작을 연구하여 책을 펴 낸 저자들과 

에르고노믹스 전문가들, 규격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서는 각각의 기구와 인간의 

행동에 대하여 조금씩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

그림 4는 기본적인 체계를 보여 주는 

보기들이 다.

스탠다드 규격, 모듈과 표준화

조립식 가구들은 공간을 수직적이든, 

수평적이든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모듈화의 

원칙에 따라 생산되어져야 한다.

아래 표는 매우 자주 사용되어 지는 

주방 가구들의 치수에 대한 일람표이다.

기 본 넓이 깊이 높 이

걸레 받이 10
장 30 60 80

45 60 80
60 60 80

선 반 90 60 80
30 60

기 둥 30 110
걸레 받이

10
장 . 45 60 215/265

60 60 215/265

＜표〉주방 가구의 치수 표준화

출처 : INTERNI ANNUAL '82 CUCINE(ELECTA)

가정 전기 제품들의 위치

조립식 모듈 주방 가구들의 사용은 삽입식 

가전 제품들의 성공을 가능하게 하였다. 

모든 전기 제품들은 단순하게 가구 사이에 

끼여 있는 것이 아니고, 주방 공간을 

균일하게 연속적인 상황으로 창조하면서 

가구 속에 완전하게 삽입되어 있다. 이러한 

혁신의 이점들은 기술적인 것보다는 형태와 

기능의 질서에 있다.

삽입식 전기 제품들은 스탠다드 규격인 

60X60X85cm의 규격으로 보급되는데, 

총체적인 시스템으로 조립된다. 식기 

세척기를 예로 들면 기계 구조 시스템은, 

전면에는 연결된 주방 가구들의 외부 재료와 

똑같은 것으로 되어 가구들의 다른 부분들에 

비해 튀어 나오지 않는다. 기계의 외부 

전면을 가구들과 같은 재료로 부착시켜 그 

두께만큼 튀어 나오는, 이른바 '판넬 

시스템'의 불편을 해소시킨다. 전자의 방법은 

쪽문의 두께가 없어지므로 걸레받이 및 정면 

선들이 없어진다. 이런 방법은 월등히 나은 

미적 우수함을 가져올 뿐 아니라 실질적이고 

기능적으로 의심할 바 없는 이첨들을 준다. 

끼워 넣는 가열대를 생각해 보면 일상적인 

가전 제품들과 연결된 작업대의 배열에서는 

어쩔 수 없는 빈 공간이 나오게 된다. 

이런 아주 작은 공간은 지저분한 것들을 

치우려 할 때 손이 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이로 떨어진 물건을 꺼내는 데도 몹시 

불편하다. 삽입식으로 작업대와 개수대, 

가열대를 같은 위치에 놓게 되면 모서리에 

부딪히는 위험이나 빈 공간에 부스러기들과 

액체 방울들이 떨어짐이 없이 어떠한 

작업도 할 수 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삽입식 가전 

제품들은 많은 필요 부품들이 연구 개발되어 

전자를 이용한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 

마이크로웨이브 가열대는 이러한 연구의 

실현품이다. 삽입식 냉장고들은 작업대 밑에 

밀어 넣거나, 냉동고와 함께 수직으로 

연결되어 기둥 형식으로 배치할 수 있다. 

삽입식 제품들의 실질적인 이점 중에는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조적 격리와 

새로운 재료들로 이루어진 기능적인 

부품들로 진동을 없애 소음이 없다는 점도 

있다 가열대 위의 냄새를 빨아들이는 캡 

또한 삽입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물빛•가스

살아 가기에 유쾌한 공간, 작업하기에 

편리한 공간, 기능적이며 바라 보기에 즐거운 

가구들, 식사 준비에 용이하고 멋있는 

기구들, 이런 것들은 주방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요소들이다. 그러나 실상은 매우 

복잡하다. 주방은 집안 전체에서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섬세한 공간이다. 바닥 아래 

겨우 몇cm 밑으로 지나가는 배관들과 설비들 

속에서 가전 기구들과 조명 기구들에 전원을 

공급하고 가스와 온•냉수를 공급한다. 

수도 설비는 거의 벽 속에 묻혀져 있고 

수도전이 연결의 마지막 부분이 되는 것이다. 

기설치된 일반적인 설비의 새로운 장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2차적인 유도로 새로운 

설비를 연결함으로써 만족할 수 있다. 

모든 설비 기구들은 청소와 검사가 용이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

주방 기구들의 배열 방법이 아일랜드식일 

경우에 수도 배관들은 벽 속의 일반 

배관으로부터 떨어져 있고, 배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가벼운 경사를 가지고 바닥을 

가로 질러야 한다. 벽면까지의 거리가 더 

커지며, 파이프 선들은 바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이 경우 바닥의 단 높임에 

신경을 써야 한다.

법규에는 가스 설비 중 계량기를 쉽게 

보이는 곳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이프와 안전 밸브는 조절하기에 용이하고, 

외부로부터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주방에서 전기의 사용은 최대이다. 

작업대와 가열대에 조명을 하는.것 이상으로 

모든 가전 제품들은 중앙 배전판에 

연결된 플러그가 필요하다. 주방의 가전 

제품들은 기능상 거의 모두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와 물의 접촉으로 생기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들과, 작은 가전 제품들 및 

조명기구들의 사용 방법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방을 설계할 때에는 좋은 성능의 

설비를 선택하는 것과 훌륭하게 설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각각의 플러그와 

스위치의 위치에 대해 주의 깊게 연구해야 

한다

플러그는 물로 부터 떨어져 있는 것이 

좋으며 가전제품의 사용빈도가 높은 

장소로부터 가능한 가깝게 설치되어야 한다.

스위치는 조리대를 위한 조명 기구들의 

스위치는 필요한 공간에 용이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위치에 알맞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마감 재료

어떤 주방을 원하는가를 생각하기 시작한 

때부터 고려해야 되는 규칙은 아름답고 

용도에 맞게 설비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나, 

무엇보다도 실질적이고 관리•유지・ 

청소하기에 용이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의미에서 가구들과 바닥, 벽면의 마감 재료를 

현명하게 선택하여야 한다.

광택이 나 있거나, 무광의 락카가 칠해져 

있는 목재를 선택하거나, 불가피하게 

만지면서 더러워지는 가구류를 횐색이나 다른 

색의 멜라민판을 사용한다면 청소 유지에 

커다란 문제점을 남기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물과 세척제의 잦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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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억용구준비

냄비준비

설비

식기류준비

포장풀기

포장된 음식 꺼내기

고온 저장음식 준비

중온 저장음식 준비

저온 저장음식 준비

양념

밀가루, 쌀

고기

야채

후식

음식물세척

껍질 벗기기

자르기

다지기

잘게 썰 기

무게재기

섞기

조리하기

끓이기

튀기기

그릴에 굽기

오븐에 굽기

물빼기

양념넣기

접시배치하기

운반

데우기

식히기

식탁준비하기

뒷처리

식탁보 준비하기

접시.잔 준비하기

나이프, 포크, 수저 준비하기 

음료수 준비하기—

식기세척

자동식기세척

식기건조

버리기

털기

물에 적시기 

조福— 

자동세탁

널기

말리기

풀먹이기

다리기

통풍시키기

청소도구 준비하기—

<그림 5> 주방에서 행해지는 작업들의 상관 관계 출처 : MANUAL D'ARREDAMENTO 2 CUCINE (DRI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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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마감재

사용으로 인한 주방 가구들의 표면이 

벗겨지는 것을 견딜 수 있는 처리가 되어 

있는 재료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닥과 벽면의 마감 재료 선택에도 마찬가지 

이론이 적용된다.

자기 타일은 개수대와 가열대 뒤쪽에 

생겨나는 물의 분출과 얼룩으로 생겨나는 

문제들을 견뎌낸다. 바닥과 가구들의 색채 

조화, 벽면 마감의 높이는 주방 공간의 미적 

결과에 관여한다. 타일을 방수층이 형성된 

상태에서 천장까지 연장했을 때는 주방이 

집안의 다른 부분에 비해 습도와 온도가 

항상 높기 때문에 습기를 천장에 전하면서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바닥재도 역시 매우 단단하고 청소가 

용이한 재료가 되어야 하며, 나무는 적절하게 

가공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자연 

상태에서는 얼룩을 흡수하여, 힘들고 잦은 

청소를 해야 한다. 습기찬 곳과 적응하기 

어려운 곳을 위한 처리가 된 카페트가 

나오더라도 카페트는 추천하기에 부적당하다.

