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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년은 디자인 발전의 원년
전 시 중 계 : 제 28회 산업디자인전람회

'93 우수디자인 상품선정제 

디자인 정보 : 대전 Expo '93



INDUSTRIAL INTERIOR DISPLAY

FASHION DESI
. 국 디자인 진흥회는 국내디자인계 저변확대와

디자인 각 분야에 대한 연구와 개발에 힘쓰고, 산업디자이너의 

— I 양성 및 고도산업사회에 부응하는 선진국의 첨단디자인을 능가 
. ■ 할 수 있도록 원활한 정보 교환은 물론 한국디자인학원 총연합회 

후원 등 국가가 필요로 하는 디자인 진흥정책에 기여하며 우리 

나라 디자인 운동의 구심체로서의 새로운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VISUAL COMMUNICATION CRAFTS & TEXTILEC.G INDUSTRIAL INTERIOR DISPLAY FASHION DESIGN 
자인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中｝인 관련 학생, 전공자들의 Membership 회원제로 운영되 

는 한국디자인 진흥회의 DESIGN NEWS WEEK.
디자인 진흥을 위해 매주 발행되는 디자인 종합 전문지입니다.

한국 디자인진릉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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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28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산업디자인 전람 

회는 출품 부문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간 디자 

인의 수준향상과 인식제고에 막대한 역할을 해온 산 

업디자인전람회는 시대 변천에 따라 그에 맞는 변화 

와 성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올해 총 609점이 출품된 가운데 대통령상을 수상 

한 심규승 • 윤창수씨의 「공간효율성을 위한 세탁 

건조 시스템」으로 표지를 꾸며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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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원 새로운 

심볼마크 •로고타입도입

0進

懊樱게발원

人 L 업디자인포장개발원 (KIDP)은 
」우리나라 산업디자인 발전의 

원년을 맞아, 9월 1일부터 7일까지 

개최되는 디자인 주간 행사를 앞두고 

개발원의 이미지 쇄신 차원에서 새로운 

심볼마크와 한글 로고타입, 영문 

이니셜을 이용한 캐릭터 디자인을 

설정했다.

이는 권명광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장이 KIDP의 국제성과 

미래지향성을 기원하는 뜻에서 

4개월간의 작업끝에 완성하여 기증한 

것으로,「디자인 주간」선포일인 罐 

1일부터 정식 사용된다.

새로운 심볼마크는〈개발 • 지도 • 

진흥〉,〈정부 •국민 • 기업〉,〈창조， 

협동 • 봉사〉를 의미하는 로얄블루의 

3개 타원형과 이를 주체적으로 

조화롭게 선도해 가는 개발원의 

발전적 •미래지향적 의지를 반영한 적색 

타원형으로 구성되었는데, 시지각 

원리의 완성의 원리와 돌출의 원리를 

조형원리로 했으며, 전체 형태는 

신라의 토기 등잔이나 U.F.O. 등의 

이미지에서 국제 감각성 •활동성 • 

기술력 • 화제성 등을 상징하도록 했다.

또한 좌우로 뻗은 수평형 

스트라이프와 영문 이니셜을 이용한 

캐릭터 디자인은 시지각 이론의 그루핑 

원리를 기본으로 한, 좌에서 우상으로 

점칭적으로 배열된 동적 느낌의 강조로 

역시 개발원의 국제성과 미래지향성을 

반영하고 있다. 영자의 좌우로 

뻗어나간 수평 스트라이프는 전체가 

모여 입체적인 3차원 형태를 

형성하면서 디자인과 포장의 이미지로 

개발원의 사업 성격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전체 형태는 D나 P의 유연한 

곡선과 직선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 

국제감각성 • 지성 • 기술력 • 친근성 • 

활동성 • 독자성을 강하게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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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회 
대한민국 

산업 디자인 

전람회

口I 28회 대한민국산업디자인 
시I 전람회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산업디자인전람회는 

출품 부문에서 예년과 다른 변화가 

있었는데, 제1부 제품디자인 부문에는 

독립되어 있던 산업공예 부문이 

통합되어 공업디자인과 산업공예를 

포함하게 되었고, 제2부는 환경디자인 

부문이고, 제3부는 시각디자인 

부문으로 여기서는 처음으로 컴퓨터 

그랙픽의 경우에 애니메이션 제작물을 

비디오 테이프로 제출하도록 

했다.

그리고 특별 부문이 신설되었는데 

이는 중소기업 제품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디자인 제안물에 

대한 부문으로, 품목은 

운동화 • 사무용품 • 완구， 

주방용품 • 핸드백의 5 개 품목으로 세계 

일류화 상품 중어서 선정했다. 출품물 

규격은 제품디자인 부문과 동일하나, 

제작요령으로는 해외 수출을 겨냥한 

새로운 개발 상품, 국제 경쟁력이 있고 

한국적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상품디자인 그리고 높은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의 

제품디자인이 제시되었다.

올해는 총 609점이 출품되어 190 
점이 선정되었는데, 환경디자인 

부문에는 24점, 특별 부문에는 5점이 

출품되는 데 그쳤다. 대통령상은 공간 

효율성을 위한 세탁 건조 시스템을 

출품한 심규승 • 윤창수 （금성사 

디자인종합연구소 선임연구원）에게 

돌아갔다.

T입디N인 1 29 1993. VOL. 24

〈표 1> 추품 및 삼사 결과

부문 출품

심 사 결 과

낙선

입상 특선 입선 소계

제 1부제품디자인 197 9 14 57 80 117

제 2부환경디자인 24 2 1 7 10 14

제 3부 시각디자인 383 6 19 72 97 286

특별부문 5 — 1 2 3 2

합 계 609 17 35 138 190 419

〈표 2） 심사위원 명단

제 1 부 제품디자인 부문

성 명 소속 및 직위

박대순 한양대학교 산업미술과 교수

신학수 서울산업대학교 공업디자인과 교수

노경조 국민대학교 공예미술확과 부교수

박억 철 건국대학교 산업디자인과 조교수

윤호미 조선일보사 생활부장 겸 편집부국장

김영세 이노디자인 대표

양재한 삼풍백화점 상품기획실 부장

제3 부 시각디자인부문

성 명 소속 및 직위

봉상균 서울산업대학교 산업디자인과 교수

조영제 서울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박종운 조선대학교 응용미술학과 교수

오근재 홍익대학교 광고디자인과 부교수

박 무 한국일보 경제부장

김순규 문화체육부 예술진홍국장

정신공 성균관대학교 산업디자인과 부교수

출품 및 심사결과는〈표 1〉과 같고 

심사위원은〈표 2〉와 같으며, 제1부

제2 부 환경디자인부문

성 명 소속 및 직위

김홍련 동덕여자대학교 생활미술과 교수

양호일 한양대학교 응용미술과 교수

장호익 서울대학교 산업 디자인학과 조교수

변상태 홍익대학교 공업디자인학과 조교수

천경필 환경처 홍보지도담당관（과장）

박승균 吏卜국방송공사보도미술부장

양윤식 디자인테크 대표

특별부문

성 명 소속 및 직위

이수봉 동아대학교 산업미술학과 부교수

이인술 인다디자인 대표

박경화 대학 무역진흥공사 시장개발 본부장

김태한 신세계백화점 판촉부장

김성옥 한국신발연 구소 디자인연구실 장

이기성 산업 디자인포장개 발원 진홍부장

제품디자인 부문과 특별부문 

심사위원은 통합 운영, 심사를 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한국 이미지 LD 시각물 / 

남용현•최영숙

므흐흐
공간효율성을 위한 세탁 건조 시스템 /

심규승•윤창수

상공자闫* 장児상

접이식 자전거 디자인 / 

이병훈 •김태진

상공자** 장E상

한국 전통 이미지를 표현한 현관 손잡이 개선안 /

공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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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흐께부 흐흐

천 •지 •인。2・3/
손희동• 채완석

《국刁■인인滑호 회장상

한국관광 정보기기 /

류창희 •문철웅

할用저 장■상

도로변 방음 패널 시스템 /

조태형, 양영완

디한상공淳의소 회장상

자동차용 냉 • 온장고 / 

김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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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부르쁘 遛

주방용품 포장디자인 / 

임종웅•김진길

g 소거 Nt博호1博塔團 허 g생

한국 전통 문양의 전자출판 /

임용태•조종성

대한무익SS3사 사장상

환경문제를 고려한 수출 음향기기 포장디자인 연구/

한승문, 이원진

営소게업존됴 어사장상

아마테라스장신구 및 향수병） / 

김진미•조여권

8 T図디N인 1 29 1993. VOL. 24



4구*2 g 사 사 g상

빛 소리(NEW AV SYSTEM) /
이윤동•성창경

산a【W연포8HH ■장상

도제 탁상용품 디자인 /

최철형•이세우

산워CW인포장刖M상

칠성사이다 포스터 /

목진요•주명환

신自□자인호^!■■ II장상

핵확산 금지 공익 포스터 /

박현택•문영만

『口자色工却01사장상

패밀리 클럽(Fax)/
임봉욱 • 이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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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우수다자언 

상픔 
선정게

우수口자연다상

（Q 릉胃상）

냉장고 （GR49-2CK）
업체 : （주）금성사

디 자이너 :안규성, 박성규

년도 우수디자인상품 

vO 선정제의 결과가 발표되고.

9월 1일부터 15일까지 개발원 

전시관에서 전시된다.

이번 선정제는 선정 대상을 12개 

부문 175개 품목으로 하여, '92년에 

비해 29개 품목이 추가되었는데, 

선정부문은 전기 • 전자, 주택설비 및 

가구, 레저 스포츠 • 취미용품, 

사무기기（문구）, 완구 및 아동용구, 

일용품, 운송기기, 산업기계, 

정보통신기기, 교육용품, 의료기기, 

기타 부문으로 나뉘어졌다.

또한 이번 선정제에는 처음 

시상제가 도입되었는데, 

우수디자인대상（대통령상） 1점, 

우수디자인상（국무총리상） 1점, 부문별 

우수디자인상（상공자원부 장관상）

10

12점, 한국 고유 조형상（문화체육부 

장관상 1점, 환경디자인상（환경처 

장관상） 1점, 장려상（KIDP 원장상） 

3점, 장려상（KIDP 이사장상） 1점이 

선정되었다.

총 93개 업체 309점의 제품이 

응모해 심사위원회를 4개 부문 

（전기 •전자, 정보통신기기 부문, 

레저 • • 취미용품, 운송기기,

기타 부문, 주택설비 및 가구, 

사무기기, 완구 및 아동용품, 의료기기 

부문, 일용품 부문）으로 구성, 1 차와 

2차그리고 최종심사를 통해 42개 

업체 87점의 제품을 선정하였는데, 

산업기계와 교육용품 부문은 선정작이 

없었다.

우수디자인대상은 （주）금성사의 

냉장고（GR49-2CK）가 선정되었다.

선정품에 대해서는 우수디자인 상품 

표지 （GD 마크）의 사용이 가능하고, 

상공자원부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기술선진화업체 선정시 평가점수에 

반영되며, 우수디자인상품 선정집을 

제작해 국내외로 배포한다. 또한 

선정품은 홍보를 위해 전시되고, 

상공자원부 장관상 이상의 상을 수상한 

업체에 대해서는 공업발전기금 

（제품디자인 개발 부문）의 지원에 있어 

평가점수에 반영되며, 각종 국제전시회 

참여시 우선 주천한다. 그리고 선정품 

광고시 '93. 12. 31까지는 KIDP가 

협찬기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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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우수口자인상

（국무鲁러상）

승용차용 타이어（Z 2000）
업체:한국타이어제조（주） 

디자이너:이진숙

I
 부문，우수口가언상 

（상공자웜부 장d상）

전자렌자 （RE-850V） 
업체 :삼성전자（주） 

디자이너:이주열

|
 우수口用인생

（상공자욀* 장W상）

팩시밀리 （DF 너 041） 
업체:대우통신（주） 

디자이너 : 김철수

슨，업口N인 1 29 1993. VOL. 24 11



¥문・ 우수口자언상 

（상3자雪부 장己상）

복사기（XEROX 5254） 
업체 :코리아제록스（주） 

디자이너 :정우형, 강용원

¥81 우추口 R 언상 
（상공가장己상）

손목시계（S306B-F, S3078-F） 
업체:오리엔트시계공업（주） 

디자이너 : 전형석

부우수口가인상

（상공가월부 장召상）

의자 （PC-100）
업체: （주）보루네오가구 

디자이너:보루네오 디자인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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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 우추口가인상 
（상공가월부 장己상）

*81 우수口자인상

（상공자월* 9己상）

자전거（빅맨 26" MTB）
업체:삼천리자전거공업（주） 

디자이너:임우빈

스키 캐리어（Let's Go） 
업체:하이원이엔지 

디자이너:문수만

한국고우조힝甘

환。口자인생 

（환공처 장*생）

（1와■육부 장d상）

수도꼭지（SL 423） 
업체 : （주）성진 

디자이너:이대우

오디오（F-101W CD） 
업체 : （주）금성사 

디자이너 : 함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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勺 a생（kidp. 장상）

텔레비젼 （CT-2570P） 
업체:삼성전자（주）

디자이너 : 최봉길 时상 （KIDPt階상）

유모차（A Type Fulio） 
업체:유방교역 

디자이너:최태호

額생（皿 “상）

전자식 혈압계（SE-2000） 
업체:세인전자 

디자이너:이인술

장러상 （KIDP 이사장상）

사무용 책상（MT-018）
업체:우성사

디자이너 :우성사 디자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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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자인 쟁치

산업디자인의 새 조명

산업디자인 진홍 효과증대와 단기간 내의 가시화를 위해서는 정부, 정부 관련기관 

및 공공단체, 민간단체 및 산업체 등 범국가적인 관민연계의 입체적 구조 속에서 

계획이 수립되고, 각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이 수렴되며, 특성에 따라 분담할 수 있는 

디자인 진흥계획이 추진되어야 하겠다.

이 승근 새암디자인 대표

0 리나라의 국내외 경제 상황은 
丁 선진국의 보호무역정책과 

지역블럭화, 수입개방의 압력 증대와 

인건비 상승, 신흥개발도상국과 

경제중진국 등의 추격 및 견제 등 

국내외 시장의 거센 변화에 의해 

입지가 어려워지고 있다.

그간 정부 및 관련기관에서는 

세계경제의 거센 변화에 대응하고, 

장래 유망 기술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고부가가치 제품 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련의 첨단기술 

정책을 펼쳐 왔다. 신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신경제 5개년 계획에서 발표된 

첨단기술 개발정책과 함께 정부와 

기업은 산업 전반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로서 고부가가치에 부응할 수 있는 

산업디자인 분야에 대해 새로운 인식과 

진흥정책을 수반해야 하겠다.

산업디자인은 적은 투자로 단기간 

내에 제품 경쟁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산업, 특히 중소기업은 

산업디자인의 중요성 인식 및 그 

활용면에 있어서 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수줄제품 중 대부분이 아직도 OEM 과 

모방에 의존하고 디자인 자체 개발은 

불과 25%에 머물고 있으며, 

수출제품의 기능과 성능은 경쟁력이 

있으나 품질, 서비스와 함께 디자인은 

열세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1992년, 

무역협회）.

정부 차원에서의 관심과 함께 1950 
년대 말에 미미하게 출발된 디자인 

분야는 이제 연간 1만 9천여명 이상의 

전문인력이 대학에서 배출되고, 

100여명의 디자이너를 보유한 

기업체가 적지 않게 등장하는 등 양적 

측면에서 많은 성장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초부터 20년 이상 

산업디자인 육성을 위한 국가적 

정책이나 지원은 형식적인 것으로 

일관하여 분야의 성장에 견인적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최근 정부 차원에서 1993년에서 

1997년까지 “산업디자인 발전 5개년 

계획 ”을 수립하는 등 산업디자인 

분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과거에 비하여 진일보했으나 

단편적이고 각 분야 육성과 진흥을 

위한 종합대책으로서는 미흡함을 

여러 면에서 엿볼 수 있다.

，산^디자인포장진흥법'이 1991년 

개정 통과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체 • 대학 • 연구소의 관련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공업 기반기술육성자금을 통해 출연할 

수 있게 하였으며, 또한 

한국디자인포장센터를 

산업 디자인포장개 발원으로 개편하고 

운영재원의 정부 출연보조 근거를 

명문화하였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산업디자인 

포장진흥과 연구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공고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1992년 12월에 '산업디자인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 발표하였다. 

여기서 제품디자인 개발지원은 

기술지원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제품디자인 개발 및 자금을 지원하여 

경쟁력 강화와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그 취지와 계획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一7 러나 상기의 계획은 개정된 
一丄 산업디자인육성법에 근거하여 

수립되었지만, 적지 않은 개선 및 

추진계획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첫째, 산업 전반에 디자인의 중요성 

확산이 무엇보다도 현실적으로 

시급하여 정책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나 디자인 개발이 산술적인 계산^ 

의한 수급보다는 산업 전반의 필요에 

의한 독자적인 관심과 노력에 따라 그 

결실을 맺으리라 본다. 마치 디자인 

개발을 발명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정책의 핵심을 독창적 신모델 개발 

등에 맞추어 기존에 방식을 

배제하려는 면을 찾을 수 있겠다. 오래 

전부터 국산 제품에 대한 중요한 지적 

사항으로서 형태 및 색상, 유행감각, 

마무리 처리의 미숙등 단순 처리 

미숙이 지금까지도 지적되고 있다.

그간 만난 대다수 중소기업체의 

경영진은 독창적 신모델 개발에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으나, 막상 신모델 

생산에 따른 시설 및 규모에 대한 신규 

투자에 많은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지금 생산되고 

있는 제품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제품 경쟁력 제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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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둘째, 정부 지원의 디자인 개발 

사업은 그 실행에 있어 보다 세분화, 

전문화된 디자이너와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의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나 

관련 학계 및 현실성이 외면된 

등록제도에 근거하여 대다수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의 참여 기회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디자인포장진흥법 에 제시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육성 방침에 

상반되는 것이다.

산업디자이너의 능력 및 역할은 보다 

참신하고, 창의적이며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기업에 제공하여 실용화 

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디자이너의 집단이라 할 수 있는 

전문회사가 선진 외국에서도 실시하지 

않는 일정 규모와 인원을 갖춘 

법인업체만을 전문회사로 인정하고, 

디자인 개발 지원에 있어 일정한 기간 

내의 획일적인 개발과정을 수반해야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보다 

현실성을 감안하여 관 주도의 디자인 

붐 조성보다는 범국가적인 대다수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민간 

주도형의 디자인 붐 조성이 

이루어져야한다.

세째, 디자인 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실시, 운영되고 있는 굿 디자인마크 

제도,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 등은 매년 

되풀이되는 일회성 전시행사에 

치우치고 있으며, 디자인 평가 및 

심의가 일개인의 주관적, 직관적 

사고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본다. 본 

행사들이 사회 • 문화 • 경제를 대표하는 

디자인 결과물이 그 시대 문화의 

소산이라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급변해 

가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디자인계에 

관련된 많은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어, 그것을 보고 느끼는 차세대 

디자이너 및 일반 대중에게 비칠 

산업디자인의 왜곡된 인식이 우려된다.

산업디자인은 광범위한 의미에서 

산업화된 사회와 체계화된 

생산체제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그 

환경을 사회, 경제, 기술, 생태, 심리적 

측면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입장에서 창의적으로 

계획하고 심미적으로 표현하며 

구체화시키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디자인은 인간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그 시대의 사회적, 

문화적 표상이 된다.

세계의 경쟁국들은 산업 및 제품의 

경쟁력 강화의 핵심적 도구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미 국가적 차원에서의 인식 

제고와 함께 관민이 합심하여 자국의 

사정에 알맞는 장 •단기적인 디자인 

진흥 전략을 총체적인 구도 속에서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디자인이 산업과 제품의 경쟁력 

향상은 물론 국가의 이미지 및 생활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다.

근대 산업디자인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영국에서는 디자인 교육 쇄신과 

진흥이 일찍이 정부 차원에서 시작되어 

정부의 지원이 150여년간 지속되었던 

대표적인 국가이다. 또한 최근 들어 

쇠퇴하는 국가산업 및 경제의 부흥을 

위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디자인 지원(Support for Design, 
SFD)을 진흥정책으로 수립해 실천에 

옮김으로써 디자인이 국가경제에 크게 

이바지한 좋은 예로 남고 있다.

아시아의 용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대만은 노동집약형 산업구조의 

기술집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에 따른 

돌파구를 바로 디자인의 세계화 작업 

(Design Globalization)으로 집약하고 

있다. 즉, 고부가가치를 위한 독창적 

디자인 제조방식 (Original Design 
Manufacture)으로 디자인의 세계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1988년부터 진행중인 3대 디자인 진흥 

5개년 프로젝트(품질 향상을 위한 

5개년 계획, 산업디자인 진흥을 위한 

5개년 계획, 대만제품의 이미지 강화를 

위한 5개년 계획어］ 1,360억원을 투입, 

단계적으로 진행중이고, 국가의 

집중적이고총체적이며 행정적인 

지원도 병행되고 있다.

싱가폴의 경우, 정부가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디자인 

정책의 필연성을 인식, 강력한 

정부주도형의 디자인 진흥 계획을

수립하였다. 198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디자인 벤처 프로그램 (Design Ventun 
Program)은 자국의 제조업체에 대해 

제품 및 포장디자인을 디자인 전문가어 

의뢰하여 공동 개발하도록 

마련되었으며, 디자인 조기교육을 위해 

중학교 교과과정에 디자인 커리큐럼을 

삽입하였다. 이는 아직도 디자인이 

미술 개념에 속하여 개인 중심의 작가 

교육과, 비실무적 정서교육으로 

운용되는 국내 디자인 교육에 대해 

좋은 본보기라 할 수 

있다.

시］ 계 각국이 경제발전 및 

시I 수출전략적 차원에서 디자인 

진흥정책에 주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93년을 우리나라의 디자인 

발전 원년으로 삼고자 상공자원부 

주최로 범 국민적 '디자인 주간(199九 

9월 1일〜1993년 9월 7일)'을 제정, 

산업디자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산업디자인 발전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도모하여 경제 재도약 

기여하고자 한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행사라 생각되며 이로써 디자인계 

발전의 틀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나날이 치 열해지는 국제경 쟁 

시대에서 우리 제품이 살아 남을 길은 

오로지 제품의 질적 향상이며 그 질적 

향상을 더 높여 주는 산업디자인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더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진흥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중소기업 경영인이 제품 및 

기업 경쟁력 확보의 수단으로 디자인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함은 물론 디자인 

각 守t에 정확하고 올바르게 적용,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두어 출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시급하다. 더불어 

디자인 경험이 없거나 디자인에 취약한 

중소기업이 손쉽게 전문디자이너들을 

만날 수 있는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 제도를 확대 실시하여 

단기간 내에 많은 중소기업이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케 하여야 

한다.

국내 30대 대기업 중 17개 기업만이 

가전, 자동차, 섬유, 화장품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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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려운 경영환경을 맞고 있다•따라서 

모든 기업은 비가격적 경쟁요소인 

디자인의 활용도를 증대시키면서

I 경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디자인, 일류 디자인의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우수한 자질의 디자이너 육성이 기업의 

절대적인 힘이 된다는 것은 의심의 

셔지가 없는 것이다.

우리 삼성전자의 국제화 전략은 

다음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 생산 • 판매 밀착형

• 공동개발 •인재육성형

• 문화홉수 • 정보발신형

첫째, 생산 • 판매 밀착형은 현지 

주재 디자이너가 해당 지역의 마케팅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디자인을 

:개발하는 형태로 현재 미국, 독일, 일본 

등 3개 지역을 거점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향후 동남아시아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

둘째, 공동개발 • 인재육성형의

| 경우는 디자이너의 종합적인 자질 향상 

측면에서 현지의 디자인 컨설팅 회사와 

공동 추진하는 형태로 개발
1 프로젝트와 연수 프로그램이 동시에 

수행된다.

셋째, 문화흡수 • 정보발신형은 여러 

나라의 생활문화, 관습, 유행 등에 대한 

노하우 축적이 주목적이며, 디자인 

부문의 가장 중요한 고유활동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하여 다양한 

디자인 정보를 수 • 발신하고 마케팅, 

플래닝, 엔지니어링 부문과 활발한 

Co-Work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보다 

높은 수준의 디자인개발 활동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4. 프로덕트 아이덴티티 (Product 
Identity) 전개 방침

'삼성의 Product Design Identity'는 

제품이 곧 기업의 실체이며, 

제품디자인은 소비자에게 받아 

들여지는 최종 이미지라는 점에

〈도표 3> 디자인의 

국제화 전개 방향

〈도표 5〉

〈도표 4〉

삼성 Product
Identity 추진 개요

기반구축기

Il 93
• 조직 활성화를 통한 내부 충실을 기하고 전반적인 디자인

Level-up을 시킴

- 해외 거점 기능 확대

- 디자인 멤버십 제도 운영

- 산업정보 활동의 기반 구축

발전기

工> 94

• 국제적 위치로서의 전략구축 및 선진 Level 2| 디자인력 확보

-Triad Design Network 보강

-기초 기능의 확충

-CS 디자인 추구

비 약 기 •세계적인 기업수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국제적 디자인 정보 발신기능 수행

-Trend 창출형 경영(신기술, 신 Concept)
-국제 디자인 Forum 개최

충실기

口
'97

• Global 한 세계적 활동 전개로 분산. 종합화된 디자인

Network 확립

-Keep Image 전략, PI 정립

-Globalization^ 실천

주안하여 당사의 제품에 일관되게 

흐르는 '동질의 가치관', 'Story성' 

등을 부여하는 통합적인 작업이다.

〔이의 기본전략〕

• 가시적 측면으로 접근 :

1) 외관만으로 브랜드와 상품성의 

인지도 향상

2) 컨셉트와 맛(Taste)의 공유로 

특정 소비층에 강한 소구력

3) 상품 컨셉트의 지속성은 'Fan'

확보에 효과적

• 의미적 측면으로 접근 :

1) 상품의 존재감, 브랜드의 상징성 

강화

2) 일관된(전통성) 외관 및 

조작계로 User 에 신뢰감

부여

3) 동일 브랜드에 대한 공명으로 

기업문화 형성

5. 5세기를 향한 중 장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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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세기에는 삼성이 세계적인 

초일류기업으로 위치하기 위하여 

디자인센터도 경영전략을 기초로 한 

새로운 전략 수립과 실천계획을 

추진하고자 한다（도표 5）.
삼성 디자인센터는 일상적인 제품 

개발업무 이외에 중 • 장기적인 

사업기획과 제안디자인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해외 주요 거점을 

활용한 정보수집 및 이벤트 활동 등을 

통하여 기업경영에 이바지하고 있고, 

디자인 멤버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6. 디자인 성공 사례

삼성은 '90년부터 디자인을 통한 

새로운 Needs 발굴과 디자인 Oriented 
된 제품개발을 목표로 실시하고 있는 

사내「제안디자인발표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신상품제안전」은 디자인센터 

주관으로 연 2회를 실시하여 왔는데, 

디자이너의 창조적 발상력을 기초로 한 

신기술 개발 유도와 한국형 제품 및 

시장창조형 제품 등 많은 Hit 상품을 

제안하는 데 기여해 왔다.

■ 시네마 칼라 TV
• '91 년 8월 시장 도입

• TV의 기본 기능인 화질과 음질을 

강조하면서 사용환경 요소를 고려한 

Inlerioi적 분위기 연출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켰으며, 당사 C시or 
TV의 이미지를 부각하였다.

• Hit 요인 :

- 대형 TV 선호 추세에 따른 기능과 

디자인 조화

- 사용환경을 고려한 인테리어 

분위기 연출

一대전방지 및 시력보호를 위한 곡선 

강화유리 채용

- 편리성을 고려한 Door Controller 
및 카드형 송신기 개발

■ 삶는 세탁기

• '92년 7월 시장 도입

• 성숙기 제품의 수요 감소 및

〈도표 7） 산업디자인센터 총투자 규모（'93년 기준）대체수요 증가에 따른 소비자의 

감성적 욕구와 의식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제품으로 

세탁기의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였다.

• Hit 요인:

- 한국적 정서에 맞는 Needs의 발견 

（삶는 기능）

- 기본 기능의 충실한 해결 서図력, 

저소음, 절전, 절수）

- 사용이 편리하고 품위 있는 형태와 

고급감추구

■ LCD To니ch Panel VCR
• '93년 4월 시장 도입

•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대화형 

액정 소프트 터치 판넬을 채용, 

사용설명서가 필요 없는 친절한 

VCR의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 Hit 요인 :

-기본 기능에 충실 （화질, 음질을 

깨끗히）

—사용자의 사용성을 쉽게 하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함간단 

조작, 대화형 터치 판넬）

一주위 환경 및 기기와 조화되는 

깨끗한 조형

맺음말

6여년 앞으로 다가온 21세기, 산업 

전반의 경영환경은 세기말적 변환기를 

맞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많은 

미래학자들 역시 기업성장의 필수적인 

요건으로 소비자에 대한 배려 （욕구 

발견과 문제 해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단위 억원

함 목 금 액 비 고

인건비 35.2 총 163명

경상연구비 20.9 현지 개발비용 포함

일반 경비 34.2

시설투자 45 -CAD System 도입 

一디자인 멤버십 운영

-SDT 조직 강화

합 계 135.3

경영환경이 국제화, 복합화, 

다양화될수록 기업의 지적 

창조능력을 여하히 

자산화시키느냐에 따른, Top 
경영층은 물론 기업의 조직원에게 

디자인의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기본적인 마인드를 형성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디자인의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고, 소속된 

디자이너는 자신의 가치기준에 대한 

자각이 요구된다.

기세기의 삼성은 세계적인 

인류기업으로 부상하기 위한 

경영전략의 자원으로서 

산업디자인센터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 Alternative Design의 개념

BIG, 매크로적인 사고의 반대 

개념으로 중소（적정분산적이고 

유기적이며, 지역적인 의미를 가짐. 

따뜻하고, 인간미가 넘치고 환경에 

순응하는 적정 규모의 마케팅 전략에 

기본을 둔 디자인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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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욍자이게 昱는다

세계 최고를 

추구하는 

금성디자인

이 헌 조 (주)금성사 대표이사부회장

1. 디자인은 최고 경영자의 책임

재작년에 열렸던 이 금성국제디자인 

공모전의 개막식에서의 일이다. 영국 

디자인(London)지의 부편집장인 

마이크 존스씨(Mike Jones)가 공모전 

취재차 왔던 길에 전시장에서 인터뷰를 

청해 왔다. 그의 첫 질문은 “귀하와 

같은 대기업의 책임자가 어떻게 

디자인에 그렇게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까?”하는 내용이었다. 

디자인의 본고장이라고 하는 영국에서 

온 기자는 다소 놀랐다는 듯이 그렇게 

물어 왔다. “금성사와 같은 대기업의 

경영자가 디자인에 깊은 관심을 

가져서는 안되는 이유라도 

있나요”라는 것이 나의 대답이었다. 

물론 그와 같은 질문을 한 존스씨의 

진의(眞意)는 디자인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최고 경영자는 많아도, 

막상 디자인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경영자는 극히 적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었음을 알면서 그렇게 대답했던 

것이다. 의외의 대답에 그는 다소 

머쓱해졌지만, 짧은 시간이나마 

진지하고 아주 흥미로운 대화를 했던 

기억이 되살아 난다.

실제로 디자인은 최고 경영자의 

책임이다. 디자인은 기업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본사의 사옥, 기업 심벌과 

같은 시각적 표시요소와 제품등에 

개성과 품격을 부여해 주기 때문이다. 

만일 경영자가 디자인에 대해 

무지하거나 무관심하면 그 기업의 

이미지는 아주 천박한 수준에 머물기 

마련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책임은 

경영자에게 돌아오게 된다. 그러므로 

경영자는 디자인에 깊은 관심을 갖고 

독창적이며 세련된 디자인이 창출될 수 

있는 여건의 형성에 노력해야만 한다.

2.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가전산업은 고부가가치 제품과 

신가전에 의해 탈성숙화를 진행하고 

있다. 컴퓨터 기술과 융합된 

멀티미디어 시대를 驷｝ '생활인 

지향의 이노베이션'을 전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금성사는 지금까지 

낮은 원가를 무기로 하는 수출전략과 

국내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주로 '양적 

성장(Volume Game)'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임금의 급상승과 시장 개방 

등의 영향으로 수출과 내수 모두 양의 

확대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가전 산업의 탈성숙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Value Game)'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금성사가 추구해야 할 

공유가치는 장단기적인 측면에서 다음 

두 가지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특정 분야에서 

히트 상품을 계속 창출할 수 있는 

'생활장면 (Life Scene)의 프로듀서'를 

육성하는 것이다. 생활장면의 

프로듀서는 명확한 상품 개념을 

창안하고 그 개념을 실제로 구현시켜 

줄 수 있는 특정 핵심 기술을 활용하여 

차별화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생활을 

더욱 더 풍요롭게 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를 지칭하는 것이다.

둘째, 장기적으로는 특정 분야에서 

독자 기술을 육성하여 생활 지향의 

이노베이션을 추구하는 것이 즉, 우선 

순위가 높은 특정사업 영역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여 생활인의 

니즈(Needs)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선도화된 차별화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물론 

장기적으로 생활의 이노베이션을 

성취시켜 줄 수 있는 차별화 상품을 

개발하는 데 모든 기업활동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 회사에서는 디자인력 신장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디자인종합 

연구소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하려는 계획을 '9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3. 디자인에 대한 과감한 투자

금성사는 디자인 부문에 아낌없는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다. 금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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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종합연구소의 예산은 작년 대비 

14.2%가증가되었다•국내외적으로 

경영환경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디자인에 대한 투자는 계속 신장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 회사의 디자인 투자는 

작년 9월의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시에 

현지 디자인 연구법인인 

금성디자인테크 (GoldStar Design 
Tech：GSDT)의 설립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더블린시의 연구단지에 대지 

2,000평, 건평 300평 규모로 건립된 

GSDT는 국내 최초의 해외 디자인 

연구법인이다. 자본금 150만 달러로 

설립된 GSDT는 '95년까지 모두 

300 만 달러를 투자해 명실공히 현지 

디자인 개발본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GSDT에서는 유럽의 디자인 성향을 

직접 조사하고 유용한 디자인 정보를 

수집하여 현지 고객의 욕구에 부응하는 

디자인의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유럽 , 미국 등의 현지 디자이너를 

서울의 디자인종합연구소로 초청해 

공동 개발활동을 전개하고, 별도의 

연구팀을 현지에 파견하여 연구개발을 

함께 할 계획이다. GSDT 설립의 가장 

큰 이유는 현지 고객의 취향맞는 

차별화된 디자인 개발을 통해 

국제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다. 즉, 갈수록 치열해지는 세계 

가전시장에서의 경쟁과유럽통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국제화 • 

현지화 전략(Global-Localization 
Strategy)을 적극 전개하려는 것이다. 

이로서 우리 회사는 외국 현지 시장과 

현지 생활문화에 알맞는 고객지향적인 

제품디자인을 개발하고 현지에서 

축적된 디자인 개발능력을 다각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한단계 앞선 제품의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는 채비를 

갖추게 된 것이다.

4. 디자인을 경영전략적 수단으로

금성사는 21세기 세계 초우량 

기업으로 성장하려는 비전(Vision)의 

달성을 위하여 디자인 부문을 

경영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전제조건을 단계적으로 

갖추어가고 있다. 개괄적으로 보아 

제품의 디자인에는 3단계의 

발전단계가 있는데, 금성사는 지금 

2단계까지 와 있다고 볼 수 있다. 

제 1 단계는 디자인이 제품을 만들기 

쉽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단계이다. 즉, 

상품제조의 보조수단으로 생산의 부수 

기능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제 2단계는 그와 같은 부수적인 역할을 

넘어서서 상품계획까지 포함하는 

적극적인 기능을 갖게 되는 단게이다. 

1단계가 소극적인 역할(Passive 
Role)을 수행하는 단계라면, 2단계는 

디자인이 생산을 선도하는 적극적인 

역할(Positive Role)을 수행하는 

단계이다. 우리는 지금 바로 그 단계에 

와 있다.

그러면 앞으로 제 3단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디자인은 

기업경영에 있어서 전략적인 

수단(Strategic Tool)으로 활용될 

것이다. 디자인 활동이 개개의 상품을 

개발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기업 전체의 코퍼리트 제품 이미지 

(Corporate Product Image: C.P.I)를 

창출하는 전략을 좌우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마케팅 전략에 따라서 

디자인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하느냐?하는 것 등이 문제로 

제기된다. 말하자면, 디자인이 

전략적인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제 2단계에서는 단일 제품의 디자인을 

좋게 하는 것이 주요 관심사이지만, 제 

3단계에서는 모든 제품의 디자인이 

전략적 측면에서 상호간에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다. 

제 2단계에서는 전략성이 중요하지 

않았지만, 제 3단계에서는 디자인의 

전략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된다.

5. 나타나고 있는 가시적인 성과

“새롭고 쾌적한 생활문화의 창조”를 

추구하는 금성사가 지난 수 년 동안에 

걸쳐 추구해 온 전략적 디자인 개발이 

최근 들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전기, 전자 및 정보처리 기술을 

응용하여 우리의 생활을 자동화 • 

시스템화 • 정보화함으로써 새롭고 

쾌적한 삶으로 이끌려는 노력이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인의 주거생활 문화와 식생활 

문화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의 결과로 

개발된 물걸레 청소기와 김치독 

냉장고를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다. 

또한 캡션 VCR과 인공지능 VCR 
등도 모두 고객의 만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금성사의 디자인 

이념을 반영한 것이다. 앞선 기술과 

전략적인 디자인 컨셉트의 유기적인 

조화가 계속해서 베스트셀러 상품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신세대 신혼을 위한 베스트 

A/V 상품인 '금성 아베스트를 

개발하여 국내에서도 오디오와 

비디오의 완벽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되었다. '고성능, 고감각, 

고문화'를 추구하며 디자인된 

아베스트는 25인치 고화질 영상, 

100W 고출력 앰프, 3웨이 방자형 

스피커, 6헤드 하이파이 VCR, 컴팩트 

디스크 플레이어와 오디오 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A/V 
시스템이다. 또한 누구나 간단히 

조작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첨단 

리모콘으로 언제나 쉽게 원하는 기능을 

얻을 수 있다. 자주 쓰는 기능은 

인공지능으로, 가끔 쓰는 기능은 

마우스 바로 통합하여 기존 

리모콘보다 버튼의 수효를 1/3로 

줄임으로써 문자 그대로 사용자 친화 

디자인(User Friendly Design)을 이룬 

것이다.

특히 아베스트는 마케팅, 디자인, 

엔지니어링 등 관련 부문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프로젝트팀에 의해 

모든 개발과정이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제품들과 구분이 된다. 기술경영 

담당의 진두 지휘하에 마케터, 

엔지니어, 디자이너들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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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스트라팀이 이루어낸 하모니가 

바로 아베스트라는 명품(名品)을 

만들어낸 것이다. 아베스트 사례는 

단순히 하나의 제품 시스템의 성공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른바 

AVCC(오디오, 비디오, 컴퓨터, 

커뮤니케이션)를 

멀티미디어화함으로써 ' 생활인을위한 

토털 솔루션 (Total Solution of 
Personal Life)'의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AVCC나 멀티미디어 

그리고 가정 전기기기 시스템의 결합을 

통하여 완벽한 홈 오토메이션(Home 
Automation)을 이루어내려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홈 오토메이션은 주로 

시큐리티(Security)나 주방쪽에 

치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금성사가 

추구하는 것은 AVCC 까지 포함하여 

가정생활의 편리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의 통합화이다.

6. 디자인 매니지먼트의 중요성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앞으로 기업 경영에서 디자인의 역할이 

더욱 더 중요시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연히 인식할 수 있다. '생활인 

지향의 이노베이션'인 디자이너의 

전략적 역할이 크게 기대된다는 

것이다. 새로운 제품기회의 

발견으로부터 최종 제품의 가치를 

제고시켜주는 주역이 바로 

디자이너들이기 때문이다. 

디자이너들이 제품과 사용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해주고, 

사용자의 감성에 부응하는 조형적 

특성을 창출해낼 때 비로소 제품의 

성공이 기약될 수 있다.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는 물론 사용중이나 

사용하고 난 다음에도 만족을 느끼게 

되는 디자인을 통한 고객의 총체적 

만족이 성취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디자인 매니지먼트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는 것이다. 요즘 

연구개발 관리능력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디자인의 

전략적 관리능력의 함양이 대단히 

중요하다. 연극의 프로듀서 (Producer ： 
PD)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가 

디자인에도 필요하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거나 렌더링을 잘하는 

디자이너들과 상품기획이나 공장에 

있는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는 사람이 

바로 디자인 PD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디자인 프로젝트를 올바르게 

추진하는 팀장에서부터 

디자인 종합연구소의 총체적인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디자인 담당 임원에 

이르기까지 디자인 PD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맡은 바 

임무도 각기 다르게 마련이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 무엇보다 

미흡한 것은 디자인 인재들 중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재는 많지만, 

경영성을 갖춘 인재는 별로 없다는 

사실이다. 경영성이라는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양성된 

디자이너들이 더욱 많이 배출되어 

전사적인 디자인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원활히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이제 우리의 경쟁상대는 국내 

동종업체가 아니라 선진국의 

선발기업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세계시장을 무대로 디자인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때 우리는 

명실상부한 세계 초일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는

금성 국제 디자인공모전도 궁극적으로는 

세계 속에 한국의 디자인을 심으려는 

의지의 표명이다. 이 공모전은 특히 

세계산업디자인단체협의회 

(International Council of Societies of 
Industrial Design ： ICSID)의 공인을 

받은 국제 디자인 공모전으로서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금년에도 전 세계적의 

34개국에서 이7점의 디자인 작품이 

출품되었으며, 국제적으로 저명한 

디자이너들이 포함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엄선된 우수작들로 

이루어진 전시회가 9월 하순에 개최될 

예정이다.

이상과 같이 다양한 디자인 활동이

체계적으로 전개되면서

시너지(Synergy) 효과가 생겨나고 있는 

것은 금성 디자인종합연구소의 디자인 

매니지먼트가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금성 디자인종합연구소는 

이미 1990년 초반부터『2000년대 

비전 달성을 위한 디자인 마스터 

플랜』을 수립 • 시행하고 있다. 이 

전략적 기획에 입각하여 3대 디자인 

전략과 4대 디자인 실천과제가 

단계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금성 디자인종합연구소의 활동은 더욱 

더 다변화되고 심화될 것이다. 아울러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 또한 

가속화되어 국내외 시장에서 디자인에 

의한 제품의 국제경쟁력이 증진될 

것이다.

끝으로 금성사 디자인 경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본인은 기업디자인 부문의 

육성은 장기적인 플랜에 의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또한 디자이너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의 조성과 동기 

유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본인은 창의성을 바탕으로 

이제까지의 경험을 십분 살려 금성 

디자이너들과 함께 '세계 최고를 

추구하는 금성 디자인'의 구현을 위해 

모든 예지를 모아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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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자언 정보

플라스틱 디자인

플라스틱은

화학적•구조적인 

측면에서 나무, 유리, 세라믹 

금속 혹은 기타 광물들과는 

전혀 다르다. 또한 가공 

및 사용용도 면에서도 

다른재료처럼 

제약이 많지 

않다.

方

본지에서는 플라스틱이라 불리는 재료를 소개하는 

지면을 마련했다.

이는 플라스틱의 특징과 분류 • 성형가공방법 • 종류 등 

플라스틱 전반에 관한 개괄적인 내용을 제품 개발 

연구원이나 디자이너에게 소개함으로써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화하는 과정에서 최상의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요즘 한창 대두되는 환경문제에 대한 고찰도 

함께하여 2회에 걸쳐 게재하고자 한다.

서 문

합성수지재가 공식적으로 처음 개발된 것은 

벨기에의 Leo Baekeland가 1907년 8월 18일 

특허출원 하면서부터였는데 이 물건을 

베이클리이트(Baekelite)라 명명했다. 그런데 

이 날은 아이러닉하게도 영국인 James 
Swinturne이 같은 내용의 특허를 출원하려 

했던 바로 전날이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문화적인 욕구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인간에 의해 창출된 신소재를 

만들어 내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 이후 수 

많은 종류의 플라스틱이 개발되었으며, 

플라스틱 가공 기계 및 공정도 따라서 

개발되었다.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신소재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플라스틱을 단지 '인조 재료' 정도로 

가치하락시키거나 플라스틱 제품을 실물의 

복사품 정도로 여기기도 하였다. 문화적 

측면에서의 잠재적인 가능성은 아직 수면하에 

있었으며, 이의 주역인 디자이너는 마지막 

장에서나 등장하게 되었다.

플라스틱 재료

플라스틱은 화학적 • 구조적인 측면에서 

나무, 유리, 세라믹, 금속 혹은 기타 

광물들과는 전혀 다르다. 또한 가공 및 

사용용도 면에서도 다른 재료처럼 제약이 많지 

않다. 플라스틱은 가열이나 가압(加壓)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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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디자이너는 

사용자가 재질에 

대해 호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 호감이란 적정 

재질의 선택과 창조적인 

디자인 체험으로써 

이루어진다

为

하지만 이 말은 사용목적에 가장 합당한 

플라스틱을 택하여 주물을 뜨면 제품이 

완성되는 것처럼 들리나,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재료를 그 가공성과 용도를 

따져 선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성형시 재료의 

구조와 가공 공정의 여러 제약요인들을 

고려해야만 한다.

또한 디자이너는 사용자가 재질에 대해 

호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 호감이란 적정 

재질의 선택과 창조적인 디자인 체험으로써 

이루어진다.

만일 제품 형태가 제조공구에 맞지 않거나 

여러 제약요인을 발생케 하면 호감은 

부정적인 것으로 바뀔 수도 있다.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호감은 주로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생기게 된다. 따라서 

제조과정에서의 몰드의 품질이나 노력은 

플라스틱 재질이나 제품에 대하여 호감을 갖게 

하는 중요 요소이다.

플라스틱은 밀도가 타재질에 비해 낮을 뿐만 

아니라 그 영역도 사뭇 다르다. 플라스틱 

제품은 재질의 특성과 능력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어떤 경우는 플라스틱 

제품이라 할지라도 기존의 형태를 답습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 

디자이너는 플라스틱을 사용함으로써 제품의 

품질 향상을 기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한다.

플라스틱의 다른 재료와의 차이

• 플라스틱 재료는 일반적으로 가볍다.

• 보통 플라스틱 재료는 금속재료보다 기계적 

강도가 약하다.

• 성형성이 우수하다. 그러므로 원료 가격은 

높지만 성형성이 좋아서 양산이 가능해 

제품의 가격은 저렴해질 수 있다.

• 일반적으로 내열성이 낮다. 높은 것도 상용 

2乃。C 까지이다.

• 화학적인 성질은 내산 •내알카리 • 

내약품성이 강한 것부터 약한 것까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 유전체이고, 절연물이다.

• 부드러우므로 정밀도를 내기 어렵고, 점성이 

있어서 기계가공성이 부족하다.

• 플라스틱 재료는 유기질이므로

태양광선이나 자외선에 의해 열화되기 쉽고, 

마모도가 작고 마모계수가 낮은 것이 있다.

재료의 분류

플라스틱 재료는 매우 다양한 재질을 

선보이고 있는데, 중합체의 분자구조에 따라 

크게 다음 3가지로 구분된다.

1） 열가소성 플라스틱（Thermoplastics） ： 
고온에서 성형가능할 정도로 연해지며, 

냉각시는 딱딱하게 굳는다. 성형 공정은 

유리와 마찬가지로 가역성 （온도에 따라 

연해지고 딱딱해지는 성질）이다. 열가소성 

플라스틱 제품은 저온에서도 부서지기 쉽고 

뻣뻣해지며, 성형가능한 고온에서는 질기고 

연해진다.

2） 열경화성 플라스틱（Thermosets）:
중합도（단량체의 중복된 정도）가 낮을 경우 

몰드가 가능한 플라스틱 촉매나 가열 혹은 

가압 등에 의해 3차원의 분자구조가 형성되어 

세라믹처럼 딱딱해진다. 열경화성 플라스틱은 

고온이나 저온에서 동일한 물리적 특성을 

보이나 일정온도 이상 가열하면 파괴된다.

3） 일 라스토머（티astomers ： 탄성체 ）:

변형율이 크고 가역성을 가진 오픈 네트 

구조의 플라스틱. 이 구조의 플라스틱은 

열가소성 （가소 고무）과

열경화성（황화천연고무 및 합성고무） 

플라스틱이 모두 가능하다. 복합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진제나 강화제를 사용하며, 경제성 

혹은 특성 향상의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플라스틱 재질의 선택

가공되지 않은 플라스틱은 액체, 고체, 분말, 

과립, 화합물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그리고 시트, 튜브, 필름, 막대 형태, 섬유상 

등과 같은 반가공 처리된 플라스틱도 

존재한다.

디자이너와 숙련된 플라스틱 기술자가 함께 

작업에 가장 부합하는 플라스틱 재료를 

선택하기 전에, 요구되는 기능을 명시하는 

것은 디자이너의 일이다. 요구되는 기능들은 

내충격성, 내열성, 내화학성, 열팽창성, 인화성, 

포장재의 차단성, 무독성 등과 같은 

기능들이다.

그러나 디자이너가 재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주관적인 요소가 결정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 어떤 플라스틱 제품은 만일 그것이 

우리 생활에서 사용되는 것이라면 악취가 

나서는 안되며, 음식이나 음료로부터 냄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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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PE 로 된 병 상자

사출성형

원료가 실린더 내부에서 가소성 

물질로 되어 피스톤의 압력에 의해 

몰드 속으로 주사되고, 여기서 

냉각되어 강화된 뒤 완제품이

맛을 흡수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또한 먼지를 끌어당기며 실내 공기의 이온 

밸런스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표면 구조나 

채색 가능성도 또다른 중요한 특징이 될 수 

있고, 플라스틱이 사용될 때 많은 매혹적인

생산되어 나온다. 표면의 윤기를 얻을 수 없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더구나 손으로 사용할 플라스틱 

제품은 휴대에 편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질의 선택에는 플라스틱 

제품이 사용될 때 의도되지 않은 오용의 

위험을 고려해야만 한다. 이러한 오용은 다른 

재질로 된 유사한 제품을 사용한 적이 있는 

소비자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다.

가공, 성형 기술

재질의 선택이 끝나면 디자이너와 플라스틱 

기술자는 생산방법의 선택에 있어 협력해야 

한다. 플라스틱 기술은 수 많은 제조방법을 

포함하지만, 모든 폴리머 가공에 그것들이 

모두 적합한 것은 아니다.

재질과 가공기술을 선택한 후에 몰드 제작 

가능성과 제한요소에 대하여 아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는 비용도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몰드 제조에는 기술과 

노력이 요구된다.

정원의자 하나를 인젝션 몰딩으로 만들기 

위해서도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많은 경우에 있어 나무나 아크릴 또는 액상 

열경화성 재료를 사용하여 실물 크기로 실제 

만들 제품의 모델을 갖고 있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 이 모델은 디자이너와 몰드 제작자 

사이의 토론의 훌륭한 출발점이 되며, 제품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합리적인 몰드 제작의 

기본이 된다.

최근 몇 년 사이에 CAD는 플라스틱 

산업에서 확고한 발판을 구축해, 복잡한 

프로그램으로 몰드 충전 공정을 

시뮬레이션하는 작업을 수행해 왔다. 또한

CAD는 완제품의 내부압력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플라스틱의 성형 • 가공 단계에서는 

①가열에 의한 가소화(필요에 의한 가압), 

②성형, ③냉각의 세 가지 공정을 필요로 

한다.

사출성형(Injection Moulding)

플라스틱 가공에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하나 혹은 여러 개의 사출성형기의 

몰드구멍에 가소성 물질을 주입하는 

사출성형이다.

플라스틱 재료는 클램프(Clamp) 몰드 

내에서 냉각시 열가소성, 가열시 열경화성이 

되면서 강화된다. 충분히 강화되면 몰드가 

열리고 완제품이 나오게 된다.

열가소성 , 열경화성 , 일라스토머는 모두 

사출성형에 의해 가공되어 완제품이 될 수 

있으며, 표면은 유리와 같은 고도의 

처리에서부터 매트나 텍스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할 수 있다. 몰드는 완제품의 이음매 

부분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밀하게 만들 

수도 있다.