부드러운 반죽으로 된 자기 타일도 

유지에는 매우 용이하나 견고하지 못하여 

부적당하다. 대리석, 화강석, 고무 타일, 

비닐 타일 등과 같이 초벌구이 제품과 사암 

타일은 일반 자기 타일에 비해 가격이 약간 

높고 설치하기에 어려움이 따르나 

청소하기에 용이하고, 생동감있는 미의 

실현과 멋을 살릴 수 있는 적당한 재료다.

주방 공간에서 역시 색상은 개인적인 

평가를 하게 하는 근본적인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선택된 장식과 재료와 함께 

색상을 선택하게 된다. 가구류들은 

나무일지라도 멜라민판의 다양한 톤으로 

생산된다. '순백색'은 즉각적으로 위생적이고 

깨끗한 연상을 주며, 유행에 민감하지 않고 

생동감있는 색상들과 연결이 가능하고, 또한 

새로운 경향의 파스텔조와도 조화가 

이루어지는 색이다.

마감 재료에서도 다양한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타일도 많은 형태와 색상이 

존재하므로, 가구류와 기구들을 대조되는 

색들로 처리하면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환상적인 디자인으로 처리하거나, 

기본 단일 색상과 문양을 사용하여 장식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주방 공간을 색상을 통해 다양하고 

개성적인 표현을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공간 형태의 특징적인 것과 

규모의 해결 방법을 유행에 쉽게 휩쓸리지 

않는 기본 규칙에 따르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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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도

着 관광 사진 및 포스터 콘테스트 모집 공고
*■긔

한국관광을 선도하는 한국관광공사는 '86, '88 양대 행사 등을 계기로 한 대 량관광객 유치홍보를 위하여한국관광 

의 매력을 해외에 널리 소개할, 이미 발표되지 않은 참신하고 수준높은 관광사진 및 포스터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1 ・ 모집부문 및 규격

• 관 광 사 진 : 35mm 이상의 인쇄용 칼라 슬라이드 원판（마운트 불요）

단, 35mm필름은 5"义7" 칼라 인화 사진 첨부 및 마운트〔착

• 관광포스터 : 60cmx90cm, 두께 3cm의 판넬에 부착된 색채 도안화 작품

（사진 인화 구성시는 6cmx6cm 이상의 슬라이드 필름 원판 첨부）

2. 작품소재

구 부 작 품 내 용

자 연 4계절의 특징올 나타낸 주요 관광지 및 사적지, 농어촌의 풍물, 동식둘, 조류 등

민 속생 활—상一 민속예술제, 전통두용, 국악, 풍습, 생활상, 의상, 한국요리, 음식, 종卫행사 등

무 화•예 국보급 문화재, 고건축 , 고기술 , 공예품, 장식품 등

j소 핑 특산둘, 토산품, 외국인 기호 쇼핑 품목의 제조과정 및 상품소개, 백화점, 상가, 면세점, 종합시장

헤 저 •오 락 골프, 낚시, 등산, 사냥, 해수욕장, 카지노, 스키, 요트, 경마, 태권도, 스구버다이빙, 나이트라이프

발 전 상 산업, 경제 등 혀대 발전상

스포츠및올림피홍보자료 각종 스포츠 행사 및 시설 등

기 타 한국의 관광 이미지를 상징화한 특수 창작물（기휙, 연출） 등

3. 출품자격 : 대한민국 국민 및 외국인

4. 출품수량 : 제한 없음

5. 출품방법 : 작품명, 성명, 주소 및 촬영장소（포스터는 작품내용 설명서）를 별지 기입 첨부

6. 시 상

구 분 부문 별 작품 수 시 상 시 상 召

최우수상
사 진 1 점 국회의장상 200만원

포스터 1 점 국무총리상 200만원

우수상
사 진 1 점 血통부장관상 100만원

포스터 1 점 문화공보부장관상 100만원

준우수상
사 진

1 점 한국관광공사 사장상 50 만원

1 점 한국관광협회 회장상 50 만원

포스터 1 점 한국디자인 포장센터 이사장상 50 만원

장려상
사 진 3 점 한국관광공사 사장상 각 30만원

포스터 2 점 각 30만원

입 선
사 진 65 점 // 각 10만원

포스터 15점 각 10만원

총 계
사 진 72 점 1,700만워
포스터 20점

7. 작품접수: 1985년 7월 이（월）〜7월 5일（己） （우편접수시 중앙우체국 사서함 903호 7월 5일 소인 유효함）

8 • 발 표 : 1985년 7월 16일（화） （한국일보, 血통신보 지상）

9• 시 상 식 : 1985년 9월 20일（금） 9： 00（힐튼호텔 볼룸）

10• 전 시 : 1985년 9월 20일（召）〜9월25일（수） （힐튼호텔 전시장）

11. 접 수 처 : 한국관광공사 선전제작부 제작과（275-3729） ： 서울 중구 충무로3가 60-1（三동빌딩 309호）

12. 후 원 : 교통부, 문화공보부, 한국관광협회, 한국디자인포장센터,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구시각디자인협회

13. 협 찬 : （주）고려서적, 현대血역（주）, 힐튼호텔

14. 작품판권 : 전 입상 작품의 판권은 당 공사에 귀속됨.

15. 낙선작 반환: 1985년 7월 22일〜7월 27일（한국관광공人卜 제작과）

1。85년 3월 일A 한국관광공사



지상중계

디자인측면에서 살펴본「쯔쿠바 '85」

박 암 종 월간「광장」아트디렉터

“인간.주거.환경과 과학기술”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일본'쯔쿠바 연구 학원 도시에서 

3월17일부터 문을 연「쯔쿠바 85」과학 박람회는 

지금 주최국 일본은 물론 온 세인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약 7년간에 걸친 준비 작업을 

거쳐 완성된 박람회장은 그 큰 규모에도 

놀라움이 크지만 과학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면에 흥미와 동경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필자는 개막 다음 날인

3월18일부터 19일 양일간에 걸쳐 박람회장을 

살펴보았는데 평일인데도 인파가 몰려 들고 

있었다. 많은 인파 속에 서 오는 비를 

맞으면서도 부지런히 뛰어 다닌 결과 부족한 

시간에 비해 많은 것을 보고 느낄수 있었으며 

그 중에서 나름대로 그래픽 디자이너의 눈에 

비친 중요한 점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 것들을 정 리 하여 소개 하고자 한다. 규모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디자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춰 박람회 개요부터 심볼 마크와 마스코트, 

포스터, 팜플레 슈퍼그래픽, 디스플레이, 의 상 

그리고 시설물 등의 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개요

박람회의 정식 명칭은「국제 과학 기술 

박람회」이지만 일반적으로는「과학 만박一 

쯔쿠바 '85」로 표기하며 박람회 기간은 

3월17일부터 9월16일까지 184일간（6개월간） 

개최될 예정으로 있다. 개장과 폐장 시간은 

3월 17일부터 4월 25일까지는 오전 9시30분 

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4월 26일부터 

9월 16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되어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 약 2,000만 명 

이상이 관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람회장의 면적은 약 100헥터아르나 되는데, 

이 곳에 한국을 비롯한 미국, 소련, 중공, 영국, 

서독, 일본 등 46개국과 37개 국제 기 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28개 대형 기업이 

자체적으로 독립관을 마련하여 참가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의 특징은 영상 시스템과 로보트 

및 제5 세대 컴퓨터 그리고 각종 첨단 설비에

박람회 전경

중점을 두고 전시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 

박람회장은 지형적인 면을 고려하여 8개의 

블럭으로 나누어 전시관을 배치했으며 

밀려 오는 인파를 손쉽게 수용하기 위하여 

동서남북 네 곳에 출입구를 설치하여 놓았다 

주차 시설도 박람회장 주변에 충분히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큰 애로 사항은 없는 것 

같았다.

일본을 제외한 국가 중 한국을 비롯한 

5개국만이 독립된 전시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률적으로 외형을 디자인하였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별로 돋보이는 것이 없었으나 

일본의 28개 대기업은 독자적으로 엄청난 

제작 비용（평균 15억엔에서 40억엔）을 

투입하여 최첨단의 설계와 독특한 건축 양식 

그리고 돋보이는 슈퍼그래픽으로 처리하여 

개성있고 흥미로운 전시관을 선보이고 있었다.