여기서의 기술적 한계는 대상물이 몰드에서 

제거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플라스틱 기술자는 잡아당길 수 있는 

중심부와 움직일 수 있는 슬라이드, 

교환가능한 삽입부 등을 갖춘 몰드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모든 플라스틱 재료는 냉각시에 

축소되어 수축된다는 점을 고려해야만 한다.

날카로운 Notch 와 구멍, 틈은 파손을 

일으킬 수 있으며, 큰 두께 편차로 인해 

뒤틀리거나 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금속 삽입부가 종종 플라스틱 재질로 

변경되고 있으나 그러한 부분은 열에 의한 

수축으로 인장응력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체크리스트

。금형은 제품 성형 후 쉽게 벗겨내기 위하여 

곡선으로 처리해야 한다.

。중심부위 가공 후 주변부의 봉합은 변색, 

표면 결함 혹은 갈라짐 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0 두꺼운 부위는 얇은 부위보다 서서히 

냉각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휘어지거나 형태가 일그러져 푹꺼지거나 빈 

공간이 생기게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30 슨I엄디KJ인 1 29 1993. VOL. 24



압축성형

압축성형에서는 원료가 하부 몰드에 

놓여진 후 연화되어 압착된다. 그리고 

냉각 경화되면 완성품을 꺼낸다.

멜라민 수지로 된 압축성형된 접시 

세트

口0口
。한 부위에 수직으로 덧 대지는 부위는 움푹 

들어가게 되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 2/3 
정도의 두께를 유지하여야 한다.

。모든 내측 코너 부위와 단면 부위는 반원형 

형태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만약 사출성형품이 다른 부품들과 결합하여 

최종 완성되는 것이라면 몰드 크기는 

예상되는 수축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압축성형(Compression Moulding)

吨E 
为A

압축성형에서는 일정량의 원료 플라스틱이 

몰드에 들어감으로서 플라스틱 제조공정이 

시작되는데, 일정량의 주로 분말상태의 

성형재료로 온도 조절된 금형을 채우고 

가열 • 가압하여 제품성형이 될 때까지 

고정하게 된다. 이 공정은 가장 고전적인 

방법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열가소성, 

열경화성, 탄성체 및 복합체까지 모든 

플라스틱의 성형에 이용되어 왔다.

오늘날 이 공정은 열경화성의 

복합사출성형

복합사출성형은 서로 다른 원료가 

각각의 실린더로부터 한 몰드에 

동시에 사출되어 성형된다.

아이소사이나이트와 폴리올의 외부 

재료와 다공성 폴리우레탄의 내부 

재질로 복합사출성형된 의자

복합플라스틱이나 예열 몰드 성형의 탄성체 

또는 냉각 몰드 성형의 예열 열가소성 

플라스틱 시트 성형에 주로 사용된다.

압축성형의 이점은 수축이나 휨 등이 

사출성형보다도 적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밀한 

두께의 플라스틱 성형이 가능하다.

단점은 사출성형과 마찬가지로 몰드 성형이 

복잡하다는 것이다. 또한 성형된 몰드는 

플라스틱 재료가 찍어내는 동안 금형 사이로 

가끔 흘러나오는 수가 있다. 압축 성형은 

사출성형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 

점이 가격면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체크리스트

。몰드파티션（간막이） 라인은 광택막이 

제거될 수 있는 위치에 놓여져야 한다.

。두께 편차가 크면 얇은 부위는 과도한 열을 

받게 되고 두꺼운 부위는 예열이 모자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복합사출성형（M니ti-Component Injection 
Moulding）

복합사출성형은 각각 다른 재료가 각각의 

실린더로부터 한 몰드에 동시에 사출됨으로써 

성형되는 공정이다. 예를 들어 내부에는 값싼 

재질을 쓰고 외부에는 값비싼 재료를 

사용하고자 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한다.

최근에는 내부 재질은 가스로 대신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이 방법의 이점은 가스압에 

의해 연화된 재료가 냉각되는 동안 몰드의 

내부 표면에 밀착되도록 해줌으로써 표면 

꺼짐이나 비틀림을 방지해 준다. 아직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옛날 방식은 재료에 화학제를 

첨가함으로써 거의 비슷한 효과를 거두는 

것이다. 복합 사출성형의 가장 큰 장점은 

RRIM（강화반응형 사출성형）에 있는데, 

이것은 주로 차체 부품 생산에 쓰여지는 

방법이다. 두 모노머가 동시에 사출되는데 

금속만큼의 강도를 가지면서도 부식 저항성이 

큰 재료가 화학 반응에 의해 성형된다.

체크리스트

。이 기술은 특수 몰드기계에 의해서만 

사용가능하다.

。만약 내부 재료가 사용될 때는 외부 재료와 

열팽창계수가 유사하여야 한다.

。두 재료 사이의 내부 접착력이 좋아야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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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자언 정보

SIGGRAPH '93을 다녀와서

김 면 성균관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과 졸업

• 미국 Syracuse 대학 디자인 

석사

• ICOGRADA협회 회원

•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발전위원

SIGGRAPH는 1967년에 ACM으로 

출발한 컴퓨터 그래픽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Special Interest Group on 
Computer Graphics)의 머릿글자를 딴 

단체이름으로 예술가, 엔지니어, 애니메이터, 

필름메이커, 소프트 웨어와 하드 웨어를 

개발하는 사람들, 과학자, 수학자 등 컴퓨터 

그래픽 관련 분아의 13,000여명의 다양한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SIGGRAPH는 미국 내의 컴퓨터 관련 다른 

회의를 후원하기도 하고, 교육부문도 적극 

지원하며, 여러 분야의 출판업무 및 전문기술 

단체들과도 빈번한 교류를 하고 있다.

금년도 SIGGRAPH '9科 주제는 

멀티미디어 (Multi Media)였으며, 애나하임 

(Anaheim) 컨벤션 센터 (Convention 
Center)와 매리옷트 호텔, 힐튼호텔에서 8월 

1일부터 6일까지 열렸던 국제회의와 

전시행사에 60여개국 35,000여명 이상이 전 

세계로부터 참석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참가한 나라로는 한국을 비롯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영국, 브라질, 캐나다 등이었다. 

컨벤션 센터 입구의 '환영'이라는 한글에 무척 

반가왔다.

참석자들 중의 40% 정도는 소프트 웨어를 

개발하는 사람들이었고, 25%는 디자인 관련 

종사자, 15%는 과학과 의학 관련 연구자들 

그리고 나머지 20%는 교육계나 순수 

예술가들이었다.

이번 회의의 소요예산은 육백만 달러이고, 

100여명의 자원 봉사자들이 전 세계에서 

참여하였다.

본인이 도착한 다음날인 일요일날 컨벤션 

센터에 가 보았는데 이미 등록을 시작하여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으며, 

강의 코스의 교재와 비디오 테이프, 각종 

기념품들을 구입하느라고 장사진을 이루어 

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 열기를 짐작할 수 

있게 하였다. 컨벤션 센터 한 가운데에서는 

대형 HDTV가 컴퓨터 그래픽 작품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으며, 한쪽 코너에서는 

대학생들의 작품들이 판넬로 전시되고 있었다.

SIGGRAPH '93의 프로그램은

① 학술논문 발표 (Papers), ② 토론회 (Panels),
③ 강의 (Courses), ④ 기계문화(Machine 
Culture), ⑤ 디자인 테크놀로지 (Designing 
Technology), ⑥ 미래의 현실 (Tomorrow's 
Realities), ⑦ 영화상영 (Electronic Theater),
⑧ 어린이 컴퓨터 대회 (SIGKIDS) ⑨ 화면 

뒷이야기 (Behind the Scenes)로 구성되어 

있었다.

같은 날 많은 강의와 토론, 전시 등이 

동시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본인이 가장 관심 

있는 守t를 선별해서 강의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

프로그램들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1) 학술논문 발표(Papers)
학계나 업계의 선두주자들이 컴퓨터 

그래픽과 상호작용 시스템 (Interactivity) 
기술에 관련된 미발표 논문들을 발표해 

여러 가지로 아이디어를 자극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2) 토론회 (Panels)
4가지 형식으로진행되었는데 사회자가 

전문가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가며 토론을 

진행하는 원탁토론, 몇몇의 전문가들끼리 

논쟁을 벌이는 논쟁토론, 그 보다는 상호 

의견교환에 치중하는 의견교환 토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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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신경올 가진 아기'-앞 부분에 

보이는 것이 아기침대이고 그 속에 

아기 인형이 있는데, 관객의 음성과 

감정 변화를 감지하여 여러 가지 

아기들의 행동(낄낄 웃기, 꼴깍꼴깍, 

웃음, 비명, 울음 등)을모니터를 통해 

보여준다.

우) 로보트 팔-이작품은 인간의 

존재 여부와 소리에 반응한다.

옆사람과 소근대는 소리에도 반응하여 

상호작용 시스템에 의해 복잡한 

움직임도 수행해 나간다.

논문이나 강의에서 다루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이야기하는 토론 등의 4가지로, 참석자들과 

전문가들의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의 장이 

되었다.

3) 강의 (Courses)
컴퓨터 그래픽스의 여러 가지 양상과 방향 

등을 제시해 주었으며 기초과정부터 

고급과정에 이르기까지 ⑧ 강연, ® 실험, 

© 탐험의 3가지 스타일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 강연은 슬라이드, 비디오 등을 사용하여 

설명하는 형식이었고, ® 실험은 하드 웨어와 

소프트 웨어의 차세대 경험을제공하였으며, 

© 탐험은 아이디어를 몰아가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도록 촉진시켰다.

코스 과정은 개개인들에게 각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듯 

했다.

4) 기계문화(Machine Culture)
「기계문화」라는 제목의 전시는 섬세한 

테크놀로지가 예술가들세게 활용되고 이것에 

문화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금년에 새롭게 

시도된 전시행사로서 상호작용하는 가상의 

미디어 예술작품들을 소개하고 있었다. 전시된 

작품들은 2차원을 뛰어넘어 예술과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관계를 상호작용 시스템 

(Interactive)과 가상 (Virtual)의 미디어 

(Media)를 통해 시간개념 , 공간개념을 초월한 

새로운 예술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인간의 음성과 억양 그리고 그 감정의 

변화에 따라 반응하는「신경을 가진 아기 

(Neuro Baby)」오* 화분에 담긴 5가지 

식물로의 접근 정도와 손의 움직임 여하에 

따라 식물이 3차원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대형 

스크린을 통해 보여주는「식물성장 (Plant 
Growing)j, 또한 인간의 속삭임과 움직임에 

반응하는 로봇 시스템 등이 그것들이었다.

전시에 참여한 사람들은 호주, 캐나다, 

네덜랜드, 일본, 독일, 미국 등의 젊은 

예술가들이었으며, 대부분이 외국에서 자신의 

작품들을 가져와 설치하였다. 그들의 공통된 

새로운 접근 방법은 상호작용 시스템 

(Interactivity)의 예술적 활용이었다. 그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과제는 상호작용 

시스템의 본질 연구와 인터페이스(Interface) 
제작 문제였다. 이번 전시에서 인터페이스의 

사용과 정의는 다양해졌으나, 모든 소비자를 

위한 제품에 적용하기는 곤란한 점들이 

있었다. 인터페이스는 기계와 인간이 만나는 

곳이다. 기계가 신체의 어느 부분과 

대화하기를 원하는가 또한 무슨 방법으로 

하는가 하는 것이 앞으로 더욱 다양해질 

작품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했다.

5) 디자인과 테크놀로지 (Designing Technology)
이 코너에서는 테크놀로지 개발과 상호작용 

시스템의 기술에 있어서 디자이너의 역할과 

디자인의 영향을디자인과 커뮤니케이션, 

프린트와 스크린 그래픽스, 인터페이스 

디자인, 공업디자인, 인간공학 등을 다룬 

작품들의 전시를 통해 훌륭한 디자인이 제품의 

기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 주었다. 본 전시에서는 

제품개발 과정에서 디자이너의 역할을 

중요하게 강조함으로써 디자인 분야가 

테크놀로지와 커뮤니케이션 개발 양쪽에서 

모두 고려되어야 할 중요 분야임을 느끼게 

했다.

디자인 테크놀로지 전시는 디자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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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카메라 앞에 서서 컴퓨터와 

게임을 하고 있다. 뒷배경은 파란 

스크린이지만 모니터 상에는 놀이 

장면이 나타난다.

컴퓨터를 이용한 애니메이션 광고

디자이너와 엔지니어가 협동司여

Surface-rendering^ 3D 소프트 

웨어를 사용하여 만든 산악용 

자전거의 프로토 타입.

커뮤니케이션의 주된 영역인 비디오 그래픽, 

인터페이스 디자인, 공업디자인 제품 등을 

보여 주면서 컴퓨터를 도구로 사용하여 

의사전달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프트 웨어와 

하드 웨어 그리고 활용 사례를 전시하여 

도구를 만들기 위한 디자인 해결 방안도 

보여주고 있었다. 본 전시에는 여러 가지 

작품이 출품되었는데 애플사의 키보드 

디자인과 디자이너와 엔지니어가 협동하여 

만든 산악용 자전거 디자인, 그리고 

시각 디자이너와 제품디자이너가 협동하여 만든 

일본의 시세이도 화장품 패키지가 

인상적이었다. 학생작품으로는 영국 RCA에서 

출품한 미래의 컴퓨터 디자인이 획기적인 

컨셉트로 눈길을 끌었다.

6) 미래의 현실 (Tomorrow's Reality)
이곳에 모인 전시물들은 새롭게 부각되는 

테크놀로지들을 보여주고 사회, 경제, 문화, 

정치로의 컴퓨터 그래픽스의 적용 방법을 

제시해 주었다.

여러 전시물들 가운데 가상현실 시스템 

•(Virtual Reality)이 눈길을 끌었는데 이것은 

관객이 직접 참여해 즐길 수 있는 전시 

내용이었다. 관객이 지정된 무대 위에 

올라가면 관객 정면 모니터에서 관객이 

상대방과 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며 (실지로는 혼자서 놀이를 하고 있음), 

상상의 세계를 현실과 같이 펼쳐보이는 본 

시스템은 비디오 카메라에 찍힌 사람의 

움직임을 컴퓨터가 인식해 이에 맞춰 명령을 

수행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컴퓨터는 비디오 

카메라에 나타난 신체의 움직임을 공간상의 

좌표로 인식, 이미 입력되어 있는 프로그램과 

맞추어 다른 명령을 수행하게 된다.

7) 영화상영 (Electronic Theater)
SIGGRAPH '93의 Highlight라고 볼 수 

있는 본 프로그램은 오락 분야, 과학, 예술 

문화, 디자인 분야나 업계, 교육계 등에서 

출품한 수백 점들 중에서 엄선되어 전형적인 

컴퓨터 애니메이션부터 실험적인 컴퓨터 

그래픽에 이르기까지 미래의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 제작된 

컴퓨터 그래픽 영화로 2시간 정도 사용되었다.

8) 어린이 컴퓨터 대회 (SIGKIDS)
6살에서 12살에 이르는 40여명의 학생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다양한 주제로 컴퓨터의 

시각효과를 경험하고 있었다. 컴퓨터와 

비디오를 사용한 그들이 교실에서 어떠한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실험해 보고 

있었다.

이밖에도 컨벤션 센터 한편에서는 애플사, 

선 그래픽스사, 소프트이미지 등 컴퓨터 관련 

하드 웨어, 소프트 웨어 관련 282개 업체들이 

각기 자신들의 상품들을 홍보하느라고 

전시장의 부스들이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다. 그들은 사전에 발급된 엑스포 카드 

(개인의 이름, 연락처, 근무처 등이 카드에 

입력되어 있음)로 손쉽게 고객관리를 하고 

있었으며, 무료잡지 구독권, 기념품 제공, 

할인된 컴퓨터 소프트 웨어 및 교재 등을 

판매하고 있었다.

이번 SIGGRAPH '93의 두 가지 

핵심내용은 가상현실 (Virtual Reality) 과 

상호작용 커뮤니케이션 (Interactive 
Communication)0] 었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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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안의 선풍기 모니터, 램프 등이 

관객이 방에 들어가서 움직임에 따라 

음향과 빛의 움직임을 보인다.

코넬대학에서 작업한 인테리어 디자인

컨벤션 센터에 마련된 소프트웨어,하드 

웨어 관련 개발 및 幽업체들의 전시모습

우리도 곧 디자이너들이 온라인 네트워크를 

이용해 서로간의 의견을 교환해 가며 

디자인을 완성하고 고객들의 반응을 들어가며 

작업을 하게 될 것이고, 미국의 한 도시에서 

진행되는 심포니를 이 곳에서 악기에 

컴퓨터를 연결하여 기계음이 아닌 생생한 

심포니를 동시에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본인은 컴퓨터를 도구로 사용하여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컴퓨터 자체가 

예술의 대상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궁금증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운 

직종의 탄생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소위 

상호작용하는 미디어 예술가라고나 할까. 

그들은 화실에서 작업하듯이 컴퓨터실에서 

작업하고 문화적 요소를 구체화하듯이 컴퓨터 

코드를 구체화시켜 나가는 사람들이다.

아직도 컴퓨터의 사용을 꺼리는 예술가나 

디자이너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상호작용 

시스템을 이용해 새로운 예술 영역을 만들어 

갈 사람들이 또한 많음을 볼 수 있었다.

오늘날 우리는 손쉽게 문화와 소비형태의 

변화, 대중문화와 대중매체의 영향력 증대를 

볼 수 있다. 예컨대 새로운 도시 공간과 

소비영역의 확대, 텔레비전, 비디오, 컴퓨터, 

광고 등 전자 대중문화가 가져오는 이미지 

생산효과를 중시할 필요가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의미의 산출이 갈수록 이미지에 

의존하는 경巒1 뚜렷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고급 문화와 대중문화의 구분이 사라지고 있을 

뿐 아니라 광고 이미지 자체가 상품인 오늘의 

현실은 마르크스식의 상품분석이 통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들은 서구적인 

것이고 우리는 멀었다는 식의 생각은 

변동하는 현실을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이다.

디자인계가 이처럼 컴퓨터화된 정보사회에 

와 있다고 하는 주장은 과장된 것이지만 우리 

사회 발전의 리듬과 속도, 전지구적 국제화의 

추세를 볼 때 이미 우리 현실의 일부를 이루고 

있으며 그 잠재력은 나날이 커지리라 본다. 

이를테면 텔레비전 광고, 비디오, 컴퓨터 등은 

이제 사회 상황에 유의미한 일부를 이루고 

있다. 특히 전자매체의 가속적 확장은 더더욱 

일상생활 내의 지각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사회에서 

나타나는 디자인계 현상은 무엇인가? 이러한 

기술들이 주도하는 변화 속에서 상호작용을 

포함한 정보시스템이 갖는 새로운 비전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새로운 구조 내에서의 

지식 및 정보의 전달은 어떤 커뮤니케이션 

구조 및 체계를 갖게 되는가? 이러한 

궁금증들은 이미지 처리와 컴퓨터 그래픽 방식 

및 체계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지평에 대한 

문제였으며, SIGGRAPH를 돌아보고 어느 

정도 해답을 얻을 수 있었다. 우리는 이제 

디자인의 미래에 대한 탐구와 준비가 있어야 

하겠다. 이는 장기적이고 치밀한 계획과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의 적극적인 활동 및 

지원, 디자인계뿐만 아니라 엔지니어, 과학자, 

예술가, 소프트 웨어 및 하드 웨어 관련자 등 

전 守t에 걸친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 순수한 

열의를 가질 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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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자인 정보

대전 EXPO '93

엑스포란?

엑스포는，한 시대가 달성한 성과를 

확인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무대'이다. 

세계적으로 여러 종류의 박람회가 많이 

개최되고 있으나, 그의 진수는 

국제박람회기구(BIE, Bureau of International 
Exposition)?]- 공인한 엑스포라고 할 수 있다. 

BIE의 공인 엑스포는 크게 종합 엑스포 

(Universal Expo)와 전문 엑스포 (Special 
Expo)로 나뉜다. 종합 엑스포는 인류 활동의 

광범위한 부분에 걸쳐 달성된 진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전문 엑스포는 인류활동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세계 최초의 엑스포는 BC 
5세기경 페르시아 왕국의 

아하스페로스왕이 개최한

꿈돌이 로봇 '부의 전시'로서 국력 과시를 

위해 인근 국가의 세력을 

제압할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그러나 근대적 의미의 

엑스포는 영국의 알버트 

공에 의해 창시되었으

며, 1851년에 개

최된 런던 

엑스포를 

세계

엑스포의 

효시로 보고 있다. 

이 엑스포는 1851년 

5월 1일 영국 

런던의 하이드 파크 수정궁(Crystal 
Palace)에서 열린 '수정궁 박람회'로서 인류가 

19세기에 이룩한 진보를 과시하기 위하여 

기획된 것으로 전세계로부터 출품된 전시품으로 

23주에 걸쳐 최초의 만국박람회 성격을 띠고 

개최되었다.

그 이후 파리 (1867), 필라델피아(1876), 
샌프란시스코(1951), 브뤼셀 (1958), 오사카 

(1970), 밴쿠버 (1986), 브리스베인 (1988) 등 

세계의 주요 도시에서 20여회에 걸쳐 

개최되었다. 엑스포는 지금까지 일본, 서독,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이 경쟁적으로 

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그들의 발전성과를 

과시하는 데 활용되어 왔으며, 그 결과 이들 

나라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 왔다. 예를 

들면 6회에 걸쳐 엑스포를 개최한 파리는 

엑스포 개최로 도시 전체의 완전 재개발을 

이루었으며, 일본은 70년 오사카 엑스포를 

계기로 경제발전을 10년 이상 앞당김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근대에 이르러 각국의 엑스포 개최가 

빈번해지고 참가국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프랑스가 주도하여 1928년 국제박람회기구 

(BIE)를 창설하여 개최 간격, 개최 내용에 

관한 협약을 제정 • 관리해 오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893년 시카고 엑스포에 참가한 

이래 엑스포 무대에 나서게 되었다.

대전 Expo 디자인

대전 Expo '93의 공식 휘장은 함께 하는 

사회, 함께 가는 세계를 상징한다.

우리의 전통문양인 태극기를 근간으로 하여 

창안되었는데 음과 양이 회전하는 태극은 

미래를 향해 발전하는 우리의 잠재력과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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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탑

역대 엑스포 개최 현황

개최년도 개최지 역 주 제 특 기 사 항

1851 양국（런던） 세계 최초의 엑스포, 수정궁 박람회

1853 마국 （뉴욕）

1855 프랑스 （파리 ） 나폴레옹:쎄가 개최, 미술전 •일용품 전시

1862 양국（런던）

1867 프랑스（파리） 참가국의 파빌리온 방식의 개시

1873 오스트리아（빈）

1876 마국 （필리델피아） 전화기 •타자기 •재봉기 전시

1878 프링스 （파리 ） 수족관건설,축음기 •냉장고전시

1879 호주 （시E 니 ）

1880 호주 （멜버른）

1886 양국（런던）

1889 프랑스 （파리 ） 프랑스혁명 10（芹년기념, 에펠탑 건설

1893 미국 （시카고） 콜럼부스 미대륙 발견 4脩년 기념, 한국 최초 참가

1900 프랑스 （파리 ） 움직이는 보도, 지하철 소개

1901 미국 （버팔로）

1901 양국 （글래스고）

1904 마국 （세인트루이스） 비행선 • 무선통신 출품

1905 벨기에 （라게）

1910 벨기에 （브뤼셀）

1915 마국 （샌프란시스코） 파나마 운하 개통 기념

1924〜25 양국 （캠블리 ）

1926 미국（필래델피아）

1931 프랑스 （파리 ）

1933-34 미국 （시카고） 진보의 1세기 최초로 주제를 붙인 박람회 시작

1935 벨기에 （브뤼셀） 만족의 교류롤 통한 평화 750개의 파빌리온

1937 프랑스 （파리 ） 근대생활에서의 예술과 기술

1939-40 마국 （뉴욕） 내일의 세계 니일론, 플라스틱 출품

1951 양국（런던）

1958 벨기에 （브롸셀） 과학문명과 휴머나즘

1962 마국 （시애틀） 우주시대의 인류 자동판매기, 모노레일 등장

1964 -65 미국 （뉴욕） 이해를 통한 평화 뉴욕 탄생 300주년 기념

1967 캐나다 （몬트리올） 인간과 그 환경 캐나다건국 100주년기념

1970 일본 （오사카） 인류의 진보와 조화 도쿄올림픽 이후 일본의 산업과 기술 발전 과시

1974 마국 （스포캔） 공해 없는 전진 미국독립 200주년 기념

1975〜76 일본（오키나와） 바다-그 바詔한미래 해양 개발과 해양 환경의 미래 창조에 공헌

1982 마국 （닉스빌） 에너지는 세계의 원동력

1984 마국 （뉴올리언스） 하천 문명의 세계

1985 일본 （쓰쿠바） 인간, 거주, 환경과 과학기술 쓰쿠바 학원 도시 과학기술 완성 기념

1986 캐나다 （밴쿠버） 움직이는 인류 • 교통과 관련 

통신

밴쿠버시 창립 100주년 교통과 관련 통신 기념

1988 호주 （브리스베인） 7술시대의 레저

1990 일본 （오사카） 인간과 자연의 공생 오사카시발족 10（芹년기념

1992 스페인 （세비아） 발견의 시대 콜럼부스 미대륙 발견 500주년 기념

1993 한국 （대전 ） 姐운도明！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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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네이션관

꿈을 암시하고, 청색의 원형은 지구의 

이미지로서 동서 화합과 남북 협력으로 이룩될 

공존공영의 장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지구 이미지인 원형의 정원과 태극의 

이미지의 회전원과의 동적인 조화는 

과학기술과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상징함으로써 '새로운 도약^의 길'을 

감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대전 Expo '93의 공식 휘장은 국내외 

참가자들에게 개최국인 한국이 동양의 작고 

조용한 나라가 아니라 기세기의 세계 과학 

기술을 선도하는 힘찬 나라임을 보여주고 

있다.

'93 마스코트 '꿈돌이'는 꿈과 희망을 

상징하는데, 이는 우리 민족과 더불어 살며 

온갖 조화를 부릴 수 있는 우주 아기 요정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 우주 아기 요정 꿈돌이는 

과학 기술, 산업의 발전을 통한 인류의 평화와 

공존공영의 미래상을 저】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93 한빛탑은 박람회 주제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상징으로 박람회장의 중앙에 

자리잡고 있는데 하단부, 중앙부, 상단부로 

크게 3등분하여 과거, 현재, 미래를 

표현함으로써 '지혜로운과거를바탕으로 

현재와 미래를 잇는 한줄기 빛，이란 뜻을 

지니고 있다. 또한 한빛탑은 기능면에서 

전망시설, 전시시설, 승강시설, 편의시설, 관리 

및 운영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대전 EXPO '93 의미

'새로운 도약4의 길'을 주제로 전통 

기술과 현대 과학의 조화',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재활용을 부제로 하는 대전 Expo 
'93은 인류 공동 번영의 새로운 길'을 열어 

주는 장으로서 경제뿐만 아니라 인류 문명 

발달의 역사와 첨단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의 

세계, 그리고 전통문화의 세계와 조화를 

보여주는 경제 • 과학 • 문화 • 예술의 

종합올림픽이다.

대내적으로는 지난 30년간 우리 국민이 

땀홀려 이룩한 경제 발전의 실상을 재조명해 

우리의 위상을 스스로 평가해 보고자 하는 

것이며, 국민적 역량을 모아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일대 전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개발도상국의 발전 의욕을 

고취시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자원의 고갈 등 

전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오늘날 세계는 산업 사회로부터 기세기의 

새로운 사회로 이행하는 대변혁기에 처해 

있다. 따라서 다가오는 이 새로운 사회는 

오늘의 산업사회에서 제기되고 반성된 모든 

문제들을 조화롭게 극복할 수 있어야 하며 

전체적으로 발전의 단계를 한차원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자기부상열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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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조형관

자연에 대한 인류의 도전과 극복이 

끊임없이 진행되는 가운데, 산업사회는 자연의 

여건에 屮H받지 않는 기계적 대량생산을 

가능케 함으로써 인류에게 풍요로운 

물질문명의 혜택을 누리게 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화 과정에서 인간이 소외된 기계적 사고와 

극심하게 자연의 균형을 깨뜨린 무분별한 

개발은 오히려 인류 생활의 질적 조건을 

악화시키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발전의 요체가 

되는 과학기술능력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다.

이처럼 지구상에 공존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사고의 대전환이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끝없는 

도전을 통하여 그 어느 나라보다도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짧은 기간에 경이로운 발전을 

이룩한 한국의 경험은 경제 발전을 열망하고 

있는 많은 개발 도상국에게 발전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산업사회적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선진국에게도 새로운 발전에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함으로써 , 인류 

모두의 공동 번영을 위한 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또한 이번 엑스포를 통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상호보완적인 교류와 접촉을 

촉진할 수 있는 문화적 • 기술적 원천을 

발굴하여 지구 가족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하며 자연의 순환 질서 속에 조화롭게 

순응하는 새로운 과학기술문화를 

창출함으로써 다가오는 미래사회를 맞이할 수 

있다.

대전 EXP02I 기대효과

대전 엑스포 개최의 중요성은 새로운 

세기를 이끌어 갈 핵심기술 제시를 통해 

과학기술 발전을 촉진시키자는 것이다. 특히 

대전 엑스포는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에게 

과학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켜 

과학한국의 동량을 육성하자는 큰 뜻이 있다고 

볼수 있다.

또 행사 자체로도 국내 생산 및 소득 유발 

효과와 고용창출에 의한 국내 경제발전, 

국제적 지위향상, 참가기업의 대외 이미지 

제고, 대전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발전 등 

여러 가지 부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3조원 이상 생산증가와 

20만명 이상의 고용증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보다 중요한 것은 국내 

산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장기적인 효과가 

훨씬 크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역대 엑스포 개최가 그랬듯이 

경제적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숙으로 방향을 

전환시켜준다는 것이다.

첨단기술육성으로 생산성 향상과 함께 

산업구조 조정을 촉진하고 정보화 시대를 

앞당겨 경제발전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업의 국제화, 수출시장의 다변화 

등도 무시 못할 기대효과다. 부수적으로 정치, 

사회발전을 가속화시킨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한편 대전 엑스포는 개도국도 엑스포를 

개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세계에 

인식시킴으로써 개도국의 위치를 

재정립시켜주는 계기가 되리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으며, 선진국과 개도국간 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한편, 세계 인류가 

공동으로 겪고 있는 물질 문명의 폐해, 

환경오염과 자원고갈 등의 문제점을 함께 

해결하려는 의지의 장으로 볼 수 있다.

국내 전시관

이미지네이션관

'무한한 상상의 세계'라는 주제의 선경의 

이미지네이션관은 인간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자극하여 관람객들로 하여금 창조적 상상의 

세계를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독특한 

공간이다.

세계 최초의 플로팅 돔형 건축물로 

프리쇼는 이미지네이션관의 내용을 이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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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탐험관

첫관문으로서 관람객을 다소 생소하고 

추상적인 이미지네이션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도입부이다. 사방이 온통 거울로 둘러싸인 

프리쇼장으로 관객은 풍부한 상상력과 환상적 

소재를 표현한 대형 홀로그램을 하프 미러 

(Half Mirror) 벽면을 통해 감상하게 된다.

메인쇼장에서는 미항공우주국(NASA)의 

협조로 캐나다 아이맥스사가 제작한 

'행성으로의 여행'이 상영된다.

자기부상열차관

현대그룹이 '자기부상열차와 미래교통'이란 

주제로 날로 가중되는 교통난과 환경공해를 

극복하기 위해 끼세기의 꿈의 교통수단인 

자기부상열차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기부상열차는 현대정공의 독자기술로 

개발한 40인승으로 열차 하부에 설치된 

전자석이 지상에 설치된 궤도상의 레일을 

끌어당김으로써 열차가 공중에 뜨게 되는 

것이다.

회전형 유도전동기를 잘라서 직선형태로 

펼친 선형유도전동기 (Linear Induction 
Motor)의 힘으로 달려 나가기 때문에 진동과 

소음이 거의 없는 무공해 열차이다.

재생조형관

재생조형관은 1,184평의 부지 위에 세워진 

지름 30 m, 높이 15 m의 원뿔형 구조물로 

빈병 44,000개를 활용한 조형미술작품이다.

재생조형관의 지하공간(350여평)은 2개 

층으로 나뉜다. 지하 1층은 조형물을 지붕으로 

한 중앙홀이며, 지하 2층에는 세계 유명 

설치미술가들의 재생 전시물과 백남준씨의 

비디오아트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지하 1층 중앙홀은 프리즘을 통해 빛이 

분사되는 것처럼 낮에는 태양빛, 밤에는 

조명등의 빛이 현란하게 흩어진다. 이곳에서 

나선형 통로를 따라 지하 2층 전시실에 

이른다. 이곳은 동심의 세계에서 바라보는 

재생작품을 비롯, 우리나라의 전통보자기 

작품과 세계 유명 설치미술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동심을 주제로 한 제 1 전시실은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어린이들이 바라보는 

각국별 창작재생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다. 

깡통, 병뚜껑, 빈병 등 폐품으로 만든 * 

작품이다.

저】2전시실은 우리나라의 국보급 보자기 

20여점을 선보인다. 제3전시실은 현대 미술의 

다양한 재료를 이용, 자원재활용 의미를 

창조적으로 재구성해 미국의 유켈레스, 

프랑스의 세자르 등 세계 유명 설치미술가의 

작품 30여점을 전시하고 있다.

우주탐험관

'인류의 꿈과 지혜가 펼쳐지는 우주，라는 

주제로 삼성그룹이 참여한 우주탐험관은 

우주에 대한 끝없는 탐구와 도전, 인류의 

신천지 우주, 코스모피아 등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관람객들에게 우주에 관한 

과학지식과 미래의 꿈을 흥미와 교육적 

차원에서 체험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전시내용은 옥외전시장과 프리쇼 • 로드 

스테이션 • 메인쇼 • 포스트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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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관의 맹인안내 로봇

자동차관

인간, 마음 그리고 자동차'를 주제로 한 

기아그룹의 자동차관은 인류번영에 기여하며 

자연과 함께 어우러질 과학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문화와 자동차 발전사, 지구환경과 

조화된 자동차, 첨단기술 등으로 대별해 

관람객은 '마음의 장', '탐험의 장', '과학의 

장'을 터득하고, 미래 자동차의 디자인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프리쇼에서는 한국 고유의

전통적인 숲^곡)의 분위기에서 조상들의 

이동수단 중 홍길동의 '축지법' 등 특수효과도 

力［되며, 여기에 홍길동 로봇과 특수영상이 

추가되었다.

스위스관

국제 전시관

국제관에는 총 112개국과 UN 등 24개 

국제기구들이 참가하여 각기 독특한 

전시물들은 전시하고 '세계인의 

한마당'이라는 대잔치를 벌이고 있다. 

국제관은 A ・ B • C 구역 등 3개 구역으로 

나눠지는 데, 이중 A구역은 부지면적 

15,63(闻, 높이 26m의 ［층 건물로 건설됐다. 

또 평화우정관이라고 명명된 B구역은 부지 

5,099평에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UN이 

전시작업을 벌이고 있다.

C구역은 부지 2,681평의 1층 건물이다.

국제관에서는 지혜가 숨쉬는 세계 각국의 

전통을 소개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각국의 첨단 과학기술의 세계를 선보이고 

있다. 선진국들은 특히 첨단과학이란 소재를 

통하여 자국의 역사 • 문화 및 관광 등을 주요 

전시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 개도국들은 깊은 

역사적 전통 속에 깃든 '자연과 인간의 조화', 

'인간의 정신적 내면 세계' 등을 전시 주제로 

삼은 것이 특징이다.

일본은「공존」이란 주제 아래 약 3백평의 

옥내전시장을 4개 구역으로 나눠 전시하고 

있는데, 제1구역에서는 일본관의 주제를 

상징하기 위해 동백꽃이 내부 전체에 

장식된다. 이는 최첨단 형상기억소재로 제작된 

것으로 실내의 온도변화와 조명 • 음악 멜로디 

등에 따라 꽃이 피고지는 특징을 갖추고 있다.

우주항공기술 守上는 미국관과 러시아관 • 

중국관에서 감상할 수 있다. 특히 미국관의 

경우, 주제 자체가 '우주항공기술의 

환경문제에의 활용'으로 지구관측 

영상관에서는 화려한 색채에 NOAA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우주왕복선에서 촬영한 지구의 

사계 • 식물의 식생 패턴 • 오존층 관련 사진 등 

NASA 보관 필름을 상영하고, 12m 높이의 

밀폐된 6각형 지구 모형에서는 전시관 내에 

설치된 모니터를 기존의 기상 위성에 

연결하여 위성이 한반도를 지날 때의 실제 

기상상태를 중계방송한다.

러시아관은 우주정거장 '미르(MIR)，의 실물 

모형을 별도로 전시, 관람객들이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해 우주과학기술과 관련된 폭넓은 기초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우주탐험에 대한 꿈을 키우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고 있다. 또 중국관에서는 

돌아오는 위성의 착륙 캡슐을 전시하고 

모형발사용 로켓발사 시범을 선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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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나은

삶을 향한 이태리 

과학기술과 디자2!'이란 

주제의 이태리관은 미와 

현대적 감각이 깃든

이태리 디자인과

이태리의 전보적 

과학기술을 

전시하고 

있다

독일관의 경우 미국의 보잉 여객기와 

더불어 가장 안전한 여객기로 공인받고 있는 

에어버스를 볼 수 있으며, 독일이 자랑하는 

미래의 최첨단 자동차（Benz • BMW •소방단 

차량）와 미래의 대중교통수*] 될 고속화된 

모델인 'ICE'를 전시하고 있다.

'과학과 발명^서 부터 '적응과 협력'에 

이르기까지 열 개의 주제로 세분하여 

전시하고 있는 프랑스관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대중교통 수단이라는 'TGV' 
고속전철을 비롯하여 'VAL' 경전철, 'MUSE' 
파이 지하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 전기자동차 

및 연료절약 세계기록 실험차, '스마트' 

자동차 등을 전시하고 있다.

'보다 나은 삶을 향한 이태리 과학기술과 

디자인'이란 주제의 이태리관은 미와 현대적 

감각이 깃든 이태리 디자인과 이태리의 전보적 

과학기술을 전시하고 있다.

현대 디자인으로 250여점의 작품이 

전시되었는데, 위성 •통신장비 • 고속열차 • 

고성능 헬리콥터 등 첨단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디자인은 유능하고 창의력을 

풍부한 젊은 세대들과 이태리 업체들이 

협력하여 보다 나은 환경에서의 생활과 노동, 

보다 나은 생활문화를 위해 선보인 작품이다.

또 오스트리아는 '잘 알려진 오스트리아와 

잘 알려지지 않은 오스트리아'를 주제로 

오스트리아의 알려지지 않은 모습까지 모두 

보여줘 오스트리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 

하고 있다.

인도관에서는 조화 속에서'를 주제로 현대 

사회 속에서 전통적 이미지를 살리고자 하는 

인도의 노력을 전시물 등을 통해 표출하고 

있다• 특수 장치로 제작된 그래픽 전시관에 

인도의 전통과 현재의 이미지가 균형을 이루는 

정신세계를 그래픽 이미지로 표현하면서 

산업화에 대한 홍보도 곁들인다. 아울러 

인도의 정신적 지주가 되고 있는 종교생활의 

모습과 전통 유적지도 소개하고 있다.

아시아 공동관에는 남태평양 지역에 있는 

파푸아뉴기니 ・ 통가 • 투발루 • 마셜 제도， 

솔로몬 제도 등 다소 생소한 국가들이 다수 

참가, 인간과 자연의 조화'라는 주제로 

다양한 토속전시물을 선보이고 있다.

문화예술품은 역사적인 유물과 그 나라의 

특수한 문화에 현대과학을 접목시킨 것으로 

대별된다. 중국의 전통문화재인 문방사우, 

체코의 왕위 예식 유물 및 왕족 족보, 해시계 

원품과 모짜르트 작곡의 가극 '돈 지오반니，의 

초연 조판들, 불가리아의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금가공품인 바르나 황금보물과 시릴 

문자, 글라고딕 문자 등이 전시되고 있고 

또 바티칸 교황청의 천문대 모형 및 

초기방송설비 ,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과학기술유품 ,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의 

회화예술품 등도 선보이고 있다. 또 

이집트관에는 피라미드 형태의 관광지와 

문화유적, 페루관에는 스페인 식민지 시대의 

금은제품이 각각 전시되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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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안네

[문외

记육연수부 자료실 

전화 762-9137

산업디자인푸장개발원

도서자료실은 디자인 - 포장 전문 

자료실로서 지난 20여년 동안 수집해 

온 국내외 디자인 • 포장 관련 

도서들이 소장되어 있으며 모든 

분들이 자유롭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서아울러 영상 자류실에는 

도서자류를 통한 정보 전달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슬라이드 • 비디오 테이프 • 

마이크로 피쉬 • 마이크로 필름 등 

첨단 영상 자료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안1Y

•열람료:무료

•열람시간 : 평 일09 ： 30~17 ：30 
토요일 09:30〜12:00

•자료복사 : 실비 복사

•휴 관 일 : 국경일 • 공휴일

—국내외 디자인 ・ 푸장 관련 자료

•전문도서, 정기간행물

•참고 및 주변도서

•카탈로그, 마아크로 필름

• 마이크로 피쉬（석 • 박사 학위논문）

•슬라이드, 비디오 테이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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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자언 진물회사

다양한 제품 개발 경험과 창조적인 실험정신, 

조직적인 프로세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212 디자인

전기자동차

국내 최초의 전기자동차 전용 

디자인으로 공기역학적인 고려에 따른 

첨단 이미지를 강조했으며, 각진 

부위가 없는 라운드 타입의 

디자인이다.

'작은 클럽에서 거대한 우주선에 이르기까지 

디자인의 가능성은 무한하다'

212 디자인, 그 독특한 이름은 창립날짜가 

2월 12일이라는 알고 보면 단순한 착상에서 

생겨난 특이한 상호이다.

'작은 클립에서 거대한 우주선에 

이르기까지 디자인의 가능성은 무한하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More than Best'를 

지향하는 212 디자인은 철저한 

제품디자인만을 위주로 한 전문회사로서 

차별화를 꾀해, 짧은 연륜이지만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여 지금까지 45개사의 

클라이언트에게 120여 가지의 만족할 만한 

결과를 제공해 왔다. 기2 디자인에서는 

대부분의 전문회사가 CIP나 

디스플레이 • 인테리어 등과 겸업하는 데 비해 

제품 디자인만을 고집함으로써 그들만의 

노하우를 쌓았고, 클라이언트도 그것을 

인정하고 높이 평가함으로써 성공적으로 

디자인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최초의 전문회사 법인체로 등록

뉴욕 플랫 인스티튜트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돌아온 은병수씨는 서울대

산업디자인학과 후배 3인과 함께 '89년 2월 

12일 212 코리아의 문을 열었다.

당시 제품디자인 전문회사를 설립하기에는 

그 필요성의 인식이 구축되지 못한 상황에서 

주위의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문을 연 212 
코리아는 규모는 작았지만 법인체로 등록을 해 

국내 최초의 전문회사 법인체가 되었다. 이는 

“회사는 개인에 의존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팀 • 기획팀 - 관리팀 등으로 

각각 구성되어야 운영이 가능하고,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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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스쿠터

전문회사가 문을 닫는 이유도 디자이너 

개인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회사 자체로서 운영되고 회사를 보고 일을 

맡길 수 있어야 그 회사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라는 은사장의 생각에 따른 것이다. 

그후 기2 코리아는 해외업체와의 상담에서 

'코리아'가 아직도 외국업체들에게 6 • 25를 

연상하게 하는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국제화 시대에 맞지 않음을 발견하고는 '93년 

1월 1일 212디자인으로 개칭하게 되었다.

학생 시절부터 전문회사 설립의 꿈을 

가졌던 은사장은 212 코리아 설립 이전에 

준비작업으로 미국에 마케팅 리서치 업무를 

담당할 법인체를 등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설립 준비과정에서 자금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법인체 최소 설립자본금인 

5천만원으로 시작한 212 코리아는 첫해 

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그것은 월급을 

20만원씩 받아가면서 노력한 댓가였고, 

이로서 제품디자인 전문회사로 업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첫해에는 금성산전의 포터블 컴퓨터와 

산업용 기기 등을 디자인했으며, 처음에는 

클라이언트 확보를 위해 직접 포토폴리오를 

들고 다니며 디자인 도입을 권유했는데, 회사 

소개를 하기에 앞서 디자인이 무엇이며, 

디자인이 왜 필요한지를 클라이언트에게 

인식시켜야만 했다.

시설 현대화와 인적자원 확보가 관건

'디자인이 좋아서 그리고 그 가능성을 

보고' 전문회사를 설립 • 운영하고 있다는 은 

사장은 “프라이드를 가지고 일하며, 이제는 

클라이언트 역시 디자이너를 한 차원 높은 

전문직으로 대우하며, 디자인해서 시장에 

출시된 제품이 성공하는 것에 만족하고 그 

디자인으로 제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매출이 성장한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라고 

말한다.

지금도 경영부진으로 많은 작은 규모의 

전문회사가 문을 닫는 현실에서 은 사장은 

전문회사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시설 현대화 

문제와 인적자원 확보 문제를 제기했다. 

“CAD나 CAM 그리고 테스팅 설비 등 현대 

시설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것이 

해외 전문회사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는 

부분이고, 경제력을 갖추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인적자원의 경우 

디자인 전문회사의 수와 역사가 짧고, 

디자이너들의 제품 개발의 경험도 적으며, 

대기업의 경우 한 아이템 개발에만 

치중함으로써 경험이 풍부한 디자이너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장시간 투자해 양성한 

디자이너의 이직 등이 많아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불어 디자인 전문회사에 적합한 

디자이너는 감각과 머리 그리고 테크닉의 3 
박자가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물론 

1〜2가지를 갖추면 디자이너 상호간에 

보완하면 되겠지만 적은 인적성원으로 

구성되는 우리나라 전문회사 실정로는 이 모든 

것을 갖추어야 원활히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일본 GK 디자인 등은 15년간 GK 
디자인에서 디자인 작업을 해온 사람이 디자인 

실장을 맡고 있는 등 그 노하우가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우리도 노하우가 

축척 • 발전되리라 기대된다.

기업환경에 적합한 프로세스와 최상의 퀄리티

제품기획 • 디자인 그리고 개발과 양산에 

이르는 전과정에 토털서비스를 제공하는 212 
디자인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품개발 

프로세스를 기업환경에 적합하게 개발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클립에서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 개발 경험과 

창조적인 실험정신 •조직적인 프로세스로 

디자인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하나의 

아이템만 개발하는 단일 프로젝트와 기업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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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스텐레스의 양위냄비 '슈페리어，

개발 • 기획 관련부서와 함께 장기간 

기획 - 제품디자인 및 개발과정에 동참해 

제품과 기업이미지를 유기적으로 결합 

추진하는 기업이미지 통합상품 개발 개념으로 

진행하는 장기 프로젝트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장기 프로젝트 방식은 제품 개발뿐 

아니라 기업의 디자인 컨설턴트도 겸하는 

것으로 디자인의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기2디자인의 디자인 단계는 다음과 같다. 

클라이언트에게서 문의가 오면 상담이 

이루어지고 기본 계획서가 수립 • 출시된 후 

계약이 이루어진다. 처음은 기획 • 조사단계로 

시장조사와 제품 성격 파악 그리고 기존 제품 

분석 및 경쟁사 제품 조사업무가 행해지며, 

해외 최신 정보는 미국의 리서치회사인 기2 
USA 에서 얻어 분석을 통해 제품의 방향을 

설정한다.

디자인 컨셉트 단계에는 담당팀에 의해 분석 

결과가 개발에 필요한 자료로 정리되고 추후 

웅진코웨이의 정수기

기존 OEM 방식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개발한 제품이다. 

역삼투압 방식으로 품질을 개선했으며 

제품에 고급스런 이미지를 부여했다.

발생될 문제점을 검토하여, 기본 컨셉트가 

설정되고 전반적인 아이디어가 전개되며 Spec 
이 구체화된 평면과 입체 스케치를 진행한다. 

Design Development 단계는 디자인을 기본 

방향에 맞게 구체화시키고 실험하는 과정으로 

아이디어 스케치 • 평면스케치를 통해 다수의 

디자인이 내정되며, 전개된 디자인 안으로 1차 

프레젠테이션을 갖는데 여기서는 디자인 

방향이 구체화되고 문제점과 요구사항이 

재검토된다. 1 차 회의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디자인 컨트롤 단계에서 보완되고 여기서 

수정된 내용에 따라 디자인 도면을 작성한다. 

그리고 기구 검토가 이루어지고 목업이 

제작된다. 이때 기술적인 측면과의 조화를 

위해 엔지니어와 협의를 거친다. 또한 

Engineering 단계에서는 양산을 위해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디자인된 

제품의 양산까지 기구적인 문제, 엔지니어링 

서비스, 설계와 초소형 전자제품에서 대형 

운송차량까지의 프로토 타입 제작을 전담하고 

있다. 2차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최종 디자인이 

결정되고, 디자인 매뉴얼을 클라이언트에게 

인도하면 디자인 업무는 종결된다.

이렇게 디자인 단계가 끝나면 생산에 

들어가는데 이 단계 역시 212 디자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단계이다. 시사출이나 1 차 

제품 등에 디자인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검토 • 확인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많은 히트상품 개발

외부에서 합리적이고 프로세스에 

철저하다는 평을 듣고 있는 212디자인은 

경인산업기기（주）, 광림기계（주）, 

웅진코웨이（주）, 한일 스텐레스（주） 등의 중소 

규모 기업과 （주）금성사, 금성산전（주）, 

대우전자（주）, （주）오리콤 （주）SKC 등의 

대기업 45개사의 운송기관 가전제품 

산업용기기, 정보통신기기, 가정생활용품, 완구 

및 문구류, 선물용품, 스포츠레저용품, 가구 및 

조명, 용기디자인, 사인 시스템과 POP 등 

다양한 종류의 120여개 제품을 디자인 

해왔다. 그 중에는 웅진코웨이의「코웨이 

정수기」, 한일스텐레스의「사각 김치독」, 

경인산업기기의「전자저울」등많은히트 

상품이 있다. 한일스텐레스의「사각 

김치독」의 경우, 재래식 독에서 현대적인 생활 

환경에 맞는 용기의 필요성과 한국형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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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의 212 Engineering 공장

제고를 위해 원형에서 사각으로 용기를 

바꿈으로써 사용공간 절약 및 용적 확대는 

물론 제품 차별화에도 성공해 매출이 급격히 

상승했다.

또한 '212 이미지'라는 브랜드로 

벽시계 • 문구류 등 성인용 선물용품을 자체 

기획 • 디자인 • 생산과 판매까지 연결하기도 

했는데, Designer s Product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저조해 활발하지는 않지만 내년부터는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많은 제품을 디자인한 중에 212 디자인 

측에서 가장 의의를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는 웅진코웨이 

정수기, 모터롤라의 비퍼 

프로젝스, 전기자동차와 전기 스쿠터 등을 

꼽는다.

게스의 어린이 의류「베이비 

게스」를 위한 홍보용 크레파스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연구하여 제작한 것으로, 

크레파스를 삼각형 박스 안에 세웠고 

크레파스를 싸는 종이도 어린이가 

선호하는 무늬로 디자인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했다.

웅진코웨이의 정수기는 기존 제품의 

구조적인 결함 등을 개선하여, OEM 방식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개발한 제품으로 새로운 

역삼투압 방식을 이용해 품질을 개선했으며,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주어 

제품이미지를 향상시켰고 최대 매출을 올렸다.

전기자동차는 국내 최초의 전기자동차 전용 

디자인으로 대전엑스포에서 첫선을 보여 

의전용 • 환자수송용 • 미아수송용 • 

환자수송용 • 관리용 • 관람객 시승용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대전엑스포의 움직이는 

마스코트」가 될 것이다. 전체적으로 

공기역학적인 고려가 있었으며, 각진 부위가 

없이 둥글게 처리한 라운드 타입이며, 색채의 

경우 바탕색은 펄 화이트(Pearl White)로 하여 

보는 각도에 따라 보라색이나 녹색 등이 섞여 

나타난다. 그리고 여기에 빨강 •노랑 • 파랑 • 

보라 • 녹색 등 엑스포의 5가지 상징색을 각각 

채용했다. 이 프로젝트 수행중에 그만한 

크기의 차 모델을 만들 곳이 없어서 수요가 

없을 것이라는 주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212 
Engineering를 설립하고 소형 • 중형 

트랜스포테이션의 1:1 모델을 제작하기 위한 

공장을 대지 600평, 건평 160평의 규모로 

일산에 세웠다. 공장 건설 이후 전기스쿠터, 

기아의 컨셉트카 제작 등의 일을 수행했다.