2•심볼 마크와 마스코트

디자이너라면 가장 먼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박람회 심볼 마크와 마스코트에 관한

A
 TSUKUBA

EXPO-85
심볼마크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번 박람회의 심볼 

마크는 일본의 대표적 그래픽 디자이너 인 다나까 

이꼬（出中一光） 씨에 의하여 디자인 되었으며 

1981년 4월에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다•그 

내용은 우주, 지구, 인간, 과학, 예술로서 

이상적인 미래상을 이미지화했으며 삼각형의 

꼭대기는 876m의 쯔쿠바산을 상징화하였다고 

한다.또한 삼각형의 세 꼭지는 전람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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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UKUBA EXPO'85
2

3

테마인 인간•주거•환경을 나타내며 중앙의 

타원은 인간과 과학이 조화되는 모습을 

표현했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 심볼 마크보다는 마스코트에 

우리는 더 많은 친근감을 갖게 되는데, 

유아적이면서도 재미있게 디자인된 형태를 

보고 있노라면 입가에 미소가 저절로 지어지게 

된다. 코스모 호시마루（Cosmo Hoshimaru）라는 

이름을 가진 이 마스코트는 '82년도에 전국에 

있는 모든 국민학교,중학교 학생들에게 공모한 

결과 그 당시 중학생이었던 高垣真紀군에 

의하여 그려졌다고 한다• 사소한 것이지만 

관료주의적이거나 페쇄적인 면에 얽매이지는 

않는, 개방적이면서도 재치 넘치는 오늘날 

일본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3 •홍보물（포스터•팜플렛）

김포 공항을 출발하여 약 1시간 40분 후 

나리따 공항에 도착,공항을 빠져 나오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것이「'85쯔쿠바 박람회」 

포스터였다. 흰 바탕을 그대로 살리면서 레드, 

옐로우,코발트 블루 세 가지 색만으로 보색 

대비시켜 주목성을 높인 포스터 였는데, 

색종이를 오려 붙여 제작하였기 때문에 밝고 

명랑하고 상쾌한 기분이 듬뿍 풍겨 나왔다.

이 포스터의 아트 디렉터는 심볼 마크를 

제작한 다나꼬 이꼬 씨가 맡았으며 디자인은 

색지를 가지고 오려 붙이는 작업으로 요즈음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젠지 푸나바시 

（舟橋全二） 씨가 하였다 일본에서는 그 동안 

오오사카 만국 박람회, 오키나와 

해양 박람회와 같은 대규모의

국제적인 행사를 치루면서 박람회와 직접 

관계되는 사람들을 제외한 일반 대중에게는 

큰 호응과 관심을 불러 일으키지 못한 과거 

경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포스터를

1.2. 포스터

3. 스미또모관의 외부전경

제작할 때에는 이런 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색지를 가지고 기계적이고 경직되지 

않게 친근하고 자유스럽게 표현하였다고 한다. 

도착해서 각 전시관마다 돌아 다니며 많은 

팜플렛을 수집하였는데 모두가 간단하게 

전시관을 둘러보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 

어떤 주제 및 이념을 가지고 전시관을 

꾸몄는지에 대한 사항 그리고 전시관에 사용된 

첨단 기술들을 소개하는 내용들이 간략하게 

적혀 있었다. 쯔쿠바 박람회의 홍보 방법을 

살펴보면 이미 박람회가 열리기 전에 각 

나라의 항공사를 통해 충분한 홍보와 팜플렛을 

뿌렸으며 단체 관광단을 끌어들이기 위해 

박람회 기간 중 JAL에서는 요금을 대폭 

할인해 주고 있었다• 또한 일본 자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분위기를 느꼈는데,토오쿄를 

비롯한 각 중소 도시 어디를 가나 역을 비롯 

하여 버스 터미널 등 곳곳에 안내 팜플렛과 

포스터가 무수히 눈에 띄었다. 일본은 지방 

자치제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중소 도시 

자체적으로 안내 팜플렛을 여행사마다 제각기 

제작하여 비치해 놓았다• 또한 일본 국철과 

도큐（東急）,한큐（ 阪急、） 등의 개인 철도 

사업단에서는 여성적인 차분한 분위기의 

일러스트로 유명한 카주아키 무라이 

（村井和章）와 같은 여러 일급 디자이너에게 

작품을 의뢰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손님을 

모신다는 문안과 내용을 넣은 포스터를 

다량으로 제작하여 홍보에 열중하고 있었다. 

홍보 측면에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서점에 들러보니 각 전시관 소개 책자가 이미 

10여 종 이상이 즐비하게 진열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서적들도、포스터와 팜플렛 못지 않게 

전국적인 서적 판매망을 통하여 간접 홍보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으리란 생각이 들었다.

3 •슈퍼그래픽

박람회장을 공중에서 촬영한 사진을 놓고 

보면 외국관은 질서 정연하게 포개 놓은 

성냥갑을 연상할 정도로 모양이 볼품없지만 

일본의 28개 기업에서 건축한 전시관들은 

외부 모습의 독특한 형태와 다양함 그리고 

감각적인 색채로 제작되어 서로 경쟁하듯이 

관람객의 눈길을 끌고 있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대표적인 몇 가지를 예를 들어 

소개하면 스미또모관（住友館）같은 경우 건물 

앞 부분을 장식한 대형 거울을 "5°로 부채꼴 

모양으로 펼쳐 반쪽밖에 없는 입체물이 

거울에 반사되어 정확하게 완전한 형태를 

이루게 하여 입체물 전체가 공중에 떠있는 

것같은 착각이 들도록 제작하였으며, 외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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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도 블루 （거울에 비친하늘 색깔）와 

옐로우（입체 구조물）의 대비 효과로 주목성을 

높여 주고 있었다.

미쓰비씨 미래관（三菱未来館）도 독특한 

슈퍼 그래픽 처리로 눈길을 끌었는데, 

이 곳에서도 대형 거울을 사용하여 환상적인 

느낌이 들도록 유도하였다. 건물 전체를 덮을 

수 있을 정도의 큰 대형 거울을 천정 부분에 

설치하고 그 바로 아래 부분의 건물 위를 

그래픽으로 처리하여 그 부분이 대형 

유리창에 비치도록 하는 묘한 분위기를 

연출해 내었다. 나머지 2/3부분은 땅에 설치한 

구조물과 잔디 그리고 통행하는 사람들이 

반사되도록 하였다• 그래픽 소재는 혼히 볼 수 

있는 별,무지개 등 별로 새로운 맛은 

없었으나 전체가 이중 삼중으로 거울에 

반사되는 효과를 살려 환상적인 분위기가 

들도록 구상하였다• 미쓰비시 미래관은 건물 

뒷부분에도 별 두개와 우주인 3명을 등장시켜 

외부에서 오는 관람객의 시선을 끌고 있었다.

다음으로 가장 독특하고 개성있는 

전시관으로서는 일본의 대표적인 출판사인 

集英社館（Shueisha Pavilion）을 들 수 있는데, 

인류의 문화 유산을 기록으로 보존한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진 출판사답게 인류 

역사상 대표적인 고대 유적을 건물 외벽에 

부조 형태로 등장시켜 박물관에 전시된 대형 

조각물을 보는 듯 했다. 외부에 나타난 형태를 

살펴보면 멕시코의 올메카 거석 인두상 

（巨石人頭像）과 이집트 왕파라오）의 얼굴, 

인도의 불상, 인도네시아의 불교 유적, 일본와 

고대 장식,이스타섬의 모아이상（像），구석기 

지대의 동굴 벽화 등이 등장하고 있었다. 

부조의 색채는 옅은 갈색으로 처리하여 고색 

창연한 느낌이 들도록 하고 야간에는 가운데 

배치한 인도의 불상 조각에서 빛이 발산되게 

하여 부처님의 자비가 온 누리에 퍼져 나가는 

모습이 되도록 하였는데, 아주 좋은 착상이라고 

여겨졌다•또 講談社館（Kodansha Pavilion）도 

눈길을 끄는 것 중의 하나로 들 수 있는데, 

'손오공과 여행하는 뇌의 세계'라는 테마를 

가지고 정신 세계를 탐구하고 보존•기록하는 

출판사 답게 뇌에 초점을 맞추어 기획하였다. 