모터롤라의 비퍼 시리즈는 작년 초에 

모터롤라측에서 의뢰가 와서 회사 소개를 했고 

그 이후 모터롤라측에서 212 디자인에 

방문하기도 했다. 포르쉐 그리고 대만, 싱가폴, 

일본의 디자인 전문회사와 경합끝에 '젊고 

제품개발 노하우가 많다'는 장점 때문에 

계약이 성립되었고, 4개월의 개발기간 끝에 

제품이 출시되었다. 이는 프로세스나 퀄리티 

측면에서도 우수할 뿐 아니라, 외국 

클라이언트에 대한 첫 수출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고, 212 디자인측도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제품 디자인 전문회사 협의회 창립으로 전문회사 

활성화 노력

우리나라 제품디자인 전문회사는 30여개에 

불과, 그것도 규모가 영세하고 국가적 인 

지원도 적다. 이러한 어려운 전문회사의 상황 

속에서 지난 '91 년 2월 처음 디자인 

전문회사협의회 (KIDCA)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해 계속 모임을 갖고, 회원 

상호간의 권익도모, 대외적인 홍보,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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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롤라사의 비퍼 시리즈이 

스케치 및 렌더링

수준 향상 등을 목적으로 6월에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6개 회사가 모여 

창립총회를 가졌다. 여기서 212 디자인의 

은병수 사장은 초대 회장을 맡기도 했다. 

그리고 그간 오사카 디자인 워크숍에 

참석하고, 'Dex '92 산업디자인 성공사례 

발표회'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등 디자인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올해 9월의 

디자인 주간 중에도 KSID와 연계한 행사를 

계획중이다. 현재 14개의 회원사를 가진 

KIDCA는 앞으로도 계속 디자인의 인식 

기반을 넓히고, 권익을 보호하는 데 노력할 

계획이다.

은병수 사장은 전문회사 운영상의 

애로점으로클라이언트의 인식과디자이너의 

마인드를 지적했다. 클라이언트의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디자인 프로세스나 

디자인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디자인뿐 아니라 그 

우성 셰프라인의 압력솥 '에어로，

기능성까지 개선하고 기구설계까지 

요구하기도 하는 클라이언트가 많다고 한다. 

이에 212디자인에서는곧 기구설계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디자이너의 자질과 

연륜이 아직 짧아 클라이언트와 일하면서 

부족함을 많이 느낀다고 한다.

디자인 발전을 위한 디자인 진흥과 

정책적인 배려에 대해서 은 사장은 시대가 

바뀌었으니 좀더 현실적이고 진취적인 디자인 

육성을 기대하며, 현행의 제조업 기술 지원 

방향서의 지원이 아닌 순수한 디자인을 위한 

지원이 제조업 지원 수준에 이를 것이 

요구된다고 강조한다.

디자인을 잘하는 스마트한 디자인 전문회사

최근 기2 SM이라는 환경회사를 설립해 

인테리어 • 익스테리어 • 디스플레이와 

연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212 디자인은 올해 

매출을 15억원으로 예상하며, 현재 

트랜스포테이션 프로젝트와 공기반 사업 등을 

진행중이다.

212 디자인은 스마트한 디자인、회사를 

목표로 여러 디자인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클라이 언트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규모가 큰 

것이 아닌, 디자인을 잘하는 회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현재 자료 수집과 샘플 

제공을 하고 있는 기2 USA에도 디자인 

스튜디오를 설치할 계획이다. 국내의 것은 

적정 규모를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미국 • 일본 • 유럽에 디자인 

스튜디오를 설치해 해외시장에 우리 디자인을 

심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오늘도 

열심히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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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잉크배합색표집

口자연정보

색채 표준화와 과학화로 색채문화 수준 향상시키는

KBS 한국색채연구소

편집실 人H 채에 관한 한 무지하기도 하고, 

—I 관대하기도 한 우리나라에서 색채의 

표준화 - 기호화를 위해 색채연구를 전담하는 

KBS 한국색채연구소가 설립된 것은 '91 년 

2월의 일이다.

이는 '80년 컬러방송과 함께 전국민 색의식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태동된 것으로, 당시는 

국민의 색기호도도 모르면서 컬러방송을 

하느냐는 여론에 밀려 3차례의 색의식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는 개발도상국의 색의식과 

마찬가지였다. 원색을 선호하고 혼히 품위 

있는 색이 혐오하는 색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에 따라 초기 컬러방송은 화려한 것을 

선호하게 되어 무대장치 등을 화려하게 했다.

우리 민족의 색채 수준은?

우리 민족은 색에 대한 표현이 아주 

풍부하다. 빨강색에 대한 표현도 빨갛다. 

빨그스름하다. 빨그족족하다. 붉다, 

불그스름하다 등 57가지 표현이나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풍부한 감성과 시적인 

표현일 뿐 실제로 우리가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말할 수 있는 색은 20색상을 넘지 

못한다.

또한 우리의 색에 대한 표현은 아주 

관대하다. 하늘도 파랗고, 바다도 파랗고, 숲도 

파랗다고 표현한다. 또한 신호등 색도 모두 

빨간불, 파란불이라 부른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워온 것이다. 어느 누구도 파란불 

대신 초록불이라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아직도 태극기의 색깔을 그냥 

빨갛고 파랗다고 말한다. 과학적이지 못하고 

감각적으로 전달하는 데 익숙해져 있는 

것이다. 일본은 '63년도 도쿄올림픽에서 우리 

국기를 기호로 표기했었던 데 반해, 우리는 '88 
올림픽을 치투었지만 아직도 태극기에 대한 

색기호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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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한국색채연구소

색채에 대한 현실이다.

교육과 산업에서의 색채 현실

색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사람도, 색에 

대한 자료도, 체계적인 연구도 거의 전무하다. 

고 박도양 경남대 교수가 색을 다룬 유일한 

미술가로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존재이다. 그는 

초 • 중 • 고 교육용 색채 궤도를 제작했다.

이웃나라 일본과 비교해 볼 때, 우리의 

국민학생이 단 10색을 배우는 데 비해 일본의 

국민학생은 84가지의 색이름을 배우고 있어 

색채에 관한 한 그들과 경쟁이 되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대학에서도 

색채 전공 교수를 따로 채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교육환경 안에서 우리 국민의 색채 

감각의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럼 우리의 산업현장은 어떠한가? 같은 

회사의 물건도 재제작시에는 같은 색을 얻기가 

힘들고, 색채에 관한 한 기본 척도가 없어 

회사마다 업종마다 자기 나름의 기준대로 

색채를 사용하고, 회사마다 색채 연구 결과를 

교환하지 않고 독점하므로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우며, 외국 바이어가 

요구한 색을 정확히 재현하지 못해 

수출상품이 반품되는 사례도 번번하다. 또한 

장거리에서도 색채 견본을 직접 가져다 

제시해야만 하므로 시간적 • 경제적 손실이 

크다.

그리고 제품구매시 색채가 구매 의욕 

유발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데 반해, 디자인 

전문인력이 없는 중소기업에서는 이것을 

소홀히 취급해 제품 경쟁력이 떨어진다. 또한 

품위 있고 다양한 색채에 대한 색견본의 

부재와 제작기술의 미보급으로 국내 

산업수준의 선진적 평준화는 요원한 실정이다.

정부 차원에서도 국내 전산업의 통일된 

색채관리를 주도할 부처가 없고, 색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진 이 중에서 정책입안자가 없기 

때문에 각 기업별로 자기보호 차원에서 

색관리를 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이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일본에서는 

색채연구소가 1927년에 사단법인체로 발족해 

현재는 상공성 • 문부성 • 건설성 • 통산성 • 

환경청 •농림수산성 등의 후원을 얻어 

산업부문 • 교육부문 등 색채 관련 전분야에 

연구 자료를 공급하고 있는 반면, KBS 
한국색채연구소는 '91 년에 설립된 정도이다.

색채 표준화와 색채 문화 수준 향상

KBS 한국색채연구소는 '색채를 기호로 

만들어 정확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이를 통해 '전국민이 고품위 

색상을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8명의 상근요원과 

색채전문가 그리고 교수로 이루어진 50명의 

자문위원이 색채 표준화와 국내 색채문화의 

빠른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관련 자료를 

제작 • 보급하고 있다.

KBS 한국색채연구소의 한동수 소장은 

“괴테의 색채론에서 색채를 과학적인 

기초에서 관리하지 않는 것은 악보 없이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는 것과 같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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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입체

표현했다”고 하면서 “이제는 단순히 개인의 

주관적인 감각에 의존해서 색채를 다루어서는 

안됩니다. 과학적인 접근과 공식에 의한 배색 

훈련이 필요합니다.”

“일본에서는 얼마전부터 소색공해란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소색공해를 일으키는 점포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편지를 보내 자제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도시 전체 환경의 색에 

대해 지적하는 사람도 또한 제도도 없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국민적인 색채 

의식 수준 향상으로, 이를 위해서는 

4 반세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국민학생부터 올바른 색채 교육을 받아야만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 도시환경색이 

參｝지고 우리 동네와 어울리는 지붕색 • 

대문색도 배려하게 될 것입니다”하고 교육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용 한국표준색표집」등 발간

색채의 중요성과 표준화의 필요성 인식 아래 

KBS 한국색채연구소는 그간 많은 일을 

해왔다.

「실용 한국표준색표집」은 1,519가지 색깔을 

기호로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국제 기호와 

국내 일련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군청 

단위까지 4,500세트가보급되었으며, 

관급공사 발주시 사용되고 있다. 이는 30만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의 완성으로, 색표준화가 끝난 

것이 아니다. 소재 및 분야에 따라 색재현의 

특수성이 있어 다르므로 소재별로 세분화된 

전문적인 색표집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에 1,502가지의 색을 담은 

「한국표준잉크배합색표집」을 냈는데, 이는 

그간 외국 수입품에만 의존해 오던 컬러 

가이드를 별색인쇄 견본으로만 사용하던 데서 

4원색으로 재현할 수 있는 1,350색과 각 

원색별로 스케일 컬러 40색, 46색의 별색과 

Process Color•로 표현하기 어려운 담색 

계열의 파스텔 컬러 66색을 합해서 총 

1,502색을 6권에 분리해 담았으며, 매 

색깔마다 12개로 나누어진 색편 제시용 컬러 

가이드로 잘라 사용할 수 있고, 1,350색의 

Process Color를 컴퓨터 디자인에 사용할 수 

있는 디스켓으로 제작해 번호만 누르면 

해당번호의 색깔이 재현되도록 했다.

또한「한국섬유표준색표집」은 공업진흥청 

고시가 끝나 양산체계로 들어갔다. 이것은 

2,542가지 색을 폴리에스터 섬유에 염색해 

담은 것으로 막대한 투자가 필요했다. 

이후에는 플라스틱 표준색표집을 제작할 

계획이다.

그■리고 색채교육의 중요성에 따라 

색채교육에 필수적인「색입체 (Color Tree)」를 

제작했는데, 이는 10가지 계통 색상별로 국제 

규격의 487색을 먼셀시스템에 의해 색상 • 

명도• 채도를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입체화한 국내 최초의 색채교육자료이다.

또한 325색의 정확한 색상견본과 

먼셀기호를 수록, 각 색채마다 우리말 이름을 

붙여 국내 최초로 우리말 색이름을 정립한 

「우리말 색이름 사전」을 발간해 보급하고 

있다. 이는 국문학계 • 어문교육계 • 미술학계 • 

영문학계 등 각계에서 참여하여 제작한 것으로 

영문색명과 계통색명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그밖에 전지 크기의 4절접지형으로 

휴대하기 편리하게 제작된 색채지도용 

색채궤도인「색채표본」, 68색의 기본색으로 

3,000가지의 배색을 수록해 다양하게 배색을 

활용할 수 있게 한「실용배색」, 색채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시청각 교육자료「색채교육용 

비디오」등을 제작 • 보급하고 있다.

11월 '컬러 페스티발'

색채연구소는 올 11월에 컬러 페스티발을 

개최한다. 이 행사에서는 표준색표집의 1,519 
가지 색에 대해서 각각의 페인트 회사에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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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섬유표준색표집

회사마다의 페인트로 색을 만드는 처방전을, 

그리고「한국섬유표준색표집」의 2,542가지 

섬유색의 처방전을 섬유 관련 기업에 제공해, 

일시에 도료와 섬유 관련 기업에 기술지도를 

해 주는 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방화동의 

106가구에 대해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새롭게 도색을 해줄 계획이며, 새로운 색채를 

칠한 자동차 50대로 카 퍼레이트도 벌일 

예정이다.

또한 외국 공관원 부인들 각각의 

민속의상을 소개하고, 그들에게 어울리는 

한복색을 미리 코디네이트해서 입혀, 한복이 

세계 어느 나라 사람에게나 어울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패션쇼도 개최하려고 한다. 그리고 

전국 국민학교（6,000군데）에 표준색 보내기 

운동을 함께 펼칠 예정이다.

한 소장은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내년부터는 변두리 페 인트 가게에 번호로 색을 

지정하면 30분 내에 그 색을 가지러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다양한 색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생각만 해도 가슴 떨리는 일이다”라고 

말한다.

실용배색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 요망

KBS 한국색채연구소의 색채 표준화 그리고 

이의 보급 • 지도를 통해서 한 소장은 44모든 

산업의 기본이 되는 색채에 국제기호와 국내 

일련번호를 전화와 Fax 를 통해 전달할 수 

있으며, 색채표준화에 의한 균일 색상 유지로 

수출입시 업체간의 분쟁 유발과 크레임이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밖에 고품위 색상 개발 사용으로 

부가가치의 극대화와 품질향상에 기여해 

수출경쟁력이 증진되고, 생활용품이나 환경 

측면에서의 색채 수준이 향상하게 될 

것이다.

색에 관한 한 남녀노소나 지식 수준에 

상관없이 모두 생리적인 반응을 보인다. 또한 

외계의 영향 중 83 %가 시각에 의한 것이고, 

그 중 70%가 색채에 의한 것이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색채에 

대해 자기 주관이나 가치가 아닌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가 KBS 한국색채 연구소에서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결실导］ 교육현장과 

산업현장에서 활용되도록 해야만 국민의 미적 

감성이 향상되고 고부가 가치 상품이 

생산되며 국제경쟁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전국민의 

인지도 확산을위한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의 의욕이나 

색채연구소만의 힘으로는한계가있다. 

이제까지 다져진 기초 위에 정부의 

정책적 •경제적 지원이 뒷받침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되어야 

우리의 색채가 선진문화를 꽃피우게 되고, 

미래산업을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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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자엔 사。

제꿈디자인 성공사례

한개 레버식 수도꼭지

'앙상블' 및 '이태리카'

이 대 우 KIDP 주임연구원

I• 업체 현황

가. 공장명 :（주）성진

나. 소재지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장기리 438
다. 회사설립 : 1983. 7
라. 주요생산품목:수도꼭지 • 청동밸브 

마• 종업원 :53명（임원 2명, 사무직 9
명, 기술직 7명, 기능직 35명）

口•개발동기

1. 디자인 개발 동기 및 과정

종업원 7〜8명의 조그마한 

공업사였던 성진은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나름대로 중소기업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성진을 비롯한 몇 

안되는 동업체 （B그룹）가 내수를 

감당했으나, 그간 늘어난 동업체간의 

과잉생산은 품질 경쟁이 아닌 가격 

경쟁을 초래하면서 품질 저하를 

유발시켰다. 대기업（A 그룹）은 

건설업체에 납품할 물량이 없어서 

아우성일 때 성진은 3〜4개월을 

팔아도 될 만큼의 재고 부담을 안아야 

했다.

그리고 동업체들이 덤핑을 하는데 그 

덤핑에 동참할 수 있는 싸구려 제품이 

아님은 물론, 건설업체에 납품할 수도 

없는 이런 기현상 속에서 성진이 처한 

입장은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인가 

아니면 후진국으로 탈락할 

것인가'하는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입장과 똑같았다. 이에 성진은 A 
그룹과 맞설 수 있는 고품질의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미쳤고 이에 따라 수전금구의 세계적 

동향을 파악해 보았다. 그래서 일본의 

'굿 리빙 쇼'를 참관했고 '이낙스', 

'토토' 상설시장도 둘러보면서, 

우리나라 A 그룹이 일본의 카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는 그렇다면 성진이 개발하는 

제품은 기존 제품과는 전혀 다른 

모델에서부터 시작하자고 결정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부터 발생했다. 

누가 이 생각을 구체화해서 

현실화해줄 것인가?하는 생각 끝에 

그림을 하는 사람을 소개받아 의뢰를 

하였다. 그러나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 고심하고 있던 차에 공진청 

주관하에 산업 디자인포장개 발원에서 

기술지도를 해준다는 공문에 접하게 

되었고, 급히 연락을 취하고 접수했다. 

개발원에서는 디자인쪽에 강화를 두어 

개발하고, 성진에서는 기능 개발에 

중점을 두어 개발하기로 합의하여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다.

개발에 앞서 행한 소비자들의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들이 라운딩형의 

부드러운 유선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든 상품들이 라운드 

형태의 디자인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착안해서 제품 개발에서 라운드의 

유선형을 기본 모델로 정하고, 그 

모델에다 기능을 추가시키는 방향으로 

개발을 진행하였다.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에서는 92년 7월 16일부터 

8월 14일까지 3가지 모델을 

제시했으나 설문조사 결과 사용자의 

미래지향적인 제품에 대한 기피현상, 

생산상의 기술적인 어려움, 일본 

제품에 대한 무분별한 선호의식, 

판매상인의 디자인 지식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나 제품디자인을 

수정 - 보완하기에 이르렀다. 8월 19 
일부터 보다 소비자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는 제품 모델로 수정보완하여 

'이테리카' 시리즈로 명명하고, 10월 

말까지 20여 차례에 걸친 모델 제작을 

통한 설문조사로 제품 개념의 설계를 

마무리하여 11월부터 실용성 측면을 

디자인과 결부시키는 구체적 설계로 

들어갔다. 그리고 도면 제작과 금형 

제작을 해서 12월 초에 완료시켰다.

12월 말부터 시제품을 조립하여 

소비자의 설문조사를 통한 시장조사와 

함께 제품의 수정 • 보완작업을 거쳐서, 

'93년 3월 말 이테리카 시리즈 및 

앙상블 시리즈 완제품 생산라인을 

가동하기에 이르렀다.

2. 개발 배경

가. 영세 중소업체의 현주소（모방에 

의한 충격）

나. 개발 필요성의 인식 및 지원 

체계의 긴박

다. 산업디자인포장개 발원과 

공업진홍청 연계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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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국가기술지도 실시

라. 제품디자인 개발 착수 및 차별화 

전략 수립

마. 신제품 개발 및 ODM（Original 
Design Manufacturing） 체계 형성 

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디자인, 

엔지니어링, 마케팅 구축

山■ 제품 개요

국내 수전금구류（수도꼭지）의 

유수업체들은 각기 독자 모델보다 일본 

제품의 영향을 많이 받은 제품을 

생산 • 시판하고 있으며, 시장 규모의 

정도에 따라 국제 의장권에 대한 

법률적 제재 조치도 불사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또한 국내 건설붐과 

잔여 건축설비와 관련한 수도꼭지의 

생산에는 더욱 독자적 모델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근미래에 예상될 수 

있는 특허 • 실용실안 • 의장권에 

해당하는 각종 관련 규칙에 따라 

독자적인 신제품 연구 개발이 시급한 

실정에 있다.

국외 시장현황으로는 미국의 Artistic 

Brass • Broad Way Collection • Eljer, 
덴마크의 Cn-B^rma, 이태리 Fantini 
사의 Hi-Fi 제품 브랜드나 Calibro • 
Balocchi 브랜드, 독일 Hansa 사의 

Nordica • Hansa Nordica • Hansa 
Nove 브랜드, 프랑스의 Jacob Delafon 
사의 Topkapi • Squash • Valentin • 
Sarf II • Champagne 브랜드, J.C.D 
사의 Diplomate, 미국의 Paul 
Associates 사의 Phoenix • Electra • 
Plato • Arcadia • solar • Edwardian • 
Atlantis • Olympia Onyx • Quantum 
Gemstone 외에 기타 11개 브랜드, 

프랑스 Porcher 사의 Cora • Agate • 
Orient • Ecume, 스페 인의 Roca, 
이태리의 Teuco • Vip Casa, 스위스의 

KWC, 일본의 TOTO, KVK, 
SAN-El 등 무수한 세계 굴지의 

생산제조업체가 소비자 기호와 

판로계층에 따른 각종 신제품 전략을 

세우고 제품을 시판해 경쟁하고 있다.

한편, 국내 ORA 통산에서는 

Fratelli, Frattini와 기술 제휴로 

수입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으로

기본 3종

超
• SB-326GB： 혹색금장

• SB-326S： 올크롬

• SB-326GS： 크롬금장

• SB-326BS： 혹진주금장

• SB-326 G： 올골드

• SB-326GW ： 백색금장

• SB-326GM： 적갈색금장

• SB-325S： 올크롬

• SB-325GS： 크롬금장

• SB-325GBS： 혹진주금장

• SB-325G： 올골드

• S&325GM： 적갈색금장

• SB-325 GB： 혹색금장

• SL-423GS： 혹색금장

• SL-423GM： 적갈색금장

• SL-423GW： 백색금장

• SL-423G： 올골드

• SL-423GBS： 혹진주금장

• SL-423GS： 크롬금장

• SL-423S： 올크롬

• SL-422S： 올크롬

• SL-422GS： 크롬도장

• SL-422GBS： 혹진주금장

• SL-422G： 올골드

• SL-422GW : 백색금장

•SL-422GM： 적갈색금장

•SL-422 G8： 혹색금장

중 • 고가 시장은 시장개방과 

수입제품으로국내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시급히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주）성진의 독자적 모델 개발의욕과 

기술지도 신청에 의한 양산화 계획은 

필요불급한 상황으로 지도되어, 주어진 

기간 내에 R & D 중심보다 모델 

형태의 변화성에 촛점을 두어 

제품경쟁력 및 고유 브랜드화를 

유도하였다. 이에 수전금구 3종 

（싱크대용, 세면용, 욕조용）을 신규 

모델로 설정하여, 차별화 전략 

차원에서 독자적 모델을 위한 

디자인지도 개발을 하였다.

따라서 모델의 하우징과 부품의 

고유화라는 대전제로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개발된 모델은 다음과 

같다.

• 제품명 :한개 레버식 수도꼭지 

•시리즈명 :'앙상블' 및 '이태리카' 

•개발제품루트（Product Roots） 구조: 

제품 다변화 유도를 위한 계층적 분 

류

（표 1 참조）

• SS-218GBS： 혹진주금장

• SS-218GS： 크롬금장

•$弓끼65：올크롬

• SS-216GS： 크롬금장

• SS-216G： 올골드

• SS-기6GW ： 백색금장

• SS-216GB： 흑색금장

• SS-217GS： 크롬금장

•5济기55：올크롬

•5打끼508：크롬금장

• SS-끼 5G： 흑진주금장 

•55-기5065：흑진주금장

• SS-215GW： 백색금장 

•SS-끼 5 GM： 적갈색금장

• SS-215GB： 혹색금장

W• 개발 내용

1. 제품의 특성 및 현 신개발 제품 동향

제품디자인은 라이프 스타일 분석에 

의한 현대적 감각을 살린 라운딩형의 

부드러운 유선형 스타일로 부담스럽지 

않은 부엌 및 욕실의 문화를 형성하고, 

친근감을 주도록 하였으며, 제품에 

다양한 컬러 패턴을 주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 주었다.

첫째, 실용성 측면에서는 샤워헤드에 

멈춤기능을 두어 사워중 급지수를 

가능케 하여 절수 효과가 크며 사용이 

편리하다.

둘째, 벽에 고정되어 있는 행거와 

샤綱］드의 위치를 1夕씩 조절할 수 

있도록 요철식으로 등분했으며 , 수압에 

의한 헤드 및 샤워줄의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해 회전방지 기능을 

부여하고 원하는 위치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타사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분체도장의 제품 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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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요인（긁힘）을 보호캡으로 

해결하였다.

넷째, 세면기용 싱글혼합꼭지를 

Pop-Up 일체식 구조로 시공을 

간소화하여 A/S 시 불만요소를 

제거하였다.

다섯째, 모든 연결 부위의 견고성을 

두기 위해 금속으로 대체하여 시공, 

보수시 내구성을 강화하였다.

여섯째, 모든 제품의 물의 

낙하지점을 배수구쪽과 일치시키고, 

특히 싱크형 토수구의 높이를 타사보다 

현저히 높여서 큰 그릇을 씻기에 보다 

용이하게 하였다.

한편 이테리카 시리즈 개발로 

의장등록 15건 • 실용신안 3건의 

Product Design Portfolio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테리카 시리즈 및 앙상블 시리즈 

제품의 경우, 만일 상업적으로 성공한 

제품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전에 해왔던 

타사제품 및 외국제품을 모방생산하던 

과거와 비교해 볼 때, 디자인과 

기술면에서 독자적인 고유 모델 

（ODM）로의 접근세 성공한 것이다. 

일본과 미국에서 진출한 다국적 기업이 

내수시장 판매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기능과 디자인 면에서 뒤질 게 

없는 제품이므로 소비자들의 무분별한 

외제선호 의식과 판매상인들의 디자인 

의식만 바뀐다면 중저가 고품질을 

추구하는 성진으로서는 판매 경 쟁 에서 

비교적 우위에 설 수 있을 것으로 자체 

진단하고 있다. 기존 제품시장구조에 

대해서는 이미 유수의 건설업체에서 

납품요청이 쇄도하고 있으며, 

요업회사로부터 ODM, OEM 방식의 

병행적 생산계약 요청이 들어와 계약을 

추진중에 있다.