손오공을 마스코트로 등장시켜 높이 약 30cm나 

되는 전시관의 높은 부분에 마스코트와 로고를 

같이 디자인하여 원거리에서도 눈에 띄도록 

하였다. 옐로우 바탕에 코발트로 마스코트를 

처리하고 로고는 그린-코발트 블루一레드 

바이올렛-레드로 넘어가는 변화를 주어 

상쾌한 화면 처리를 연출하였다• 건물 외벽의 

색채도 옐로우에서 그린, 코발트 블루로 변화를 

주었다.

다음으로 소개하고 싶은 것은 TDK관으로서 

이는 동물이 가지고 있는 불가사의한 초능력의

4. 건축물 외부에 슈퍼그래픽으로 아름답게 장식된 

미쓰비시 미래관 전경

5. 集英社館 외부 전경

6. 마스코트를 손오공으로 등장시킨 講談社館

7. 50만년 후에나 나타날 환상의 새인 象昆鳥를 

이미지화 해서 건축한 TDK館

감각 세계를 소개하는 전시관 인데, 건축물의 

외부 형태를 50 만년 후에 나타날 예민한 

후각과 촉각, 청각을 가지고 있는 상곤조 

（象昆鳥:Elephansect Bird）를 이미지화하였다고 

한다. 흰 바탕에 붉은 색으로 처리하여 주위의

천편일률적인 사각형의 전시관 형태와는 

다르게 곡선으로 처리함으로써 관람객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었다.

이상 많은 전시관 중에서 대표적으로 눈에 띈 

몇 가지 전시관의 외형과 그래픽 처리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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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산업관에 설치되어 있는 다면 영상화면

9. 한국관에 '한국의 미'라는 소재를 가지고 

디스플레이한 모습（국제관）

10. 한국관 내부 전경 입구

설치되어 있다.

13. 일본 역사관의 디스플레이된 벽면

살펴보았는데, 일반적으로 관람자들은 찾기 

싶고 눈에 띄며 독특한 형태의 전시관에 많이 

몰리고 있는 것을 발견할수 있었다.

4•디스플레이

전시관마다 제각기 디스플레이에 신경을 

썼기 때문에 설명을 매 전시장마다 하면 끝이 

없으리라 본다. 이에 한국관과 그래픽적인 

처리면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일본 정부 출품의 

테마관 및 역사관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관은 외국에서 참가한 47개국 중에서 

5백 30평이라는 4번째로 큰 전시장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외관은 차치하고도 내부 

11. 일본 테마관의 대형 벽면에 새를 소재로 하여 

그려져 있는 카요시 아와쥬가 일러스트한 벽화

12. 講談社가 출판한 의과학 대사전에 들어있는 

작품으로 일본의 테마관에 대형 스크린으로

디스플레이 면에서 인상에 별로 남는 것이 

없었다. 전시관은 주제관, 산업관, 식당, 

직매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주제관 

가운데는 첨성대를 배치하고 주위에 한국의 

전통 한옥을 안방과 사랑방으로 구분하여 

전시해 놓았다. 한국관에서 그나마도 눈길을 

끄는 것은 250명이 들어가 관람할 수 있는 

다면 영상관으로서 한국의 자연 풍토와 전통 

문화 그리고 산업 기술을 주제로 한 영화를 

15분간 상영하고 있었다. 그밖에 1일 3회의 

화려한 민속무용 그리고 한국 식당의 전통 

요리들이 인기를 끌고 있을 뿐이었다• 한국관을 

관람하고 아쉽게 느껴졌던 것은 주제관에 

전통 한옥인 안방, 사랑방 등이 너무나 넓은 

공간을 쓸 데 없이 차지하고 있었던 점과 전체 

디스플레이를 사진만을 가지고 평면적으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복잡하게 처리해 

관람자가 그냥 스쳐지나 가듯이 보게 되어 

관심을 끌고 있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 

국관광 공사에서 제작한 한국관 안내 팜플렛은 

레이아웃 인쇄의 선명도,종이 지질, 사진 효과 

등 나무랄 데가 없이 잘 되었으며 대형 관광 

포스터를 관람객에게 배포해 주고 있었는데 

이것도 대단히 인기가 있었다.

일본 정부 출품의 테마관을 살펴보면 

입구를 통해 들어가자마자 대형 벽면이서있는데 

일본의 대표적 일러스트레이터인 키요시 

아와쥬（kiyoshi Awazu） 에게 새 （鳥）를 테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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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장식케 했으며, 또 유명한 그래픽 

디자이너 슈세이 나가오까（Shusei 

Nagaoka）에게 메커니즘적인 내용으로 첨단 

산업 및 우주 산업의 기계 설비 구조물과 그 

외에 자연물,특히 꽃을 소재로 하여 변화하는 

대형 화면을 제작케 한 것이 인상깊었다. 그리고 

인체 해부도와 유전자 및 세포를 그린 

일러스트를 이용한 와이드 스크린이 있었는데, 

현대 사회의 새로운 스타일의 장식 벽화를 

보는 듯 하였다 일러스트는 講談社가 출판한 

의과학대사전에 들어 있는 작품으로 

아트디렉터 国東照幸과 그외 몇 명의 

디자이너에 의하여 제작되었다.

일본의 역사관도 가장 그래픽적인 처리로 

디스플레이된 전시관이었는데, 참고할 사항이 

대 단히 많이 있었다.오늘날 일본의 풍부한 

물질 문명을 이룩하는 데 결정적인 역활을 한 

발명가와 발명품이 연대별로 질서 정연하게 

실물 그대로 옮겨져 전시되고 있었으며 벽면은 

갖가지 훌륭한 입체와 평면 그래픽 처리로 

내용을 전달하고 있었다. 사진과 일러스트의 

적절한 조화,중간중간의 색채의 액센트 효과, 

대담한 레이아웃 등 대형 그래픽 작품 

전시장에 들어선 느낌이었다.

16

14. 후지쯔（富土通）관의 안내양의 모습

15.「어린이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조형물로서 실제로 

만져보고 살펴봄으로써 스스로 과학의 원리를

17

체험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16. 피라밋을 연상케 하는 사색의 광장一「시인의집」

17. 일본의 가스관 앞에 설치된 기념탑

5•의상

각 전시장에는 용모가 단정한 안내양들을 

두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하며 

관람객을 맞고 있었는데 유능한 디자이너들을 

총동원하여 디자인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입고 있는 갖가지 의상 또한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없는 디자인 참고 자료가 아닐 수 없었다. 

전시 기간이 6개월간으로되어 있어 춘추복 두 

두 벌을 한 세트로 디자인하였고 쟈켓, 

언더웨어, 원피스, 투피스, 스커트, 비옷（ 雨衣） 

외에도 모자, 벨트, 스카프, 장갑, 구두, 핸드백 

등에 이르기까지 각 전시관별로 개성있게 

디자인하였다•의상에 있어서 로고 컬러의 

사용 방법, 심볼 마크의 활용 방법 및 위礼 

로고체의 사용 위치, 의상의 문양과 전시관 

외형과의 상관 관계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많은 참고가 

되었으며, 우리도 다가오는 국제적인 큰 행사에 

대비하여 이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리라 생각되었다.

6 •시설물（기념물）

많은 시설물 중에서도 특이하게 눈에 띈 

것들이 있었는데 몇가지만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어린이 광장에 설치된「숨겨진 그림」 

이라는 타이틀의 놀이 기구는 횐 철강제에 

갈매기, 오리, 말과 인간 등 그리고 각종 사인 

등이 그래픽으로 처리되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한 형체를 갖췄다가 다시 

변화하고 원상으로 다시 돌아오는 놀이 

기구였다. 그린, 코발트 블루, 레드의 색채로 

주목성이 강하여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었다.

일본 가스 협회에서 출품한, 전시관 앞에 

설치된 기념 타워에는 꼭대기와 아래쪽 

두 부분의 둥그런 구에서 가스가 나와 불꽃을 

만들고 있었으며 야간에는 그 불꽃이 밝게 

빛나는 불꽃 타워를 만들어 보기가 좋았다.

「시인의 집」이라는 제목의 전시관은 외부 

형태를 피라밋을 본떠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인상깊게 보였으며 전시관이라는 느낌보다는 

계단에 아무렇게나 걸터 앉아 휴식과 사색의 

시간을 갖도록 만들어 놓음으로써 마치 

공원의 시설물갇은 느낌을 주었다. 

주위 바닥의 옅은 스카이 블루색과 전시관의 

브라운색은 조화가 잘 되어 보였으며, 짙은 

오렌지색의 전시관 타이틀과 로고체가 적혀 

있는 입간판도 색의 액센트면에서 잘 어울려 

보였다.

7•쯔쿠바'85를 보고 나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시간 

여 건상 보지 못한 전시관과, 아니면 보았다 

하더라도 지면 여건상 설명이 충분치 못하여 

장님 코끼리 만지듯 대충 넘겨 부족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나 차후로 참석할 

디자이너를 위한 참고 사항 몇 가지만 더 

부언함으로써 이에 대신하고자 한다. 먼저 넓고 

평탄한 지역에 박람회장이 자리잡고 있으므로 

기후 변화가 심하고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겠고 전시관 중에는 

영상 시스템을 갖춘 곳이 많은데,그 곳에서는 

절대로 사진 촬영을 금하고 있으므로 편리하게 

후레쉬 없이도 찍을 수 있는 ASA 1,000이나 

1,600짜리 필름을 사용하면 아주 효과적이다.

그리고 박람회장에 가기 전에 서점에 들리면 

교통편, 도착 방법 및 시간, 개별 전시장 소개, 

공연 안내,숙박 안내 등 자세한 안내서가 

많이 있으므로 참고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가장 중요한 점은 워낙 많은 인파가 

몰려 오기 때문에 휴일이나 학생들의 방학 

기간에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보려면 아침 일찍 줄을 섰다가 

빨리 둘러보고 폐장 시간 전 한산할 때 

서둘러 살펴보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박람회 전체를 둘러 보면서 받은 자극과 

놀라움 그리고 우리 수준과의 비교를 통한 

나름대로의 자각과 반성 등으로 머리가 

복잡하고 가슴이 답답했던 것이「쯔쿠바'85」를 

보고난 필자의 솔직한 심정이었다•그러나 

언젠가는 우리도 이와 같은 대규모의 박람회를 

치뤄 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능력을 

배양해야겠다는 각오가 새롭게 용솟음쳤으며, 

현재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쯤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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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중계

대우전자상품 기획 디자인 본부를 찾아서

편집부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에 있어서 

디자인 부서의 역할은 사회 조직의 모든 

문제들과 관련을 갖고 있다.

제품 기획의 단계에서부터 설계, 생산, 

판매에 이르는 과정까지의 문제점과 수시로 

발생하는 기업의 대내, 대외적인 요소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제품에 대한 조형 감각과 시장성이 있는 

상품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역량이 디자인 

부서의 가장 기대되는 직무 능력인 것이다• 이 

능력은 최종적으로 제품에 반영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용자의 편리성과 미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기업의 최대 목표인 

이윤 추구를 달성할 수 없으며 결국은 

도태되고 말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남다른 

의욕을 가진 대우전자 상품 기획 디자인 

본부를 찾아 디자인 방법과 디자인실의 

이모저모를 알아본다.

상품 기획 디자인 본부

1983년 3월 대한전선의 전기•전자 사업부의 

인수와 함께 각 개발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던 

디자인 그룹을 통합하여 대우전자 중앙연구소 

산하에 ID 업무를 통괄 수행하는 독립 업무 

부서인 디자인실이 출발하게 되었다. 그 후 

기업의 사회적 여건과 기업 내의 업무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실 조직을 수정 개편하는 

등 새로운 체제의 상품 기획 디자인 본부로 

발족하였다.

장단기 상품 개발 계획의 아이템 중 

킨셉튜얼 디자인 (conceptual design)의 

제품화 길을 위한 조직상의 문제 해결과 

사회적인 요구가 급속도로 다변화하는 추세에 

따른 구매층의 다양화는 종래 마케팅 

개념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 

실질적인 시장 조사와 새로운 각도의 분석이 

필요케 되어 설계 부서,엔지니어링,영업 등의 

타부서와 동등한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야만 

했다

그들은 기술적, 사회적인 많은 문제점을 

헤쳐 나가기 위한 디자인의 중요성을 

경영진에게 인식시키고 있으며, 또한 기업의 

입장에 서서 “생산된 제품은 팔려야 한다”는 

것을 명제로 삼고 있다. 소비자를 위한 디자인, 

기업을 위한 디자인,사회적인 요구에 철저하게 

대처할 수 있고 잘 팔릴 수 있는 상품 기획 

디자인이 중요하기 때문이다•바로 여기에 

대우전자 상품 기획 디자인 본부가 발족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이 있는 것이다.

대우전자 디자인 본부의 활동은 아트 

디렉터들에 의해 전체가 조절되어 작업이 

일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고 있으며, 기획 

디자인 그룹과 미국 내의 현지 법인체로 

설립한 I.D Focus가 균형을 유지하며 상호 

보완하고 있다. 먼저 기획 디자인 그룹의 업무 

내용을 보면 TV・VTR・ VDP 등의 디자인 및 

양산 업무의 추적 조사를 하는 비디오 그룹, 

제너럴 오디오(general audio)•카 스테레오. 

Hi-Fi 등의 음향 기기 디자인 및 양산 업무 

추적 조사를 담당하는 오디오 그룹, 퍼스널 

컴퓨터와 모니터 프린터(monitor printer)*FDD 

등 주변 기기 디자인 및 양산 업무 추적 조사를 

수행하는 컴퓨터 그룹, 냉장고• 세탁기• 

전자렌지 및 주방 용구와 가정 용구의 디자인 

양산 업무의 H/A 그룹과 대내외 시장 조사 

등의 업무 및 신상품 디자인의 기획 디자인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다. LD Focus는 미국 

내의 시장 조사, 컨셉트 디자인 세일즈 

(concept design sales), 대우 프로덕트 

(products) C.I 등을 위한 대우 전자의 해외 

현지 법인체로서 디자인 분야 최초로 미국 

실리콘 벨리 산 호세(Sanjos刊에 설립하였다. 

국내에서 파견된 디자이너는 현지 디자이너들과 

함께 미국 내의 철저한 시장 조사는 물론 미래 

지향적인 컨셉트를 설정하고 장단기 상품 

개발 계획 수립을 한다•또한 현지에서의 생활 

감각을 토대로 그들의 문화 성향에 맞춘 디자인 

기획을 토대로 수출 모델을 만들어 국내에서 

생 산, 수줄하는 데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제품 개발을 위한 품평회

조직 및 업무 내용

사장 

I 
상품기획디자인 본부장I

디자인실장। । H
기획디자인 VIDEO Group Audio Group Computer Group H/A Group

Group

l-D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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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SX방식의 LQ1000 2.음성다중형모터 TV 3.'85년형 대우 IC 냉장고（9가지의 다양한 색상）

I.D Focus는 현지 디자인을 빠른 시간내에 

국내 소비자에게 전달해 주고 있으며 본사와의 

로테이션 （rotation）을 매년 행함으로써 

디자이너의 전반적인 자질 향상과 현지 

디자이너와의 교류를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유추해 내고 있다.또한 이들에게 합리적인 

컨셉트 전개 방법과 디자인 매니지먼트를 

습득케 함으로써 귀국후 큰 비중을차지하리라 

기대된다.

제품화 단계에 대하여

기업에서의 제품화 프로세스의 실체

국내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디자인이란 생산 

공정상에 발생하는 일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고 인식을 한다 하더라도 형태나 

컬러 등 시각적인 측만을. 평가하고 있다.

대우의 제품 디자인 프로세스는 메커니즘 

Spes.이 먼저 설정되고 디자인이 따르는 단기 

계획과 시장조사 등으로부터 스타일링, 

메커니즘이 따르는 장기 계획을 병행하여 

제품을 내놓고 있으며, 기업에서 볼 때 기업의 

정책과 양산 시점을 고려하면 전자의 

프로세스가 많이 발생된다고 한다. 이러한 

여건으로 인하여 자칫하면 외국 제품을 일부 

수정하는 데 그치거나 모방에 빠지기 쉽지만 

그들은 디자인을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기업 

내의 환경（이윤•생산성•출하시기）을 염두에 

두고 기업에 속해 있는 실무 디자이너로서의 

목표달성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다.한 가지의 제품 뒤에는그 

컨셉트의 주변 또는 기초적인 부분에 무한하게 

많은 기술, 디자인 엔지니어링 등에 관한 끊임 

없는 연구 개발이 병행되며, 영업 측면에서의 

수많은 검토 과정이 서로 중복되거나 얽혀 

있다.