2. 신제품 디자인과 수출시장 현홤

국내 대부분의 유사업체가 국제 

경쟁력을 갖지 못한 것이 현재의 

실정이며, 그 이유는 대부분 

외국제품에 대한 Dead Copy가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따라서 

수출시장은 날이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며, 특허 • 실용신안에 있어서 

크레임이 걸릴 수 있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이에 본 제품디자인 개발은 국내 

유사업종에서 고유 모델을 창출하여 

국내외에 경쟁력 있는디자인을 

유도하여 세계 각국의 수출장벽을 

깨뜨리고 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으로는 이미 

인도네시아 합작 현지 법인 설립을 

전제로 '킹'이라는 자체 브랜드로 4월 

2일 8천여만원의 수출실적을 올렸고, 

독일, 싱가폴, 캐나다,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바이어의 

상담과 주문이 들어오고 있어 무역부의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무역업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이다. 이와 

같이 내수쪽에선 사장개방이 되더라도 

외국산 제품과 비교해서 품질과 

디자인면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게 

되고 수출도 꾸준히 늘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년도에 외형, 내형으로 

100% 이상 신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상승무드를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면 멀지 않아 국내 

동종업계의 선두그룹（A 그룹）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으며, 또한 

세계적인 기업과의 세계시장

〈표 2） 

멈춤기능

절수효과

人留중 헤드에서 물을 벽에 고정되어 있는 헹거와 이미 본체（1）에 부착된 분체도장 제품의 시공시

멈추게 하는 기능이 샤워헤드의 위치를 15°씩 Pop-Up 봉에 준비된 하자요인 （긁힘）을

있으므로 절수효과가 크고, 

사용이 편리

조절할 수 있도록 

요철식으로 등분되어 있어 

원하는 위치에서 편리하게 

사용가능

연결관（2） 을
나비볼트（3）로 조립한 후 

일반 시공방법에 따라 

PopTJp에 설치되어 있는 

수평봉에 수직으로 연결할 

수 있어 시공이 간편하다 

（Pop-Up 일체식 구조로 

A/S 불만요소 제거 ）

보호캡으로써 완전 해결

〈실용신안〉

경쟁에서도 가격과 품질 및 디자인에 

뒤지지 않는즉, 경쟁력이 있는제품을 

생산하여 기업의 이윤 추구는 물론 

국가 수출 산업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제품디자인 차별화 방향（표 2）

• 개발제품 의장등록 출원 현황

-냉, 온수공급 조절기용 몸체를 

비롯한 19종 출원중 

（의장등록: 15건, 실용신안:4건）

-출원일: 1993. 1. 30

4. 디자인 초점（Design Focus）

국내의 경우 생활자 그룹에서 30대 

중반과 40대 초반의 주로 아파트 

주거를 하는 사람과 중류 계층에서 

Opinion Leader를 추종하는 삶의 질을 

찾기 시작하는 그룹에 초점을 두어 

디자인을 전개하고, 그 이미지 특성과 

컬러를 대비시켜 공통분모의 키워드를 

추출.

가. 이미지 특성 （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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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이미지 이미지 키워드 선호의 특징 주요 생활의식, 행동

심 플 간결한 

깔끔한 

청결한

•좋다…간소한 것 

단순한 것

•싫다…번거로운 것 

호화스러운 것

• 간소하고 세련된 생활 지향

• 여분의 것은 안산다

• 유행이 마음에 들면 받아들이지민 

구애받지 않는다

♦ 식사는 양식 ♦일식 반반

모 던 예리한 

정밀한 

기계적인 

기하적인

•좋다…개성적이고 

날카로운 것, 

차고 딱딱한 것, 

서양풍의 것, 

예각적, 

가능적인 것 

싫다.…클래식한 것,

애매한 디자인의 것, 

복잡한것

• 기능 메이커를 좋아한다.

• 쓸모없는 장식을 배제

• 변화를 좋아하고 유행에 민감한 층이 

많다.

♦ 일식보다 양식을 좋아한다.

- 기존 국내 타제품:모방성이 

강하다.

- 국외 제품 :소비자 가격에 따라 

각각의 제품 아이덴티티가 보임 

（Classic, Casual, Romantic, 
Simple, Modern）

- 개발 신제품:제조 기술과 마케팅 

디자인 측면에서 Simple + 
Modern 경향에 Positioning을 함

6. 디자인 마케팅 포지셔닝

(Design Marketing Positioning):

Niche 전략상품 (표 6)

나• 이미지 컬러의 특성 （표 4）
표 4）

심 플
안정되고 안락한 심플한 이미지의 표현에는 강한 주장을 가진 색을 피한다. 

그레이쉬, 라이트 그레이쉬톤 등의 세련된 색

모 던
샤프하고 메커닉한 하이테크 감각의 표현에 흑 • 백의 무기적인 색 

명도 콘트라스트가 큰 것이 모던한 표현의 포인트

품질 

high

A-Brand

Less

B-Brand

M。产성

Price & D-Brand

5. 디자인 타켓 포지셔닝(Design Target Positioning) (표 5)

1 약간 1 약간 2 상당히

대단히

상당히

2
상당히

2 상당히

沼

상당히

2 상당히 1 약간 1 약간대단히

1
약간

2 상당히 3 대단히

Quality 
Brand @

C-Brand

Price gJQuality 
Brand ⑹

상당히

약간 약간

7. 디자인 어프로치(Design
Approach) (표 7)

8. 디자인 Concept 방향성

• 인테리어 성향과 제품 성향과 

생활자 성향의 복합적 

코디네이션화

• 생활자 선택기회의 다각화 개념에 

따른 컬러 베리에이션

• 기존 제품시장에 대한 디자인 

차별화 유도

- 디자인 마케팅 개념에 의한 Niche 
Market（여백시장） 집중화 

전략

• 생산（엔지니어링）一판매（마케팅）

-설계 （디자인）의 합리적 운영에 

의한 적정인자 추출에 의해 

디자인 최적화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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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레버식 싱크용 온냉수 혼합꼭지

-앙상블 시리즈

싱글레버식 욕조용 온냉수 혼합꼭지

-앙상블 시리즈

싱글레버식 싱크용 혼합꼭지

-이태리카 시리즈

싱글레버식 욕조용 온냉수 혼합꼭지

-이태리카 시리즈

싱글레버식 세면기용 온냉수 혼합꼭지

-이태리카 시리즈
-앙상블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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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 타 제품과의 가격 비교

• 성능의 우수성（절수）

•절수효과

• Long-Life
<-- • Fashion화 성향

• 컬러 선택

• 조립 부품의 공유화로 다양한 모델 창출

————
• 완제품에 필요한.각각의 부품 

공유화（싱크용, 세면용, 욕조용 

공동 부품 사용）

♦ 몸체 핸들, 기타 각종 액세서리 

부품에 대한 각각의 컬러•부여로 

다양한 모델 창출（제품 루트 구조 

참조）

• 국내외 타회사와 다른

고유디자인（ODM: Original Design 
Manufacturing） 형성

• 생활자 Needs와 감성적 디자인의 

형태, 컬러 추출

디자인 해결빙안 1（개발 가술력에 때른 방항 설정）

사용자 라이프 스타일 분석에 의한 

국내 내수용 제품은 라운드형의 

부드러운 곡선（입체의 유선형 

스타일）으로 처리 유도화一부담스 

럽지 않은 친근한 느낌 부여 

소비자로 하여금 세련되고 독특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함一제품 차별화 

의미 부여

제품의 다양한 컬러 변화를 주기 

위하여 외형의 조립부품에 따르는 

다각적인 형상 변화 방향을 모색 

一소비자 선택권 부여

국내 제품의 현황은 거의 대부분이 

모방（Dead Copy or Imitation） 
제품으로 독자적 제품개听］ 요구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문제점이 속출되고 

있으며, 사용자에 의한 제품신뢰도가 

제품개발의 성사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 디자인해결방안 -----

• 유기적인 업체와 개발원의 

수시적인 업무 연락체계

• 기술적 개발 문제점 속출에 대한 

기술진과 디자인 지도와의 업무 

협의 및 공장에서의 직접적 생산 

설계와의 관련성 체크

• 디자인 지도의 시각화, 모델화 유도 

（아이디어 스케치 T Ro니아） 

Rendering—형태 Variation-〉최종 

렌더링-기술적 한계성을 검토한 

후 수정 모델 제작-최종 모델 

제작-부품의 다변화로 인한 모델 

변환 유도-생산라인 돌입- 

양산화 - 실용화）

• 생활자 Needs와 감성적 디자인의 

형태, 컬러 추출

V. 디자인 프로모션

1. 중앙일보（28면 기사） : 1993. 4. 
27（화）「여성경영인」란

2. 공업진흥청장 우수상 수상

3. KBS 2TV： 1993. 5. 8（토）: 

뉴스광장 -약 120초 방영

중소기업 제품개발 성공사례「독자 

모델로 승부」

VI. 디자인 성공사례를 통한 효과와 

향후 중소기업 디자인 활성화 방안

1. 디자인 성공사례를 통한 효과

1） 독자적 제품개발로 의장 및 실용 

신안이 출원중이며, 수요가 

가속화되고 있음

2） 각 건설업체（수요업체）와의 

연계적 모델 공급 촉진

3） 독자적 제품 판로 개척

4） 고유 제품화（Product Identity）의 

시발점 형성

5） 향후 제품 개발 프로세스 고취

2. 중소기업 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방안

1） 해외 제품과 국내 제품의 경쟁력 

분석 및 제품선호도 조사 실시와 

종합적 디자인 트랜드 분석이 

요구된다.

2） 후속모델 개발 계획 수립으로 

사용자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방안 모색（디자인 

컨셉트의 전략화가 요구）

3） 장기계획적 디자인 및 

기술분야에서의 연관적인 개발 

마인드 고취

（업체 一디자인一기술력의 합리적 

운영）

4） 디자인 개발 방법론에서의 형태 

분석법 （Morphological 
Analysis）과 정량구조 방법에 

의한 미래 예측적 모델화 방안 

제시

5） 디자인 자료화를 위한 연계적 

조직화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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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자인 사 M

제품 디자인 개발 사례 

금성 신세대 AV 시스템 GSP-1

아베스트
심 재 진 (주) 금성사 디자인종합연구소책임연구원

'93년 4월 26일은 (주) 금성사의 20여명의 

개발 담당자들에게는 특히 기억되어질 하루였다. 

개발기간 8개월이라는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을 

달려온 전략사업 특별 프로젝트 팀원들.

일반적으로 1 년 정도 걸리는 개발제품의 

기간을 더 늘리지는 못할 망정 도리어 줄이고, 

더군다나 단일 제품이 아닌 시스템 제품을 

개발한다는 것.

사내에서도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정해진 개발기간에 새로운 신상품을 

고객에게 선보인다는 일념만으로 뛰어들었던 

프로젝트 팀원들. 바로 그 날 그 약속의 상품이 

처음으로 백화점과 대리점으로 진열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본 리포트에서는 이 상품이 무엇이며,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개발되었고, 어떤 특 • 장점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 소개하며 그 시사점을 

논하고자 한다.

I ■ 제품 개요

1) 제품명 :신세대 AV 시스템

2) 시스템명 :GSP-1

3) 시스템 구성 :

• 25〃1、모니터(651"-1)
• 6HD 하이파이 VCR(GSV-l)
• 하이파이 오디오(GSA-1)
• CDEG 플레이어(GSH-1)
• 방자형 TOWER 3웨이

스피커 (GSE-1)
• 장식장 (GSR・1)
• 시스템용 무드램프 (GSL-1)
• 통합 AV 리모콘(GS-1)

4) 특장점 :

• 25세 전후의 신세대 수요층 및 

신혼, 혼수층을 주요 고객으로 함.

• 손쉬운시스템 설치 및 작동의 

편리성, AV 시스템으로서의 보고, 

듣고, 기록하며, 즐길 수 있는 

기능성을 최대한 부각시킴 • 동시에 

경제적 측면을 고려해 전 시스템 

소비자가 100만원대를 유지토록 

함.

• 기존의 조립형 시스템에서 확실한 

차별화를 이룬 대화형 

인공지능(A1) 적용의 본격적인 AV 
시스템임.

• 초보자도 연결 가능한 단자별 

코드번호 부여(각 SET별 동일 

번호만 맞추어 연결 코드를 

꼽아주면 됨) 및 연결 코드의 

최소화(15-8)
• 간편 조작「마우스바」적용의 

인공지능 통합 리모컨

• 기존 제품과의 호환성 보유

口• 제품 개발 배경

고객의 기호와 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격심한 

시장경쟁에서 자사의 위치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기업은 끊임없이 

신제품을 개발해 내지 않으면 안된다.

고객들은 항상 새로운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신제품을 원하며, 기업들은 

고객의 이러한 욕구를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된다. 이렇게 생활인의 

니즈가 다양해지고, 생산자 중심의 

상품에서 생활인 중심의 토털 마케팅 

개념이 도입되면서 전체 시장을 목표로 

한 보편적 제품이 아닌 좀더 

차별적이며 좀더 특별한 그리고 

생활인의 요구에 가장 근접한 제품이 

히트 상품이 될 것이다.

'70년대 이후의 고도 성장기를 

거치고 '80년대 이후의 성숙기에 

접어든 우리 사회는 신세대와 

기성세대간의 견해 차이를 더욱 크게 

넓히고 있으며, 기존의 전통적 

생활源과 서구적 편리주의 • 합리주의 

사이에서 많은 갈등과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더구나 '90년대에 

들어와 신세대가 기업의 마케팅 전략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업 나름대로의 상품 연구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금성사는 대외적으로 

이제까지의 안정되고 중후하다는 

기업이미지에서 보다 새롭고 젊은 

금성의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 

신세대, 신생활, 신금성의 캐치 

프레이즈를 걸고 전략사업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다.

전략사업화 프로젝트의 테마는 

「신세대에게 제공하는 우리만의 

제품」으로서 타사와 차별화되며, 종합 

가전 메이커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는 제품이며, 동시에 신세대에 

어필하는 영화 •음악 감상용 기기, 즉 

기존 오디오 • 비디오 기기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의 개념에서 완전히 

탈피하는 본격 오디오 • 비주얼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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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의 연구 개발을 목표로 하였다.

DI •환경분석

1. 고객 환경

1) 신세대의 의식과 특징

'60년대 이후 출생한 10대 후반에서 

30세까지를 일반적으로 신세대로 

규정하며, 약 1480만명의 인구로 국민 

3명 중 1명꼴의 거대한 시장규모를 

갖고 있다. 연간 5조원의 금액적 

시장규모로 이 중 18〜24세까지는 

600만명, 약 4천억 〜5천억원의 시장 

규모로 추산된다.

이들의 식생활, 여가, 구매, 학습, 

사교, 가사, 건강, 미용, 결혼에 대한 

조사 분석을 실시했으며, 그룹별 

표본수는 전체 1,000명, 연령은 

20〜30세로 연령그룹은 20〜23세, 

24〜26세, 27〜30세의 세 그룹으로 

나누었으며, 학력별, 직업별, 경제력별, 

가치관별로 세분화하였다.

그 중 특히 가치관별 그룹은 현실 

안주형, 감성향유형, 적극적 개성형의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누었으며, 이것을 

통해 신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종합해 

보았다(도표 1).

2) 미혼여성의 의식과 특징

신세대 시장에서 특히 미혼여성 

시장은 중시해야 하는 시장이다. 

미혼여성 시장은 스스로의 욕구에 

대응할 만한 경제적 구매력을 갖추고 

있으며, 장차 결혼에 따르는 혼수품의 

구매라는 측면에서 가전 메이커가 

주목해야 할 상당히 매력적인 시장임에 

분명하다.

미혼여성 시장의 특수성은 첫째, 

생활에 필요한 구매력 및 어느 정도의 

경제적 자립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가전제품 중 몇 가지 제품에 대해서는 

주목표 시장이 된다. 둘째, 

혼수구매라는 주사용자가 될 것이며, 

특정 브랜드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게 

된다. 셋째, 이상과 현실의 조화 

기간으로 어느 정도는 충동구매를 

한다. 이러한 미혼 여성의 라이프 

스타일 연구를 통해 혼수시장의 구체적

〈도표 1) 가치관으로 구분된 집단별 특징

현실안정형 감성향유형 적극적 개성형

• 소극적 자기 표현

• 저축중시알뜰형

• 조직적응도가 높음

•조용한여가선호

• 여가활동도 낮음

• 소극적 이성관

• 현실적, 합리적 결혼 선호

• 합리적, 자기희생도 높음

• 현실 순응

• 가격에 민감한구매행동

• 할인판매장 선호

• 자가중심적 사고, 쾌락적 삶 추구

• 현재의 삶 중시, 외모에 치중

• 직업관 부족, 근로의식 미흡

• 시끄럽고 화려한 여가 선호

• 여가활동도 높음

• 대인관계 부족하며 주관적

• 타산적 결혼관

• 3D 표본

• 편안한 생활 추구함

• 상표와 디자인에 비중을 둠

♦ 백화점, 전문매장 선호

• 자가주장이 강함, 자신 있는 행동

• 사생활보장욕구큼

• 적극적 직업관, 전문직 선호

• 실질적 여가활동중시

• 취미활동, 여행 선호

• 대인관계가 넓음

• 현실적인 결혼관

• 자신의 일에 열중

• 개방적이며 개선의지 강함

• 상표와 디자인에 비중을 둠

• 백화점, 전문매장 선호

〈도표 2) 미혼여성의 가전제품 구입

(단위 %)

C-TV VCR 오디오 CAMCORDER PC

반드시구입 9L6 78.3 75.9 10.4 1L8

될 수 있는대로 구입 5.8 12.4 15.1 14.7 15.4

여유 있으면 구입 L6 7.0 7.1 34.7 15.4

구입 안함 1.0 2.3 1.9 40.2 43.0

派 미혼 여성의 혼수 부담은 본인 : 부모 = 60 ： 40

가전제품 구입 기준

항목 평균순위

내구성 2.4

조작성 3.0

경제성 3.1

디자인 32

中능 33

X 1에서 5까지의 순위 합

〈도표 3〉미혼여성과 신혼여성의 AV 시스템 구입 의사

미혼 신혼 계

1. W, VCR, AUDIO 모두 구입 Yes 88.7% 58.1% 81.7%
No 11.3% 41.9% 19.3%

2. 현재 시스템보유율 Yes - 195% -

No — 80.5% -

3• 시스템 구입 의사 Yes 60.2% 64% 608%
No 393% 36% 39.2%

4. 선택 가격대 20 만원대 24.9% 23.5% 24.5%
150 만원대 56.9% 51.0% 55.5%
200 만원대 18.3% 25.5% 20.0%

5• 시스템 사용시 불편한 점 설치 면적 34.8%
별도의 전원 435% '
하나의 리모콘 47.8%
추가, 재배치 39.1%

X 미혼 여성 : 648명, X 신혼 여성 : 203명

가장 중요한 요소

항목 비율

내구성 36.9

조작성 173

경제성 17.3

디자인 183

다기능
\

12.5

X 1순위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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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의 조감이 가능하다(도표 2, 3)

2. 시장 환경

1) 국외 업체의 동향

일본 업체의 경우,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간단 연결 • 간단 조작의 

대응을 활발히 강구하고 있으나, 

완전한 AV 시스템으로 

개발된제품은 극소수인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반적으로 

조합형 시스템이다. 향후의 

시장 활성화를 위해 AV 
기기의 시스템 판매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C92. 6. 5 일본 전파신문).

완전한 AV 시스템은 주문 생산 

설치로 이루어진다('92. 8. 미국 

AUDIO VIDEO 매거진).

2) 국내 업체의 동향

Audio 전문업체를 중심으로 AV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자체 생산 기술 여건 등을 

감안, 제품 선전시 활용하고 있다. 

조합형 AV 시스템이다.

3. 자사 환경

오디오 전문 메이커와 

컬러 TV 주력 메이커의 영업력 

강화에 따른 자사 시장 점유율 

잠식을 막고, 종합 가전 

메이커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히트 상품이 요구된다. 또한 

향후의 가정 정보화 사회를 대비한 

신제품 연구개발 기술의 축적이 

중시되고 있다.

신세대 시장 확대에 따른 

대책 수립 및 기업 이미지 

제고의 필요성으로 

새로운 이미지로의 기업 변신이 

요구된다.

4. 개발 추진

경쟁력 있는 상품개발의 필요성 

증대, 신제품 연구 개발 기술의 축적, 

신세대 생활 연구를 통한 상품 기획력

〈도표 4) 신세대의 가전 3사 이미지 평가 10개 항목 중

금 성 삼 성 대 우

• 기술이 우수하다(559%) • 신제품이 나온다(4기 %) •광고를 잘한다(41.5%)
• 신뢰감이 간다(5&4%) • 호감이 간다(47.2%)
• 제품수명이 길고 견고하다(656%) • 발전성이 크다(47.6%)
•A/S 를 잘한다(449%) •취직을 권하고 싶다(55.4%)
• 믿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든다(51.3%)

〈도표 5)

• 사회와 생활의 변화를 포착 • 예견하고 그에 

대응하는 새로운 상품 개발 시스템을 확립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를 탐색하여 号

기술이 갖취어야 할

모습과 상품 컨셉트 제안

•기존 조직의 틀을 뛰어 넘는 영역에서의 

상품 개발

0
상품 취급법, 습관, 미의식도의

〈휴먼 웨어 디자인〉지향

0
현장 밀착 디자인 전략

및 마케팅력 향상이 요구된다.

1) 개발 추진 키워드

• 고객 니즈뿐만 아니라 사회적 

니즈의 변화에도 민감하게 대응

・ 사회의 가치관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여 센스 있는 연구개발 추진

• 제품의 사용 편의, 활용 행태 등의 

고객 니즈 외에 재질, 외관, 품질, 

관련 시방, 재활용, 공해 등을 

강구해야 함

2) 개발 추진 방향

- 고객 니즈에 맞는 제품의 

이미지화 연구개발 추진

• 시장의 니즈에 합치된 제품 개발에

경영

직속의 구체적 상품 개발과 

새로운 시책 입안 및 직접 

제안「기획/ 연구소/ 설계/ 

마케팅/ 디자인 구성」

주력

• 1년 이내의 단기간 제품 생산을 

목표로 추진

IV•제품 개발

1. 프로젝트의 정의

전략 사업화 상품 개발로서 전략적 

목표를 정하고 관련부서간 상호 합의된' 

개발 기간 내에 최선의 능력을 

발휘하여 연구 개발을 효율적으로 

사업에 연결하는 프로젝트로 

추진한다(도표 5).

2. 프로젝트 추진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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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 코퍼레이트, 연구개발의 

계획을 하나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통합하고 연구개발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매니지먼트가- 필요하다.

3. 개발 프로세스

모든 과정의 추진에 있어서 일차로 

고객에 대한 의견 수렴과 보완 지적 

사항을 접수하여 다음 과정에 철저히 

투입, 그 결과는 다시 고객에 의한

： 테스트를 실시하는 과정으로 

추진하였다(도표 6).

〈도표 6〉

고객 니즈 파악 주요고객 상품

관련 조사 분석

시장조사 제품기획

주요고객 디자인 

관련 조사 분석

주요고객 주요고객

디자인 반응조사 사용실태조사

디자인 개밭 제품개발

디자인 결정보유 Seeds 파악 상품화 타당성 검토

제품 개발 컨셉트 수립

디자인 개발 

컨셉트 수립

품질 테스트

수정 보완 및 대책 수립

4. 디자인 개발(도표 7)

1) AV 고객 조사

사용의 편리성과 안락성을 중시하는 

고객 니즈의 경향심화되는 

추세에서의 AV 기기의 안전성은 

조작성과 스타일에 크게 좌우된다 

(도표 8, 9).
원하는 기능을 쉽게 찾을 수 없음과 

주 사용기능의 배치가 좋지 않음. 

버튼을 크게 , 간격을 넓게 , 주 사용 

기능의 색상차별 요구, 작동 확인이 

안됨 등의 불편 개선 요구사항이 

i 조사되었다.

2) 인지/ 작동 감성 조사
I TV, VCR, AUDIO 기기에 대한

' 사용자의 작동 순서와 인식도를 조사 

도표화하여 디자인 개발시 주기기와 

리모콘의 버튼 배열에 적용하였다. 

주기능과 보조 기능을 그루핑하여 

형태와 크기의 차별화로 인지도를 

높였다

첫째 :유사 기능과의 그루핑 

둘째:색상구분

셋째 :형태 구분

네째 封] 구분

• 사용자 측면에서의 가장 편리한 

시스템 구성, 크기 등을 

검토한다.

• 기능의 디스플레이를 보면서 작동할 

수 있게 버튼은 가급적 

디스플레이의 우측 또는 하단에 

배치시킨다.
] 입출력 콘트롤 관련 기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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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7〉

디자인 체크 포인트

麻阳 宝『조재 실흐스!퍼:성 • 안정성

耐得쯔흐譬
AV 고객조사

타겟 고객 설정 

및 직접 조사 

인지/ 작동 감성 조사

|조형、발卜 심미성, 독창성

CAD(3D/ AUTO)
신소재/I술 연구

이미지'플래닝

조형 이미지 창출 

I
현장 디자인 개발

독창적 디자인/

창의적 디자인 개발

| 디자인 7 발 관矶----------- 평가

피드백

캐치 플레이즈

I
Pet Name 개발

프레젠테이션 기법 연구

User Friendly 디자인 개발

| 디자인 User] 니디자인 Imag이 A | 디자인 Styling] > | 디자인 Management |

3E Easy Connection 티egant &
Easy Operation Chic
Easy Price

동일군끼리 묶어 배치한다.

3) Image Planning
신세대 중 적극적 개성형과 

미혼여성을 주요고객 구매층으로 

설정하고 이미지를 구체화했다.