대우전자에서 생산한 많은 제품이 있으나 

성공적인 제품 몇 가지만 들어본다. 먼저 가전 

3사의 서로의 비슷한 기종 사이에서 차별을 

두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5개월이라는 짧은 

개발 기간 동안에 전부서의 긴밀한 협력으로 

성공적인 개발을 한 MSX 방식의 I.Q 1000과 

I.D Focus의 디자인으로 현대적인 소비자 

취향에 맞추어 9가지의 다양한 파스텔조 

색상을 외관에 도입해서 호평을 받은 칼라 

냉장고를 들 수 있다 그밖에 음성 다중형 

모니터 TV의 도입은 기존 관념의 TV에서 

탈피한 전기가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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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본부의 업무 수행

장단기 상품 개발 계획에 의거하여 표현된 

디자인은 메커니즘 Spec.이 픽스되어 생산 

라인과 유통 경로를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되어야 하고 그것은 대중의 라이프 

스타일과 접촉하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한다. 디자이너는 상품에 관한 것이라면 

관련된 모든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하고 이는 

부서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얻어야 한다.

대우전자 상품 기획 디자인 본부의 최종 

목표는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일과 

시장성이 있는 제품의 컨설턴트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일이다•목표를 수행하기 해서는 

정확한 정보 수집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정보의 수집이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며 또한 

짧은 시간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디자이너라 할지라도 기본 업무 범위인 제품의 

조형 감각 및 표현 능력이 라는 기초 업무를 

확실하게 갖춘 뒤에 업무 외의 확대 활동을 

해야 만이一기구/회로/생산/유통/선전/판매 

등의 타 부문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를 갖고一 

잘 팔릴수 있는 전자제품을 디자인할 수 

있다고 한다. 그들은 디자인은 곧 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디자인의 구체화 과정에 대하여

1 2

3

1. 아이디어 스케치

2.스티로 폴 목업

4

디자이너들에 의해 표현된 아이디어 

스케치나 렌더링 등은 각 그룹에서 아이템에 

따라 품평회를 진행한다•품평회의 성격은 

상이할 경우가 많지만 기본 Spec.과 

메커니즘을 면밀히 검토한 후 디멘션 설정 

단계에서 자유로운 스타일 전개와 새로운 

아이디어가 전개된다.

평면에서의 구체화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 

제2 단계로 이 때에는 윗부분, 옆부분 정면 모습 

등 정확한 디멘션에 맞추어 기구 설계 그룹과 

최초 설계 그룹과의 토의 과정을 거친 후 영업 

및 다른 디자인 그룹과 품평회를 갖는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상품 기획이라는 

첫번째 단계로 피드백하여 모든 과정을 

재검토하는 과정이므로 많은 의견과 가타 

방법 등이 제시되어진다•여기에서 픽스된 

내용은 담당 디자이너 그룹에서 재검토 및 

수정 작업을 하고 구체화 작업에 들어간다.

“목업은 제품 그 자체여야 한다”라는 원칙 

아래 3차원 작업이 이루어진다• 그들은 제품 

그 자체에 중요한 의미를 둔다• 왜냐하면 설계 

및 회로 부서의 개발 일정도 병행하여 

진행되었다는 것과 전자 제품이라는 디자인 

영역의 성격, 이윤 추구를 목표로 하는 기업내의 

코스트 다운 등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 기간 내에는 디자이너에 의해 작성된 

스케쥴에 따라 각 부서간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진다.

디자인의 구체화 과정 중에 중요한 것은 

확률이 높은 판단을 내리는 것인데, 비즈니스 

관점에서 확률이 높은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각 기업 나름대로의 평가 방법이 다각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대우전자는 모니터 요원 

활용과 크로스(cross) 심의, 고문 교수제 등을 

통해 기업과 소비자를 위한 디자인을 

성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전자업계 디자이너의 전망과 방향

디자인 영역 중 형태 전개에 있어서 전자 

제품이 갖는 성격 때문에 메커니즘에 딸려 

가는 형태로 진행되는 일이 많다. 이러한 문제는 

기업 환경의 복합적인 요소 때문에 현재로선 

극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앞으로는 디자인 

컨셉트가• 엔지니어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기업에 속해 있는 디자이너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적 요구는 보다 많은 부문에 디자인이 

부여되기를 바라고 있으나 조형상의 

문제로서만 존재하는 제품이 아니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적극적인 사고 방식과 능동적인 자세를 갖고 

3. 아크릴 목업 

4.실제 제품

임한다면 시장성이 있는 제품을 창출해 낼 수 

있으며, 나아가서 디자이 너가 기업과 소비자가 

요구하는 굿 디자인을 만들수 있는 시기는 

멀지 않을 것이다.

디자이너 한 개인이 기업의 업무를 

소화한다는 것은 현재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점점 어려워지리라 본다. 이는 개인적인 

개성이 타부서보다 강한 디자인 부서에서는 

협동 시스템으로서 운영한다는 것에 어려움이 

다소 있기 때문이다•다만 기업의 디자이너들이 

“이것은 내가 디자인한 것이다”랴는 소유 

개념을 강하게 가지면 조직상의 델리케이트한 

문제가 누적될 수도 있기 때문에 디자이너라는 

직업 이전에 기업 조직의 일원이라는 자세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 이것이 기업에서의 디자인 

조직을 강화시키는 길이며 또한 이렇게 

조직화된 부서는 그만큼 많은 아우트 풋 

( out-put)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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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뉴스

디자인 동서남북

국내소식

제4기 산업 디자인 교육 실시

한국 디자인 포장 센터에서는 지난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기업체의 실무 

디자이너 43명을 대상으로 산업 디자인 

교육을 실시하였다.

산업 디자인 분야의 전반에 걸친 실무 및 

이론에 관한 새로운 지식, 기술, 정보의 보수 

교육을 통하여 디자이너의 자질 및 능력을 

향상시키고 산업 디자인의 전문성을 

확립함으로써 기업 활동에 적극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전문인으로서의 산업 디자이너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 이 산업 디자인 교육을 

올해로 4기째를 맞이 했다. 올해도 많은 

디자이너들이 참여하여 기업 현장에서 익힌 

실무에 직접 응용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 및 

정보에 관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기업의 디자인 

활동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 수 있는 좋은 

교육 효과를 거두었다. 한국 디자인 포장 

센터에서는 이와 더불어 9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시각 디자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Industrial Design Education

The Korea Design and Packaging Center 
conducted 2-week industrial design 
education in April with darticipating 43 
designers from various fields of industry. 
Meanwhile, another 2-week design 
education for graphic designers will be 
held in September ‘85.

'86 아시안 입상 게임 메달 모양 확정

' '86아시안 게임 조직위원회(SAGOC)는 지난 

4월 18일 '86 아시안 게임의 메달을 확정, 

발표하였다. 입상 메달은 아시아 경기 올림픽 

평의회(OCA)의 심볼 마크를 넣고 그 아래 

위에 오륜 마크와 태극 마크가 새겨졌으며, 

태극 마크의 좌우로 월계수가 감싼 형태로 

디자인되 었다.

Asiad Medal Design

The Seoul Asian Games Organizing 
Committee announced,on 18 April, the 
selection of medal designs for the next 
year's Asian Games. The head of the 
medal bears the Olympic Council of Asia 
(OCA) emblem in the Center featuring the 
ideal and motro of the Asiad with the 
Olympics symbol mark and the Korean 
national symbol 4Taeguk' which are 
engraved respectively above and below 
the OCA emblem, and laurels encircle the 
emblem.

'88서울 장애자 올림픽 휘장 확정

서울 장애자 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4월 13일 본 대회 휘장 및 마스코트를 

확정 발표하였다.

휘장은 오색 태극 무늬를 사용, 제8회 

장애자 올림픽 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됨을 

나타냈으며, 약동하는 장애자의 재활 의지를 

표현하였다. 마스코트는 두 마리의 한국산 

아기 반달곰이 서로 협동하며 힘차게 뛰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88 Paralympic Emblem, Macot

The Seoul Paralympic Organizing 
Committee announced, on 13 April, the 
selection of the emblem and mascot of the 
‘88 Seoul Paralympics. The emblem is derived 
from the traditional decorative motif called 

the 'Taeguk' in the Korean National Flag. 
While the mascot represents that all 
mankind can live together peacefully and 
vigorously.

88SEOUL 
PARALYMPICS

휘장

마스코트

그래피코리아 '85

그래픽 디자인계의 중견 디자이너인 

정 연종, 나 재오, 방 재기, 이 봉섭, 전 갑배, 

황 부용, 김 현, 김 상락, 구 동조, 조 종현 

씨등은 지난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동방 

미술관에서「그래피코리。KGraphi Korea) 

'85전」을 열었다.

그들은 새로운 눈으로 전통적인 한국의 

미를 현대적 시각 이미지로 전달, 우리의 것을

84 산업디자인 79, 1985/4



재조명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 전시회를 

가지게 되었다고 했다.

GRAPHI KOREA '85

Some leading graphic designers 
including Jae-oh Na, Jae-ki Bang,Bu-young 
Whang, held GRAPHI KOREA ‘85 at the 
DongBang Art Gallery in Seoul during 
25-30 April to communicate the traditional 
Korean beauty by means of modern 
visual images.

X 7 ✓

방재기 作

Art Poster전

토탈 디자인 화랑에서는 4월 한 달 동안 

유럽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작가들의 

Art poster전을 열었다.

미로 따삐에々 파주안, 기노바로 크리스토 

등 50여 작가들의 작품 134점을 엄선, 

생동감이 넘치고 개성이 뚜렷한 작품들을 

선보였다.

Art Poster Exhibition

A total of 134 works of 50 leading 
European graphic designers were exhibited 
at the Total Design Gallery.

제6회 뜀그래픽 캘린더전

목원대학 미술학부 산업미술과 재학생과 

졸업생은 4월 9일부터 15일까지 한국 디자인 

포장 센터에서「뜀그래픽 캘린더전」을열었다.

뜀그래 픽 전은 '80년 9월 창립 전을 가진 

이래 올해로 6회를 맞이하고 있다

Ddwim Graphic Calendar Exhibition

Students and graduates of Mokwon 
College in Taejon held their 6th exhibition 
at the exhibition hall of Korea Design and 
Packaging Center in April.

장호식 彳乍

한국 디자인 산업 협회 창립

지난 3월 29일 세종호텔에서 한국 디자인 

산업 협회가 창閱 총회를 열고 초대 회장으로 

김 영택 （홍인 디자인 대표） 씨를 선출하였다.

한국 디자인 산업 협회는 디자인 

산업체간의 협동을 통한 디자인 산업의 육성 

발전으로 수출 진흥 및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그 창립 취지로 밝히고 있다., 

회원으로는 ”개 광고업체 및 그 관◎업체

9개사로 되어 있다.

Korea Design Industry Association

The Korea Design Industry Association 
consisting of 31 advertising agencies and 
9 related companies has been established to 
the development of design industry 
through cooperation among related enterprises.

오스트레일리아 현대 도예전

한국방송공사는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뉴코아 백화점 5층 전시실에서 오스트레일리아 

현대 도예전을 개최하였다.

휀 즈 국제 도예컨테스트에 출품했던 

오스트레일리아의 대표적 도예 작가의 

작품들로 현대 시각에서의 동•서양의 문화를 

융화시킨 독특한 오스트레일리아의 도자 

예술로 활달한 문양, 새로운 질감을 

표현하였다.

작품 선정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 빅토리아 

박물관 부관장인 첸 후드 박사가 맡았다.

Australian Contemporary Ceramics

The Korea Broadcasting system held

Australian Contemporary ceramice 
Exhibition at the New Core Department 
Store Gallery in Southern Seoul in April. 
38 leading Australian ceramic artisrs* works 
were on display at the exhibition.

해외정보

ICSID/UNESCO 디자인 워크샵

ICSID와 UNESCO는 오는 10월 20일부터

11월 2일까지 벨기에（University of 

Loavain-La-Neave）에서，개발도상국을 위한 u 

기본 의료 기기 디자인'이라 주제하에 

공동으로 워크샵을 개최한다. UNESCO 사업 

계획의 일활으로 개최되는 이번 워크샵의 

참가절차는 다음과 같다.

L 참가 자격 : 산업 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이너（신청자 중 12〜15명을 선정한다.）

2• 사용 언어 : 영어, 불어

3• 경비 부담:브뤼셀까지의 왕복 항공료를 

제외한 모든 경비를 주최측에서 부담한다.

4. 참가 신청 ： 6월15일까지 ICSID 사무국 

5• 문의처 : 한국 디자인 포장센터 산업 

디자인 개발부（전화: 762-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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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펜 국제 디자인 회의/미국

제35회 아스펜 국제 디자인 회의가 오는 

6월 16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아스펜에서 

개최된다•금년 회의의 주제는 '디자인의 

기초를 이루는 인식(Perception as the Base 

for Design)，이며 색채, 구성, 건물, 이미지, 

조명, 공간 등의 제요소와 환영(Illusion)과의 

관계가 토의된다.

문의처 : International Design Conference in 

Aspen, P.O.Box 664, Aspen, Co 81612, U.S.A.

IFI 총회 개최/프랑스

국제 인테리어 디자이너 연맹 (IFI)은 오는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전문적 인식 (Professional Recognition)'이란 

주제하에서 총회 및 컨그레스(congress)를 

개최한다.

문의처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Interior Designers,P.O.BOx 19610, 1000GP 

Amsterdam, The Netherlands

Macropak '85/네덜란드

네덜란드 우트레흐트(Wtrecht)시에서 

5월 6일부터 10일까지 Macropak，85(국제 포장 

전시회)가 개최된다• 금년도 전시에는 포장 

기자재 외에 패키지 디자인 및 그래픽 

디자인에 활용될 수 있는 각종 비디오, 컴퓨터, 

CAD 시스템도 함께 전시 된다고 한다.

국제 학생 디자인 공모전에 관한 규정 및 지침

학생 디자인 공모전의 주된 목적은 

교육적이어야 하며 학생들에게 디자인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더 하게 함에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 그래픽 단체 

협의회(ICOGRADA), 국제 산업 디자인 단체 

협의회(ICSID) 및 국제 인테리어 디자이너 

연맹(IFI)이 공동으로 각종 국제 학생 디자인 

공모전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였다.

개요

본 규정 및 지침은 학생 디자인 공모전과 

학생 작품의 출품이 가능한 일반 

(전문 디자이너 대상) 공모전에 공히 적용된다 

적용된다• 개최 요강이 본 규정에 위배되는 

공모전은 ICOGRADA, ICSID, IFI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없으며 동 단체들로부터 

공인받지 못한 공모전에 출품하지 않도록 

권하고 있다.

1. 학생 작품이 가능한 일반 공모전의 주최측이 

준수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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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인과 학생 부문이 구분되어 있는 

공모전의 경우에는 이에 관한 규정 .및 조건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구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일반인과 차등 

대우를 해서는 안된다.

나. 학생들의 출품은 지도 교수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출품신청서상에 이 점 

을 명시하고 이에 필요한 난을 확보해야 한다.

2. 동 공모전 출품시 학생 및 학卫측 준수 사항

O 학생 작품이 입상하여 받는 상금 또는 

저작권이 판매되어 발생하는 이익금에 대한 

분배는 학생과 학교간의 사전 합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공모전 주최측이나 어떠한 

국제 기구도 이 문제에 간여할 수 없다.

3. 학생 디자인 공모전 주최측 준수 사항

가. 공모전의 개최 목적, 규정 등을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나. 공동 작품의 출품 가능 여부, 작품 

제작시 교수진이 지도 및 참여할 수 있는 

한계 등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다. 상금은 개최 목적, 주최측의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책정될 수 있다.

라. 공모전의 성격이 상업적이거나 판매 

촉진에 있는 경우에는 일반 디자인 공모전에 

관한 규정(저작권 및 특허권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여 일반인에게 지급되는 것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고 학생 작품을 복사•생산하여야 

한다.

마. 출품된 모든 작품은 작품 접수 

마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품자에게 

반송되어야한다• 이 때 발생되는 발송비 등 

제경비는 주최측이 부담하여야 한다• 전시 또는 

출판되는 경우에는 12개월 이내에 반송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 반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출품 요강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바. 주최측은 최종 심사 결과 보고서를 

ICOGRADA, ICSID 또는 IFI에 제출하여야 

한다. 동 보고서에는 총 출품자수 심 사원수 

입상자 명단,심사평 등을 기재해야 한다. 

4. 동 공모전 출품시 학생 및 학교측 준수 사항

가.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 가용한 시설,시간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자유 의사로 공모전에 

출품하여야 한다.