신세대 전략적 수행

New Wave Fashion

4) 조형 이미지

유연하게 변화되며(Flexible), 
정리되어 있는(Adjustable) 조형 

추구와 정량적 면비례에 의한 

기하힉적인 (Geometric)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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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아베스트

（가） 고성능

•신세대 신혼에 필요한 기능과 간편한 

활용을 위한 A1 컨트롤 방식

— 25〃 대형화면 AV 컬러 모니터

- 6 HEAD 고화질, 고음질, 

하이파이 VTR
- 영상반주 256가지 컬러 재현의 

CDEG
- 오토리버스 전자식 더블 카세트 

데크

• 누구나 쉽게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 

연결 단자（국내 최초의 Bus 
시스템에 의한 시스템 컨트롤, 기존 

15개-현재 8개）

• 통합 리모콘의 편리하고 완벽한 

시스템 컨트롤

-마우스바와 LCD 채용, 간편 

통합리모콘（자주 쓰는 기능은 

인공지능으로 가끔 쓰는 기능은 

마우스바로）

• 중복기능 제거를 통한 일체형 시스템 

구성

• 3웨이 하이파이 방식의 스피커와 

중저음 보강 UBB - 음의 현장감과 

풍부한 중저음

• AV 시스템으로서의 완벽성 추구

-중복기능 제거를 통한 일체형 

시스템 구성

손쉽게 설치 •연결할 수 있는 

조합성

-완벽한 시스템과 작동의 편리성

（나） 고감각

• 시스템 전체의 기능과 분위기를 

고려한 감성디자인

• 눈과 귀를 함께 만족시키는 영상과 

오디오의 조화

• 현장감 있는 충실한 영상과 풍부한 

사운드
• 다3한기능을 모두 활용할수 

있도록 편리성을 극대화한 사용의 

만족감
• 실） 분위기 연출의 인테리어 가구형 

조립장과 조명등

• New Wave Fashion 의 신세대 조형

（다） 신문화

AV 기기의 안전성

조작성 :사용의 편리성

• 기기 전면 조작

♦ 리모콘 조작

• 기기간 연결

SDLE : 비 사용시에도 안락 

기기간조화

〈도표 9〉AV 기기의 안정성

〈사진 1） 이미지 맵 Audio

宾

〈사진 2） 렌더링

• 집안에서 느끼는 극장의 현장감 

（Home Theater）
• 보고, 듣고, 느끼고 함께 노래하며, 

즐기는 동반자 （Home 
Entertainment）

• 신세대 개성 표현과 경제성 （Home 
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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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개발전략

3E» EASY CONSTRUCTION
• EASY OPERATION
• EASY PRICE

디자인 개발 전략

• 신세대 디자인

• 탈일본 디자인

• 인테리어성 부각 디자인

조형

• 변화 (Flexible)
• 정리 (Adjustable)
• 기하학적 면비례(Geometric)

• 가존조합형 AV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사용 구입상의 분석

•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한 신세대 시장 공략의 

철저한 연구의 Ne어ds 발굴

• Hit 상품을 만들기 위한 조직적

〈도표10〉 대응및운영

• 디자인 차별화와 사용자 위주의 

User Friendly 요소 개발

• 신세대 New Wave Fashion 
q수 적용

• 팀 빌弱 유연조직 구성으로 

현장 밀착 디자인 개발

〈도표 11〉

VISUAL 부

■ 모니터 TV
25" FST

■ 하이파이 VCR
• 고화질 6 헤드 하이파이

• 간편예약 C 코드

• 순간작동 방식

• 화질 자동조절

• 오토 헤드 클리너

•음성다중

• 수퍼 HQ
• 녹화속도 자동조절

• 센타로딩방식

• 테이프 잔량 표시

AV 시스템

AU이0 부

■ 하이파이 오디오

• 시 기능 구현의 AV 콘트롤러 내장

• 100W 고출력

• 초중저음 재생 UBB
• 중앙집중식 기능표시 형광 Display
• 전자식 NR팩 이퀄라이저

• PLL 전자식 튜너

• 더블 프로직 오토리버스 Deck
♦ 마이크믹싱, 에코의 노래방 기능

■ 통합 AV 리모콘

• 작동확인 LCD 부착

•인공지능(시) 콘트롤

• 마우스바에 의한 다양한 

OSD 기능 콘트롤

• KEY 배열의 합리화를 

통한 간편 조작 

실현

• 무드램프 콘트롤

■ CDEG 플레이어

•256 색상 구현의 

CDEG 재생

• MUSIC 캘린더 

Display

■ 스피커

•방자형 TOWER
• 3웨이 시스템

■ 장식장

• 캠코드, 게임기 등 외부기기의 

전면연결 유니터 적용

• 고광택 특수코팅 비닐 Sheet

■ 무드램프

사진 3) 대화형

网는치옴부터 阳로印니여 현다.

비로소 오디오이 비디오어 왼벽한 커유屮眦

〈사진 4) AVEST 광고

신W금정■즈

연갑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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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올 ■ 

스칸디나비아 

고I 픽 
포스터전

편집실

Tl 난 '69년에 '보다 새롭고 
人I 실험적인 창작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디자인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표 아래 창립된 

한국현대디자인실험작가협회는 제 45 회 

회원전과 함께「서울-스칸디나비아 

그래픽 포스터 교류전」을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산업 디자인포장개 발원에서 개최했다.

그간 동협회는 44여회의 회원전을 

통해 시각디자인이 갖는 다양성과 

상징성, 광역성, 시대성, 이해성을 

살피고 시각언어로서 날카롭고 

생생하게 현대를 표현하는 예술적 

기량과 개성적이며 창의적인 

조형감각을 익혔으며, 50여회의 

대외교류전을 가지면서 국제간 • 

국가간의 정보적 •커뮤니케이션적인 

이해의 증진, 자기성찰을 통한 미래의 

발전적 방향을 예측하는 훌륭한 

관찰자로서의 역할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89년에는 협회 창립 20 
주년을 맞아 '새로운 디자인 형상과 

의미의 접근'을 통해 정신문화의 등 

풍요와 행복을 위한다'라는 제 2기를

선언한 바도 있다.

이번 회원전의 주제는「가족」이다. 

'94년은 유엔 제정

〈세계 가족의 해〉로 

가족이란 작게는 한 가징의 

단위에서부터 이웃과 사회와 국가 

그리고 크게는 지구촌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이번 전시회에는 회원들과 함께 

노르웨이 • 덴마크 - 스웨덴 • 아이슬랜드 

• 핀란드 5개국에서 59명의 

디자이너가 작품을 보내와 평소에 보기 

어려운 스칸디나비아 지역의 문화와 

디자인을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스칸디나비아 디자인과 

포스터가 전부 동일한 것은 아니다. 

덴마크는 최고의 리도그래픽적 전통에 

즐거움과 전설적인 모티브로 가득 찬 

모습, 스웨덴은 엄걱한 디자인에 

깨끗한 타이포그래픽 •중립적인 표현, 

핀란드는 예술적인 힘과 정보의 

필요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포스터 교류가 앞으로 디자인 

전분야에 걸쳐 실제적인 교류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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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힌대다자언 설횜작가目회
(The Korean Society for Experimentation in Contemporary Design)

박인성 작

김 상원 작

한창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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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어寵드 (Iceland)

Hard" Krakkar Med Hausinn i Lagishell 작 Retki Megin vid Sfrikid Med Sfraetolandsbankislands 작

Of lug fjarmalalijonusta

tyrif husfelog og

oil iinnur feliig

FMaga이60ur er sannk히lud 

driffjodur felaganna. Fadu 

baekling og kynntu 

fjolbreytta kosti bionustunnar.

Gjaldkerar "laga. trekkid 

upp gangverk IMagsins og 

drifid fj打m館in i Felagasjod.

bjonustufulltruar Lands- 

bankans veita allar nanari 

upplysingar.

Landsbanki 
Islands Bankiallra tendsmann* F^lagasjodur - Landsbanki Islands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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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마코 (Denmark)

Ole Syndergaard 작 Ole Ryv Christensen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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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Finland)

Mar)허la Ilkonen-Tomaszewski 작 Martti Mykkanen 작

Erik Bruun 작 Erikki Runhinen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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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W 빈《Sweden)

UA/E 任 5厶£&

飽肺삑

Anders Lindholm 작 Bo Lundberg 작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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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as Un애ell 작Lenn허 Charlie Norman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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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이 (NorwW

Lasse Bemtzen 작

CHAM 이。NNATS 
D U MONDE 
DE CYC 니 SME
1 7. • 2 9. AOUT 1993

Deville Design Group 작

Leif Anisdalil 작 Bulldog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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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픔디자인 
전문회사의 
조명 디자인

편집실

텐덤 디자인 어소시에이트 텐덤 디자인 어소시에이트

-동명전기- -동명전기-

프론트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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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프리즘 한국 프리즘

한국 프리즘

프론트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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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난 7월 8일에서 12일까지 
人| KOEX에서 개최된 

서울국제조명 전시회에 제품디자인 

전문회사 3개사（텐덤디자인 

어소시에이트, （주）프론트 디자인, 

（주）한국프리즘）가 참여했다.

어쩌면 소홀할 수도 있고 

인테리어에 있어 작은 부분이라 여겨질 

수도 있는 조명은 우리 생활과 환경의 

질 향상에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조명산업은 기술과 디자인 

개발의 낙후와 영세업체간의 가격을 

통한 시장과다경쟁으로 그 질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디자인의 경우, 고유 디자인이 

전무하고 외국 것을 그대로 베끼거나 

일부 수정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모방한 제품이 시장에서 성공하면 

이것을 다시 모방하는 제 2 •제 3의 

회사가 판치는 실정이다.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건축에도 

신경향이 선보이고 있다. 대형건물이나 

주거공간 모두가 크게 발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테리어에도 새로운 경향이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건축과 신경향^ 맞는 조명기구는 아직 

개발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수입조명기구가 날로 증가되는 상황에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 조명산업이 

낙후되고 디자인 수준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는 기업의 영세성과 

기업인의 마인드이다. 영세한 규모에 

디자인을 개발해도 안팔리고 채산성이 

없을 것이라 지레 생각하는 

기업가들의 잘못된 생각 때문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시장조건으로, 비싼 

것을 판매할 만한 시장이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명 전시회에 

제품 디자인 전문회사가 참여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조명 

디자인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계기로, 조명 관련업계나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텐덤 디자인 어소시에이트는 

동명전기에 디자인해 준 4개 제품과 

자체 디자인 제품인 3개 제품을 

선보였다. “조명은 하이테크가 아닌 

로우테크가 필요한 것으로, 디자인에 

따라 고부가 가치가 가능하다”고 하는 

권영성 사장은 조명기구는 

디자인하기에도 재미있는 

아이템이라고 말한다.

작년 여름 25년 역사의 중견 

조명업체인 동명전기와 제품 개발과 

자문에 대한 계약을 맺은 텐덤디자인은 

그간 계속 자문을 해오면서 제품개발에 

나서 종류의 Spot Light를디자인해 

주었으며 현재는 금형제작단계에 들어가 

있다. 이번 제품들은 디자인뿐 아니라 

사용상의 기능성을 중시해 여러 개를 

함께 연결하거나, 각도나 높이 조절을 

가능하게 했고, 다용도로 쓰이도록 

하는 등 많은 배려를 했다.

이번 조명전시회에 그간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인식했다 

해도 누구에게 또한 어디에 맡겨야 

할지 몰랐던 조명기기 업체들에게 

제품디자인 전문회사를 홍보할 기회를 

갖고자 참여한 텐덤디자인은 그밖의 

자체 디자인 조명제품으로 업체들과 

계약을 추진중이다.

자신들의 디자인을 실현해 보고자 

PRIX라는 이름의 제품사업부를 만든 

（주）한국프리즘은 이번 전시회에서 

그들의 디자인 제품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모니터하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제품디자인 용역이 아닌 자신들이 

원하는 좋은 디자인으로 자체 브랜드의 

제품을 생산해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이의 생산을 위한 

외부업체와의 접촉시 자연스럽게 

디자인 컨설팅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하는 프리즘은 프릭스 브랜드로 

전기전자제품이 아닌 파워만 연결되면 

작동되는 제품, 디자이너가 참여할 

여지가 많은 제품, 가구 소품 • 조명 등 

인테리어 제품 등을 생산해 제품을 

통해 메시지와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또한 이벤트와 연관되어 기업의 

이미지와 지향하는 바를 전달할 수 

있도록 판촉물을 디자인하려고 한다. 

이렇게 Designers Brand로 제품을 

생산 • 시판하고자 9월쯤 매장을 

개설할 예정이다.

이번에 전시한제품들은 형태적인 

규율은 없으나 성형이나 양산하는 

재료가 아닌 원재를 사용해 재료의 

질감에서도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한정생산을 추구해 

질적인 상승을 꾀했다. 비례와 느낌 

그리고 질감을 중시한 이번 

조명디자인은 전시회장에서 많은 

소비자의 관심과 문의를 받았고, 

백화점 입점 계획도수립되었다.

이제까지 자신들이 디자인한 제품을 

보여주고자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주）프론트 디자인은 가구와 조명으로 

세계시장에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조명으로 시작하여 내년에는 

밀라노 Euroluce 에 참가하려고 한다.

조명의 경우, 국내시장에서 한 

아이템이 많이 판매되어야 만 개 

정도로, 국내시장에서 서로 경쟁하는 

것에서 벗어나 세계 시장에서 즉각적인 

반응이 아니라도 2〜3년에 걸쳐 

호응을 얻으려고 한다.

하이테크와 하이터치의 결합을 

추구하고, 한국의 조명적 특성과 

장점을 어떻게 표현해낼까에 주안을 둔 

프론트 디자인은 일찌기 프론트 

디자인으로 상표 등록을 해놓았으며, 

제품의 기술특허와 의장등록만 해놓고, 

판권이나 제조권을 타업체에 

제공하려고 한다.

많은 사람과 장치가 동원되는 서양의 

오페라와 우리의 판소리는 구성이나 

장치에서 서로 확연히 다르다고 말하는 

구성회 사장은 고수와 소리꾼만이 함께 

하는 판소리와 같은 것이 바로 한국적 

특성이라고 하면서 이번에 전시된 

조명의 특징이 바로그것이라고 한다.

이번 전시회에서 제휴 제의나 加N 
사용에 대한 상담이 여럿 있었으나, 

프론트 디자인측은 디자인 전체의 

제공을 원하며, 국제화 시대 속에서 

우리 것을 찾으려는 노력을 

계속하려고 한다.

각각의 회사가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이유는 다르지만, 이번 참가로 제품 

디자인 전문회사에 대한 홍보효과가 

컸고, 조명업체나 소비자들의 

조명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인식제고에 

기여했으며,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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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시증기

제 29회 
산미 공모전

■시각 부문一

강찬규 丿 3M 포스터

1 Q 45년에 창립된

। 4 대한산업미술가협회는 올해도 

제 45회 회원전과 함께 제 29회 

전국공모전을 개최했다. 한해도 거르지 

않고 전시회를 개최해 한국 

산업디자인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온 

산미 협회는 시각디자이너협회와 

공예가회의 서로 다른 성격의 

연합체로서 국내전 •국제전 •순회전을 

통해 상호 발전을 모색해 왔고, 제 13회 

한 •일 디자인 •공예 교류전을 11 월 

17일부터 일주일간 일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산미 전국공모전에서 

시각부문에서는 올해 처음 

영상디자인이 신설되었고, 공예 부문은 

부 창작공예, 2부 생활 및 산업공예로 

분류 •확대했다.

시각디자인 부문의 작품 경향은 

예년과 비슷하다는 평이었으며, 

총乃8점이 출품되었고 우수한 작품이 

많아 대상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처음 실시된 영상디자인 

부문에는 기점만이 출품되었지만 

앞으로 활발해지리라 기대된다. 특히 

이번 공모전에 많이 출품된 공익광고 

포스터 경우 판넬 2개의 시리즈 중 

2점이 모두 전시될 경우 수준이 

떨어지거나 1점만으로 이미지 전달이 

충분할 경우 1점을 떨어뜨리기도 했다.

공예부문에서 2부는 다시 도자 • 목칠 

• 금속 • 초자 • 섬유공예로 

나뉘어졌으며, 총 출품작 522점 중 

2부에는 166점이 출품되었다.

산미 시각부문 대상은 '3M 
포스터'의 강찬균씨가, 공예부문 

대상은 '단청의 이미지'의 이혜선씨가 

수상했으며, 전시회는

7월 15일부터 20일까지

산업 디자인포장 개발원에서 

개최되었다.

본지에서는 산미 공모전 중 

시각부문 수상작을 게재하는 지면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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開放壓力

나라사랑모임 나라사랑모임

금상_________

최상영 • 최영희 / 공익광고 포스터

으브으흐典랜그르으스흐흐 
김연균 • 윤두철/ 한국방문의 해 캘린더—

윤성숙 / 유회를 위한 칙%/ 펀집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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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상________________

윤우중 •임헌세/포장디자인

동상

허식 •고병일/백양기업 디자인

1994 한국방문의 해흘

위한 翻회 홍보용 CALENDAR DESIGN

흐흐_________
이윤 • 박소 현 / 캘린더 디자인

承

햇벼이 있어 기븝니다.

환경 처

동상
김성수 •조명수 / 환경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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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증기

재〔회

국재조밍 （주） 
대하생 

조닝디자인

공모전

미상

김 영 효 （홍익대 공업디자인과 4학년）

• 인테리어 무드 라이트

• 자연에서 제공하는 과일의 갖가지 풍성함과 그 

싱그러운 색상을 이용하여 빛과의 만남을 유도

• 인공 조명에 생명의 의미를 부여하여 생활문화의 향상 

유도

금상

고 미 향 （한국과학기술원 산업디자인과 연구생）

• 형상기억합금이 특정한 온도에 따라 각각의 형태를 

기억하고 있는 성질을 이용해서 주변의 온도에 

의하여 시시각각 형태가 변화하고, 그에 따라서 

그림자도 미묘하게 변화

• 빛을 통하여 조명과 그것을 둘러싼 환경 즉, 자연의 

변화에 민감하게 느끼고 반응하는 센서와 같은 

존재의 조명

은상

임 재 영 （홍익대 공업디자인과 3학년） •

김 명 식 （홍익대 공업디자인과 2학년）

• 실내라는 한정된 공간의 식물들을 위한 조명과 

쇼윈도우 디스플레이를 위한 조명으로 빛의 

분광현상인 무지개를 프리즘을 이용하여 인공적으로 

표현

• 프리즘의 사용각도에 따라서 스포트라이트와 무지개 

조명의 기능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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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상

배 병 진 （대구대 산업디자인과 3학년）

• 자연에서 기본적인 형태를 추출하여 현대적인 이미지로 간결하게 재창조

은상

김 민 균 （이화여대 장식미술학과 4학년）

• 활의 곡선을 조명에 응용하여 도구로 쓰여져 왔던 

활을 예술의 대상으로 전환

• Wire를 활모양으로 굽어져 있는 Board 의 양끝에 

매고 그 사이에 할로겐 램프를 장치, 상하로 움직임

裳상

노 준 회 （서울산업대 공업디자인과 4학년）

노 회 연 （서울산업대 공업디자인과 4학년）

• 정적인 요소로 여겨져 왔던 빛에 소리'라는 동적인 

요소를 부여하여 빛을 생명체로 재창조

동扌

오 정 일 （홍익대 공업디자인과 2학년）

• 재활용 알루미늄 캔을 이용하여 다양한 예술적 ； 상품적 

가치 창조의 방안 모색

• 재활용 가능성 제시

이 승 은 （이화여대 장식미술학과 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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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의 흐름을 빛의 흐름으로 바꾸고 흑경에 비치는 

빛을 반짝이며 부서지는 물방울로 표현, 작은 계곡을 

연상시킴

시. 업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처음으로 

조명디자인 공모전이 국제조명（주） 

주최,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 

한국실내디자인학회 • 

한국인더스트리 얼디자이너 협회 （KSID）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후원으로 

개최되었다.

조명은 우리 인간의 생활과 

밀접하고 필수불가결한 것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규모면에 

있어서나 디자인 수준에 있어서나 

조명산업이 낙후되어 있다. 

영세업체간의 가격과다 경쟁 • 낮은 

소비자 수준 • 디자인의 모방 등 

우리나라의 조명산업이 헤쳐나가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 조명업체가 젊은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작품을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고 조명문화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개최한 이번 

공모전에서는 '빛과 환경 '을 주제로, 

신소재를 통한 에너지 보전과 눈의 

건강을 배려할 수 있는 조명기구 

디자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조명 및 

인테리어 조명기구 디자인 그리고 빛을 

통해 인간환경의 질을 높이는 빛의 

응용방법의 제안을 공모했다.

공모전 첫회임에도 불구하고 총 681 
점의 많은 작품이 응모하였다. 그리고 

1 차 심사에 합격한 작품에는 제작비가 

지원되었으며, 대상 1점, 금상 1점, 

은상 2점, 동상 3점, 장려상 3점, 입선 

12점이 선정되었다.

상금 300만원이 수여된 대상에는 

홍익대학교 공업디자인과 4학년 

김영효씨가 디자인한 자연이 제공하는 

과일의 갖가지 풍성함과 싱그러운 

색상을 바탕으로 한 인테리어 

무드램프가 선정되었다.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다.

민 철홍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산업디자인과 교수）,

안 종문 （한국인더스트리얼디자이너 

협회 회장）,

박 한유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산^ 디자인지도개발본부장）, 

최 대석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공업디자인과 교수）,

지 철근 （한국 조명 • 전기설비학회 

회장）,

권 영걸 （이화여대 미술대학 

장식미술학과 교수）

변화하는 세계 조명문화의 조류에 

부응하기 위하여 후진을 양성하고, 

조명에 대한 인식 제고와 조명을 통한 

환경개선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된 이번 

공모전은 앞으로 격년제로 계속될 

예정인데, 규모면에서나 디자인 

수준면에서 더욱 발전되어 새로운 

조명문화 창출에 일익을 담당하게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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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자언 E치 I

A lawyer was defending a man accused of 
house-breaking, and said the court:

uYour Honor, I submit that my client did not break 
into the house at all. He found the parlor window open 
and merely inserted his right arm and removed a few 
trifling articles. Now, my clienfs arm is not himself, and I 
fail to see how you can punish the whole individual for an 
offense committed by only one of his limbs.”

“The argument is very well put.” replied the judge. 
uFollowing it logically, I sentence the defendant's arm to 
one year's imprisonment. He can accompany it or not, as 
he chooses.M

The defendant smiled, and with his lawyer's assistance 
unscrewed his cork arm, and leaving it in the dock, 
walked out.

accused of ： 〜 로 기소된. house-breaking ： 가택 침 입.

Your Honor：판사, 시장 등에 대한 경칭. submit：의견을 말하다. 

a few trifling articles：몇 가지 보잘 것 없는 물건들.

unscrew ： 나사(screw)를 끄르다. imprisonment ： 감금, 금고형.

logically：논리적으로. dock：(형사재판소의) 피고석.

身 가택침입으로 걸려든 피의자의 변호인,『재판장, 피고는 전혀 그 

집에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그집 창문이 열려 있기에 오른 

팔을 들이밀어 대수롭지 않은 물건 몇 점을 집어냈을 뿐입니다. 

피고의 팔 한쪽을 그의 온몸과 같은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는 

것인즉, 사지 가운데 어느 하나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한 개인의 

전신을 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 판사는『거 참 그럴싸한 이론입니다. 그 이론에 따라 본 

판사는 피고의 팔에 징역 1 년을 선고합니다. 피고가 그 팔을 따라 

형무소로 가건 말건 그건 그의 자유입니다』

피고는 만면에 희색을 띠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코르크로 된 

의수（義手）를 끌러 놓고는 법정으로부터 나갔다.

Loaded with milk

While swimming in the nude at a deserted California 
beach, the young chap sustained a painful sunburn over 
his entire body, and later that night, while in bed with his 
date, he found the agony almost unbearable. Stepping into 
the kitchen, he poured a tall glass of cold milk and 
submerged the object of his greatest discomfort.

“My God!^^ the girl gasped, watching him from the 
doorway. Tve always wondered how men load that 血ng!”

deserted：사람이 살지 않는, 인기척이 드문.

sustain：（손해 따위를） 입다.

sunburn：볕에 탐. 

agony：심한 고통. 

unbearable：견딜 수 없는. 

submerge: 물 속에 담그다. 

object of discomfort：불편한 곳. 

gasp：헐떡거리다, （놀람 따위로） 숨이 막히다. 

load：（탄알 따위를） 재다, 잔뜩 틀어넣다.

身 인기척이 드문 캘리포니아의 해변에서 벌거벗고 수영을 한 청년, 

전신이 타서 따끔따끔해졌는데, 그날밤 데이트 상대와 잠자리에 

들었을 때에는 견딜 수 없는 통증을 느꼈다.

그래서 부엌으로 쫓아 나와 큼직한 글라스에 찬 우유를 따라 

놓고 그 속에 그의 온몸 중에서 가장 통증이 심한 부분을 담가 놓고 

있는데 문가에서 이를 목격한 아가씨, 숨이 막힐 것만 같은 

목소리로 놀라움을 터뜨렸다.

『저런 ! 남자들이 어떻게 해서 그걸 장만해 가지고 다니는지 늘 

궁금하더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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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시증거

Design 
Innovation 

，93

i 프 0니曲

회전도와 경사도를 톱니바퀴 고정대로 정확히 조절, 고정할 

수 있다. 또 한번 조절한 것을 취소할 수도 있다. 램프갓은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이며, 흰색과 검정색 • 은색이 있다. 

디 자인 : Knud Holscher
제작: Erco Leuchten GmbH, Ludenscheid

노르트라인 一베스트팔렌의 디자인 센터가 매년 

개최하는 Design Innovation전에는 시장에 

나온 지 2년 미만의 제품들이 제출된다. 각국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엄격한 

선정기준에 입각하여 특이한 디자인이나 혹은 

사용자와 환경에 우호적인 디자인을 선정하여 

적색 점(Red dot)을 수여한다. 이 적색 점은 

독일 내에서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디자이너, 

기업체 및 유통과정에서 인정받고 있으며, 

따라서 제품의 마케팅에도 매우 도움이 된다.

올해 공모전에 참가한 제품 수는 1,000여개에 

달했는데, 이 중 164개는 “g。。(『으로, 19개는 

“very good”으로 적색 점을 받았다. 컴퓨터 / 

통신 분야에서는 “very good”으로 2개 작품이 

특별상을 받았으며, 장애인을 위한 보조시설 

부분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2개 제품이 특별상을 

받았다.

수상 결과는 카탈로그로 제작, 보도되며 7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 다음과 같은 분야로 

나뉘어 특별 전시되었다.

- 주거 및 침실

- 부엌 목욕실 등 가사

- 레저, 취미, 스포츠

一미디어, 건강 

一사무실, 관리 

-생산, 산업 

-운송, 교통 

一미디어, 통신 및 오락용 전자제품 

一장애인을 위한 보조시설

깃■저日 가M운 ■너지 禍엉 0프 'Ugh배e'

플라스틱 이중 갓은 교환 가능한 4개의 금속 색깔로 되어 

있다. 천정 배선과 연결하거나 플러그에 꽂을 수 있다.