나. 학생 또는 학교측이 출품을 위한 작품 

제작을 정규 교과 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다.

5•기타

공모전 개최시에는 출품 자격이 일반인 

(전문 디자이너)에 한정된 것인지, 학생에 

한정된 것인지, 일반인과 학생이 모두 참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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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지 모니터 요원 선발자 명단

당 센터에서 발간하는「산업디자인」지 

는 창간 이래 10여 년 동안 산업 디자인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보다 폭넓은 내실을 기하기 위한 

일환으로 업계 및 학계의 현황과 학생들 

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실질적 

인 산학 협동의 장을 마련코자 모니터 

대상자를 50개 대학 및 전문대학에 추천 

의뢰(3・20〜4.20)하여 그 중 49명의 

학생들을 모니터 요원으로 선발하였다.

모니터로 선발된 학생들은 당 센터가 

요구하는 산업 디자인 분야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 보고하며, 각종전시회를 

비롯한 학교 내외의 디자인 관련 뉴스 및 

제반 행사에 관한 정보를「산업디자안j 

지를 통해 소개한다.

시각 디자인 부문 모니터

번호 성 명 성별 학 교 학 과 번호 성 명 성별 학 교 학 과

1 채수명 남 전주대학교 산업미술과 13 방성 수 남 영남대학교 응용미술과

2 양경 심 여 세종대학교 산업미술과 14 안성 원 남 인하대학교 미술교육과

3 안재 철 남 부산산업대학교 응용미술과 15 정미 숙 여 단국대 천안캠퍼스 산업미술과

4 이근 우 남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 ； 16 이윤정 여 경기대학 응용미술과

5 신혜 영 여 서울여자대학 산업미술과 . 17 이 세 원 남. 한양^ 학교 공예과

6 이영진 여 성신여자대학 산업미술과 18 이길수 여 덕성여자대학 산업미술과

7 이경 동 남 홍익공업전문대학 도안과 19 김성 희 여 울산대 학교 산업디자인과

8 장 기 룡 남 상지대 학 생활미술과 20 서동 근 남 서울예술전문대학 응용미술과

9 양 춘 남 수원공업전문대학 공업디자인과 기 권오성 남 창원전문대학 산업디자인과

10 우동 주 남 서울시립대 흐)" 시각디자인과 22 도수 정 여 성균관대학교 미술교육과

11 이 충훈 남 청주대학교 산업디자인과 23 서정 숙 여 성균관대학교 미술교육과

12 이 강 임 여 동덕여자대학 산업미술과

제품 및 환경디자인 부문 모니터

번호 성 명 성별 학 교 학 과 번호 성 명 성별 학 교 학 과

1 김 춘우 남 전주대학교 산업미술학과 14 박현 수 남 청주대학교 산업디자인과

2 오지 성 남 명지실업전문대학 공업디자인과 15 이 주 미 여 동덕여자대학 산업 미술과

3 김 혜 숙 여 서울대학교 산업미술과 16 장 태 호 남 수원공업전문대학 공업디자인과

4 이 윤 화 남 인하대학교 미술교육과 17 최윤호 남 영남대학교 응용미술과

5 홍명희 여 홍익대학교 산업도안과 18 김 애련 여 목원대학 산업미술과

6 류 인 옥 여. 세종대학교 산업미술과 19 조수 미 여 이화여자대학교 장식미술과

7 김선 홍 여 한양여자전문대학 응용미술과 20 안 상 준 남 경기대학 응용미술과

8 박종 원 남 경원공업전문대학 공업디자인과 기 허희 경 여 한양^ 학교 공예과

9 전춘심 여 서울여자대학 산업미술과 22 한연 심 여 덕성여자대학 산업미술과

10 김인준 남 국민대학교 공업디자인과 23 박 건 배 남 계명대학교 산업미술과

11 양 회 찬 남 상지대 학 공예과 24 이영 욱 남 울산대 학교 산업디자인과

12 권중 엽 남 대구대학교 산업도안과 25 박 희 성 남 경기공업개방대학 산업디자인과

13 임현 규 남 서울시립대학 산업미술과 26 이진 희 여 경기개방대학 산업디자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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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판매안내

한국디자인호장疵询저 발긴퇸-책지를티음괴7같0『画허호니 많은。i 용 바랍U다.

※연락처 : 당센터 홍보출판과(TEL: 762-9137)

1-산업디자인 전람회 도록(16〜19회) — ：W 18,000-20,000 ___

2. 산업디자인지 （51 〜77호） ：W 2,000〜3竺0_____________________

3. 포장기술지 （ 2〜10호） ：W 2,000

4. 산업디자인지 합본 （80〜81 년） ：W 15,000-18,000 ________
五장添지 합보 :W 12,000

6. 한국전통문양 :W 8,000

7. 초 기술 :W 2,000 __ _______

8. 도구와의 대화 ：W 2,000

9. 오늘의 산업디자인 ：W 1,500

10. 포장산업 경영관리 ：W 3,500 _______ __________ _ ______

11• 가치관의 대전환 ：W 3,000

12. 포장기술 편람 •• W 20,000

한구디자으포장세터
KORIA DESIGN & PACKAGING CENTER



時間은 크리에이터의 가장 큰 武器입니다.

CARMINEARMINE

亡 m시血i
GANZ

赤嬴国新韓画具工娅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48 해영회관 9층. 724 -4119

이제부터 디자이너 여러분은 외국제 

마카에 의존하지 않아도 좋읍니다. 

일본 홀베인과 기술협조로 신한에서 

제조한 간즈마카는 디자이너 여 러분 

의 아트•워크를 한결 즐겁게하여 드 

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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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일러스트 •패드는 일러스 

트 •마카용 용지를 수입하여 

제본한 제품으로서 적당한 투 

명도와 백색도를 유지하여 마 

카의 발색을 촉진시키는 전문 

디자이너 용입니다.

2 절 크기와 4 절 크기의 2 종 

류가 있읍니다.

12.83. COLORS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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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안내 , 
국내포장 산업의 발전 및 수출상품 포장의、 

개선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국제 포장기， 

자재전을 개최하오니 적극 참여 있으、

시기 바랍니다

•개최규모（전시장면적） : 부스 : 3 X3m
>200개부스 （5,000m2）

■기간 :'85.6.1M화） -6・16（일、
■장소 : 대한무역진흥공사 종합전、 

시장（KOEX-강남구 삼성동 159）

■참가신청 : 신청기간-'8471부터
L（전시장, 소진즉시 마감하며, 신청순위를 
4우선으로 하여 품종별로 배치）

•주최 : 대한무역진홍공사（KOTRA）、 
한국디자인포장센터 （KDPC）,

• 후원 : 상공부 한국기계공업 진홍회、 

한국방송공사

•협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신청장소 및 문의처 : • 대한무역진흥공사

k 전시부 전시계획과
4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 （우편번호 : 135）
氷전화 : 55이 -312/315
4•한국디자인포장센터 포장개발부

4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128 （우편번호 ： 110）
4 전화 : 762-9463

■참가대상: 국내외 포장기자재 생산 또는 취급업체

■제출서류 : 소정신청서류 

L（요청하면 우송함）

■출품대상
• 포장재료및 용기: 종이, 플라스틱, 금속 목재 유리, 라벨류】 

포장용테이프류, 기타포장자재

•특기사항 : 동전시

I 기간중 '85 한국 국제
4식품전이 같은 장소에서

4 개최됨으로써 양전시회가

4국제적 규모의

• 포장기계 : 랩핑기 （Wrapping Machine）, 케이서 （Caser）、 
팰릿타이저 （Palletizer）, 계량기,， 

충진기, 라벨부착기, 진공포장기,， 

결속기, 봉함기. 자동포장기〕 

기타포장관련기기

포장 및 식품전시회로 

L 성항을 이룰 것임.

• 포장재료 가공기기 : 제대기 （製袋機）, 재단기, 스티쳐, 제함기,， 

타발기 （Die-cutter） / 
기타포장 재료가공기기

• 기타관련 기기: 포장용 인쇄기기, 포장용 플라스틱 압출 및、 
사출기, 유통관련기기, 포장시험기,， 

선별기, 탐지기,정전기 제거기,、 

기타관련기자재

，兵访 대한 무역진흥공사 憂 하국匚I자의포장세터 
丿 KOREA TRADE PROMOTION CORPORATION W KOREA DESIGN & PACKAGING CENT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