디 자인 : Philippe Starck
제 작 : Flos spa, Bovezzo (Bs)/이태리

신■장，어동，워한 의료응 3■차

자진기 99 'WnMX

특별한 환기소통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13개의 바깥 

환기구멍은 내부의 넓혀진 환기 케이블로 연결, 머리 주위의 

환기를 도와준다. 또 충격완충재는 벤츄레이션 효과를 보강해 

준다.

SNELL4 ANSI의 검사를 받았으며, 6가지 크기가 있다.

디자인 ： Giro Sport Design Inc., Santa Cruz/USA 
판매 : Trisport Sportartikel Gro^handel GmbH, 

Dortmund

8세부터 14세까지의 신체장애 아동을 위한 것으로, 따로 

마련된 통로에서 아동 혼자서 움직일 수 있다.

불안정한 신체는 특별한 보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목재 3 
륜차 위에 엎드려 배를 가볍게 든 자세로 엉덩이를 구부리고 

무릎과 팔목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양 다리 

사이에 보조대는 추가로 안정성을 높여준다. 팔을 

움직임으로써 몸체의 근육이 강화된다. 바퀴는 어린이의 

손가락이나 팔이 저리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디자인 + 제작: Dominic Blatter, 이ten/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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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조「응 자E 의자 'AconW

자판이 2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자판의 위치가 30 
도까지 벌어진다. 이런 방식의 설계로 두 손과 팔은 늘 

일직선을 이루게 된다. 자판의 높낮이 및 경사의 조절은 

개인적인 작업환경의 조절이 가능하다. 매킨토시 호환성. 

제작 : Apple Computer GmbH, Ismaning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의 둥근 홈통이 특징으로, 의자의 몸체는 

리싸이클링이 가능한 플라스틱 소재 Nyrim 1000으로 

만들어졌다. Aconda는 쌓아서 보관할 수 있으며, 작은 

책상과 열번호를 매겨 옆으로 나란히 늘어놓을 수도 있다. 

강당이나 홀에 적당하다.

디자인 ： delta design, Henner Werner 
저j 작 : ArtCollection, Dreipunkt GmbH, Donzdorf

彳상，프 Mb。，

원추형의 기하학적 형태에서 개발한 명확한 윤곽을 가진 이 

탁상램프는 젖빛 유리의 램프갓, 검은색 금속받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간 스위치가 있다. 높이 : 225.275 mm,
직경 : 195.240 mm.

제작 : Peill & Putzler Glashiittenwerke GmbH, 
Diiren

사무서 가구 시” 'Solution-

원추형 마감 시스템은 Solution의 기본이다. 이로써 공구 

없이 조립이 가능하다. 전선케이블을 위한 접속점이 있으며, 

탁상다리는 작업대의 금속 테두리에 연결된다.

디 자인 : d6sza-farkas design team
제작: Lista Degersheim AG, Degersheim/ 스위스 

조目 시스胃 'Quadropolis'

2가지 길이의 강철 파이프와 1가지 시스템의 알루미늄 고 

이 3개의 베이스만으로 층계참, 집, 원두막과 탑의 4가지 

기본형을 만드는 조립 시스템, 이 골격에 적합한 부품을 

연결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놀이기구를 만들 수 있다. 

디자인 ： Jiri Kastak-Duras
세작: Berliner Seilfabrik H Pfeifer & Co., Ber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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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잔의 르II상스

전세계의 으F 50명의 디자이너들이 이 장식에 참가했다. 

이제까지 80,000개의 판매실적을 보인 성공적인 마케팅 

구상이다.

제작 : Marsberger Glaswerke Ritzenhoff GmbH, 
Marsberg

디자인 : Tassilo Von Grolmann
Alessandro Mendini
Shigeru Uchida 
Sieger Designn

Coop Himmelblauolf Heide 
Meire & Merie 
Mich Graves 
Paolo Portoghesi

Michael Graves
Massimo Losa Ghini
Aldo Cibic
David Palterer
Volker Albus

Trix & Robert Haussmann
Andrea Branzi
Clare Brass
Toshiyuki Kita
Paolo Portoghesi

Jasper Morrison

口거농의 기인응 BS 릉신기 乍。440'

전화, 팩스, 전자 우편과 PC 를 하나로 묶어 주었다. 미국 AT 
&T사와 E0사가 공동개발한 이 컴퓨터는

E-mail(전자우편)과 팩스를 주고 받기 위한 이동전화와 

모뎀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표준카드를 삽입해 기능을 

확장할 수 있다.

디자인 ： frogdesign Inc., Menlo Park (CA)/USA

Jfl 딘디 7허 d

'망원경' 효과를 강조하며 파이프와 트랩을 숨긴다. 세면대 

아래 장치된 장식용 받침대. 대조적인 색채를 사용하거나 

다른 세면용 가구 콜렉션과 톤을 맞춘다.

디자인 : frogdesign, Altensteig 
저j 작: Villeroy & Boch AG, Mettl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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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osystem AV 9000'

오디오와 비디오 통합시스템으로 5개의 스피커로 공간을 

채우는 서라운드 사운드이다. N 모니터, 비디오 레코더, 

돌비 서라운드 데코더(Decoder), 프로로직(Pro-Logic), 
CD플레이어, 카세트 데크, FM/ AM 라디오가 한 개의 종합 

적외선 리모트 컨트롤러로 작동한다.

디 자인 : David Lewis
저i 작 : Bang & Olufsen Deutschland GmbH, 

Gilching b. Munchen

유3식 耶거 브M어코 'HS 77’

경주용 자전거에 적합한 아메리칸 스타일見 2개의 손잡이 중 

어느 것이나 한 개의 브레이크를 작동시킬 수 있다. HS 77은 

앞부분이 360g, 뒷부분의 전체 브레이크가 365g으로 대단히 

가볍다. 정밀한 등속 맞물림 전동장치와 스프링이 내부에 

들어 있어 손질이 간편하다.

제작 : Magura, Gustav Magenwirth GmbH & Co, 
Bad Urach

주사언는 주업기 시” 'Bi어ect허 2000'

의약액을 co?를 통해 환자의 피부 아래로 주입한다. 이는 

주사기의 고통을 없애주고 감염의 위험을 줄여준다. 작고 

간편하며 청소가 쉽고 병원에 적합하다.

디자인+제작: Ziba Design, 
Portland (Oregon) / USA

진화웅 □지It 자통옹달기 서337'

개인과 사무실을 위한 것으로, 크기를 극소화한 수직형이다• 

주요 기능은 위에, 2차적 기능은 옆에 있으며 디스플레이와 

스피커는 앞면에 있다. 면적을 적게 차지한다， 

디자인 : frogdesign Inc., Menlo Park(CA)/USA

무，보조디 <Ulfratech,

운동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여주는 무릎 보조대는 의료기구로 

인정받고 있다. 가볍고 탄력적이며 개개인에 따라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다. 열플라스틱으로 본따 만들어 임시로 쓸 수도 

있다. 카본 섬유로 된 33mm의 틀로 이루어져 있으며 

관절구조이다.

디자인 : frodesign, Altensteig
제작: Biedermann Motech GmbH, Schwenni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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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는 good DESIGN"

한 도 룡 홍익대학교 공업디자인학과 교수

• 서i대학교 미술대학 졸업

• 서울올림픽 정책 • 색채 • 건축 • 문화행사 •시설 •횐 

디자인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

• 대전 엑스포 회장 조정위원 및 전시연출 전문위원

• 건설부 신도시 건설 자문위원

• （주）인타디자인 대표

과거와 현재를 돌아볼 때 그 시대 그 

장소에서 사용하는 소비자의 연령과 

문화적 배경, 생활습관 및 

인간행태（人間行態）를 대상으로 수 

많은 Design 제품이 상품화되었다. 

고래（古來）로 오늘날까지도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이 있는가 하면, 한순간 

반짝 빛났다가 돌연히 사라지는 상품 

또한 적지 않았을 것이다. 반면에 

우리의 생활환경 깊은 곳에 자리잡아 

소비자에게 필요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는 상품임에도 늘 사용하고 인간과 

가깝게 인접해 있는 제품이므로 그 

중요성이 인식되어지지 않는 상품도 

있다.

'디자인（Design）'이란 단어를 

정의한다면 인간생활의 목적에 따라서 

실용성 및 미적 조형을 계획하여 용도, 

기능, 재료 및 경비와 조형미 등의 

조건을 수반하여 시행되어지는 

작업이라 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바늘에서 로켓까지 우리가 생활하는 

전반의 영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굿 디자인（Good Design）'이란 

용어는 1950년 뉴욕의 

근대미술관에서 개최된〈굿 

디자인전（展）〉을 계기로 정착하게 

되었는데, 디자인은 조형활동이긴 

하지만, 회화（繪畫）나 조각（彫刻）과 

같은 미술과 달리 실용성이 있어야 

하므로 합목적성（合目的性）, 

심미성（審美性）, 독창성, 경제성의 

객관적인 필요조건을 수반할 때 비로소 

굿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들이 생활을 영위하면서 수 많은 

굿 디자인을 접하며 살고 있지만, 실제 

그 제품이 좋은 디자인이라고 깨닫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그 이유는 굿 

디자인이 그만큼 엄격히 선별되어 

상품화된 것이므로, 불편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제품 왜 

이래 ?”, “어 벌써 고장이 났잖아!”라는 

제품만이 머리 속에 인지될 뿐이다. 

그러므로 굿 디자인 제품은 우리가 

지구상에 공존하면서 자연（自然）, 즉 

태양, 나무, 물 등의 혜택을 받고 있고, 

특히 공기는 인간에게 있어서뿐만 

아니라 자연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우리가 공기가 없다고 가정할 

때 서로간의 대화도 불가능하며, 

지구상의 모든 생물 또한 존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공기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처럼 

묵묵히 침묵을 지키며 맥을 이어 오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본다.

요근래 언제부터 우리의 사고에 

침투한 사고방식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외래 상품”이나 “값비싼 상품” 등이 

굿 디자인으로 고정관념화되어 있지 

않은가 의심이 간다. 일본 상품이 

있는데 상당히 괜찮다던데”, “어 -그 

제품 굉장히 비싼 상품이야”라는 말에 

실제로 사용해 보지도 않고 그 제품을 

굿 디자인으로 단정짓는 행위는 결코 

바람직한 사고가 아닐 것이다. 예를 

들어 많은 디자이너들이 굿 디자인이 

르 코르뷔제의 의자라든가 포르쉐의 

자동차같은 명품（名品）을 일컫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저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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戸자。u

굳이 부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포르쉐의 자동차가 현 한국 도로 

사정에 있어서 결코 적합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부（一部）의 

부유층만이 선호할 수 있을 만큼 

고가인데, 굿 디자인의 앞에 서술한 

조건사항에 있어서 과연 얼마만큼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대중은 좋은 디자인 제품을 사용할 

권리가 있고, 디자이너 （Designer）는 

제품양산（製品量產）에 있어서 

합목적성, 심미성. 독창성 및 경제성, 

즉 적절한 가격 산정을 하여 대중이 

널리 굿 디자인 제품을 애용할 수 

있게끔까지도 배려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볼 때 

과연 르 코르뷔제의 의자는 백점 

만점에서 몇 점이나 받을 수 

있을런지는 이 글을 읽는 분들의 

사고에 있을 것이고, 누구도 그 사고를 

부인할 수 없다. 물론 각 나라의 

생활문화 및 경제력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의견차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적을 불문하고 널리 

애용되고 있으며, 홉사 공기와도 같이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상품은 다양하다• 늘상 생활 속에서 

접하고 있는 연필이나 볼펜과 같은 

필기구 하나하나에도 사용자의 욕구에 

의한 기능 및 용도에 따른 디자인이 

가미되어 있으며, 이러한 필기용품을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소비자의 취향（趣向）에 맞추어

재질（才質）로 '필기구통'이 만들어져 

있다. 우리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고 또한 애용하고 있는 

'가방（Bag）'은 위에 서술한 필기구통 

및 기타 서류와 도서 등 여러 물건을 

적절히 넣어 들고 다니기에 간편하게 

만든 도구로서 잡다한 소품들을 

포용（包容）하여 감싸주는 역할과 

사용하는 소비자의 체형（體型） 및 

강도에 맞추어 물건을 담아 이동함에 

있어 용도에 따라 인체의 어느 

부위에도 편리하고 간편하게 부착시킬 

수 있는 약방의 감초（甘草）와도 같은 

제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기술의 발달로 그다지 

널리 사용되고 있지는 않으나, 

무연탄을 주 원료로 하여 다른 

탄화물을 분쇄（分碎）, 배합하거나 

점결제（粘結濟）를 혼합해서 성형, 

건조시킨 원통형 고체연료인 

'연탄（煉炭）'의 경우도상품으로서 

갖추어야 될 요소들을 완벽히 갖추고 

있는 제품으로서 특히 상층부는 

디자이너의 세심한 배려가 고려되어 

점화가 용이하게 디자인되었다. 흡사 

굿 디자인이 갖추어야 할 

제요소（諸要素）들을 앞에서 서술한 

가방이나 연탄이 비교적 소비자의 

선호도 및 기호도에 부응하여 완벽히 

갖추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빼거나 

기능상의 문제가 보이지 않는 완벽함을 

갖추고 있다.

디자인이 인간을 유익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유도하기 위해 탄생된 학문임에 

준하여 생각해 볼 때, 디자이너의 

의무와 앞으로의 과제는 실로 막중하다 

아니할 수 없다. 이 시대에 있어서의 굿 

디자인이 미래에도 굿 디자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시대의 변천과 기술의 

가속적 발전으로 인간의 행태 및 

심리가 어떠한 방향으로든 변화할 

것이며, 재질에 따른 소재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므로 디자이너로서 자질 

향상을 위한 끊임 없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질적으로 향상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디자이너는 

오늘날 산업 경제적 교역이 증진되고 

국가간의 교류와 협력에 의한 

우호증진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폭넓은 정보교환 및 우리의 

전통성 계승과 국제적 감각이 조화된 

양질의 디자인 개발과 인간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인간성 회복에 따른 

연구를통하여 '가방'의 역할이나 

'연탄'의 기능에 공헌한 디자이너의 

세심한 배려와도 같이 포용하고 

감싸주는 역할과 아주 작은 것에서도 

디자이너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야기된 

문제를 풀어 나가는 전문인으로서의 

역량을 십분 발휘하여 미래를 열어 

나가야 할 것이다.

각양각색의 스타일（Style） 및 더하여 추가시켜야 할 형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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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 다자언 扈치 I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디자인가 법를 이야기

김 연 수 김연수 • 이철수 국제특허법률사무소장 

（주） 테크노리서치 대표이사

한글의

타이프페이스 

보호문제는 외국의 

것에 모방할 것도 없으며 

오히려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마땅히 온 국민이 

부끄러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국 것을 모방하는 

안이한 기업의 체질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문호를 개방하고, 소수의 

창조적 엘리트들을

보호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方

글자꼴（타이프페이스） 은 보호되는가?

Q “신선해씨는 한글의 서체 디자인이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 사용되2 있다는 데 의분을 푸고 

사재를 털어 2녀가의 노력 끝에 보7/ 좋고 

편리한 새로운 서체 디자인 세 가지를 

개발하였다. 0/를 컴퓨터 시스템 회사에 
판매하려고 하자 컴퓨터 시스템 회사는 비싸다고 

망설이며 사기를 주저하였다. 그런데 제3자인 

반만주씨가 신선해씨의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베껴서는 반값에 상기 컴퓨터 회사에 

팔아버렸다.

이에 속상한 신선해씨는 반만주씨를 법적으로 

제소하고 컴퓨터 시스템 회사도 저작권법 침해로 

손해배상을 물리려고 한다. 신선해씨는 보호받을 

수 있을까?”

A 글자꼴은 일명 타이프페이스 

（Typefaces）라고도 하며, 일본에서는 

화문자（花文字）라고도 한다. 그 개념은 

“한 벌의 문자서체 등에 대하여 특이한 

형태의 디자인을 한 것”으로 파악되며 

글자꼴의 국제적인 보호을 위한 조약인 

"타이프페이스의 보호 및 그 국제 기탁에 

관한 비인 협정 （The Vienna Agreement 
for the Protection of Typefaces and 
their International Deposit）”에서는 

“인쇄기술에 의하여 문장을 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도된 일련의 

세트디자인으로 그 형상이 순수하게 

기술적 요구에 기인하는 것을 제외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글자꼴의 개발은 창작자의 

노력과 비용을 필요로 하는 까닭에 특허권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에 대하여 국가가 일정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어 왔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독일, 프랑스 등이 이와 같은 

글자꼴의 보호제도를 두고 있다. 특히 자기 

고유의 언어를 가진 선진국은 거의 모두 이 

제도를 채택하거나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타이프페이스의 보호에 

관한 판례는 없으며, 저작권법으로 이를 

보호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다.

긍정론의 주장 요지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일본과는 달리 

“응용미술작품''을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고, 타이프페이스가 실용성이 있더라도 

저작권법의 상기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 

등록 및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과 문자 

자체가 아닌 서체（書體）에 대한 미술적인 

창작의 문제이므로 여기에 대한 보호는 

당연하고, 타이프페이스를 설사 한두 

개인에게 독점권을 준다고 하여도 

국가경제에 큰 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다.

한편, 부정론의 주장 요지는 

타이프페이스는 실용성을 그 본질로 하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과 사상의 보호를 

기본으로 하는 저작권법에서의 보호는 

부적당하여, 문자에 대하여 독점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만인의 공유로 해야 할 

것에 대해서까지 지나치게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 입법례 등에 따라서는 독창성과 

신규성을 요건으로 들고 있는 데 신규성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고 있다.

필자의 견해로는 부정경쟁방지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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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에

관한 권리 변동사항은 

꼭 등록을 필하는 것이 

양수인에게는 절대적으로 

긴요한 일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方

개정하여 이 문제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한 방법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국가는 국민의 창작물이 

전체 사회와 문화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을 창작하기 위해서 노력한 국민의 

노고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일정한 경제적 

댓가로서의 독점권을 주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하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상 어떤 법률（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의장법 등어凶도 마땅히 

보호할 체계가 없다고 하여 그냥 보호하지 

않고 놔둔다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국가가 

국민에 대해 마땅히 봉사해야 할 서비스를 

소홀히 하는 것이므로 업무태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혹자는 아직은 우리나라가 외국 것을 

많이 모방하는 단계이므로 시기상조라는 

논리를 전개하는 경우도 있으나, 한글의 

타이프페이스 보호문제는 외국의 것에 

모방할 것도 없으며 오히려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마땅히 온 

국민이 부끄러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국 것을 모방하는 안이한 기업의 체질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문호를 개방하고, 

소수의 창조적 엘리트들을 보호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부 저작권과는 

타이프페이스의 등록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법원의 판례도 “디자인 등 

저작물이 실용성을 그 중심 기능으로 하는 

한 저작권으로 보호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보호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 

신선해씨는 스스로의 권익을 지키고 

국가의 입법 의무를 독촉한다는 의미에서 

반만주씨의 부당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제소하여 다투어 볼 실익은 

있다고 본다.

저작물 등록은 왜 하는가 ?

Q “성실한씨는 고구려씨로부터 일러스트레이션

6점을 저작권 양도받아 캘린더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뜻밖에도 경쟁업자인 고약한씨가 二 중 

두 개의 작품을 사용한 캘린더를 먼저 

출하하였다.

이에 성실한씨는 고약한씨에게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침해를 

막으려고 하였더니 고약한씨의 답변은 자신도 

고구려씨로부터 二 두 개의 작품에 대하여

사용허락을 받았다는 것。/었다.

이에 성실한씨는 고구려씨에게 

연락해보았더니 해외 유학을 가서 /녀 후에나 

돌아온다는 답변이 있었다. 당장 연락을 

취해달라고 했더니 여행중이라 연락도 안된다는 

것이었다.
人성?/한 씨는 어떻게 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겠는가？*

A 저작권에 있어서 등록제도는 마치 

부동산에 있어서 등기제도와 같은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는 무방식 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저작권을 창작했다고 해도 

반드시 등록을 해야 보호 받는 것은 

아니다.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잡지나 공공 

기관에서 내는 간행물 등에 자기의 작품이 

게재된다거나 하면 그것이 객관적으로 

자신의 최초 창작일과 창작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된다. 그러나 만약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을 때는 분쟁의 

소지가 생겨날 수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위의 질문 

사례와 같은 경우이다. 우리 저작권법은 

제 52조에서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기타 

일반 승계 제외 ） 나 처분 제한, 질권의 

설정 ・ 이전 • 변경 ♦ 소멸 등의 처분 제한에 

대하여는 등록을 해야만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 （제 3자 대항요건）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사례에 있어서 

성실한씨는 고구려씨로부터 저작권을 양도 

받은 사실을 문화부에 등록해 놓았더라면 

고약한씨의 엉뚱한 대답에 대해 이를 

무시하고 법률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처를 하지 

않은 이상 성실한씨는 고구려씨가 

귀국해서 이 문제를 밝혀주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만약 고구려씨가 부동산 이중매매처럼 

저작물을 두 사람에게 팔았다면 이 때는 

먼저 등록한 사람이 합법적인 저작물 

양수인이 된다. 만약 고약한씨가 

고구려씨로부터도 저작물을 사기로 

계약하고 그 사실을 문화부에 

등록한다면, 오히려 성실한씨는 

고약한씨에게 당할 입장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에서 볼 때 저작재산권에 관한 권리 

변동사항은 꼭 등록을 필하는 것이 

양수인에게는 절대적으로 긴요한 일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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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것 우리 멋

더운 여름, 우리는 시원한 여름 보내기 

에 온갖 지혜를 짜낸다. 시원한 냉수 목 

욕, 얼음 맛사지, 냉장고에서 꺼낸 시원 

한 수박, 반바지에 소매 없는 티셔츠, 시 

원한 계곡 또는 바다로의 피서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다. 거기에 기술발달로 좌 

우로 돌아가며 바람을 날라다 주는 선풍 

기, 그리고 더 발전된 에어컨이 등장해 

더위를 식혀 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선인들은 샤워시설도 없었고, 오늘날 사 

람처럼 마구 벗어 부칠 수도 없었다. 더 

군다나 선풍기나 냉장고, 에어컨은 꿈도 꾸 

지 못했다. 그저 의관을 정제하고 앉아 부 

채를 활짝 펴서 부치며 더위를 이겨냈다.

부채는 사용하기도 효율적이고, 재료가 

경제적이며, 제작이 간단하고, 보관도 용 

이한 신변잡화로 부채의 원형과 살의 방 

향은 바깥쪽으로 바람의 방향을 유도하여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기능을 발휘하도 

록 만들어졌다.

부채는 옛날부터 이조 말기까지 해마 

다 단오날 공조（工曹）에서 부채를 만들 

어 진상하면, 이것을 재상과 시종 그리고 

액정（掖庭:궁중）의 소속에까지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부채는 접는 부채와 방구 

부채로 나눌 수 있는데, 접는 부채에서 

가장 큰 것은 죽폭이 40〜50살이 되는 

백첩（白貼） 또는 칠첩（漆貼）이라 불리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부채를 받은 이는 

금강산 일만이천봉 • 도화（桃花） • 호접 

（胡蝶） ・ 부용（芙蓉） • 백로 등을 그 위에 

그려서 가졌다.

그리고 영 • 호남 지역의 방백이나 절

합죽선 （合竹扇）

대륜선 （大輪扇）

둥글게 펴서 부채의 용도보다 양산의 용도로 쓰인 대형 부채

도사가 그 곳의 특산품으로 부채를 궁중 

에 진상하거나, 친지에게 전하여 여름을 

잘 보내도록 기원하였다.

부채의 종류는 태극선 • 합죽선（合竹扇 

: 부채 양쪽에 댄 두터운 대쪽을 부레풀 

로 서로 맞붙인 부채） • 승두선（僧頭扇 : 

부채의 목 아래 부분이 승려의 머리 모양 

을 닮음） • 일선（ 日扇 :왕실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외출시 햇빛을 가리기 위 

해 들고 다니던 부채） 등 매우 다양하다. 

부채의 색 역시 백 •흑♦적 •청 •자주 ・ 

유록 • 분홍 등 여러 가지이다. 보통 여름 

용 부채는 백 • 흑 두 가지를 사용하지만, 

혼인시는 계절에 관계없이 여러 가지 색 

을 사용한다.

방구부채는 오색이 있고, 모양도 오동 

잎 •연잎. 연꽃 •파초잎 등다양하다. 

남자들은 주로 집안에서만 사용하고, 부 

녀자와 아이들이 많이 부쳤다.

우리 선조들은 부채의 쓰임새에 대해 

여덟 가지로 칭송했다. 첫째 더위를 쫓 

고, 둘째 방석으로 사용하며, 셋째 밥상 

구실도 하고, 넷째 다른 물건을 얹어 나 

르기도 하며, 다섯째 햇볕을 가리고, 여 

섯째 비를 막으며, 일곱째 파리 • 모기를 

쫓고, 여덟째 얼굴을 가리는 차면（遮面） 

구실을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작은 물건 

하나에 그렇게 많은 기능과 의미를 부여 

한 그들의 지혜가 자못 놀랍기만 하다.

정자 위에서 도포에 갓을 쓰고 수염을 

쓰다듬으며 부채를 부치던 우리 선조의 

여유와 멋 그리고 지혜에 고개가 수그려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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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자언 ■스 캐릭터 상품화 사업 활기

디 자인 

동서남북

캐릭터의 상품화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 

다.

국내에서 정치인 YS, 쥬라기 공원의 공룡 

티라노사우루스, 만화영화 알라딘의 주인공 

알리딘 등의 캐릭터 상품들이 잇따라 선보이 

고 있다. 캐릭터화하는 소재도 만화영화 주인 

공에서 실존 정치인에까지 다양해지고 있으 

며, 문구 • 완구• 의류 등 소비재 생산 업체 

들은 캐릭터의 상품화로 불황 타개의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있다.

피플즈가 개혁바람을 타고 치솟는 YS 대 

통령의 인기에 착얀하여 YS 대통령 인형을 

내놓았다. 이 인형은 FRP 수지로 제작하고 

키 17cm, 무게 50g이며, YS 트레이드 마 

크인 03사인을 형상화했다.

이밖에도 YS를 캐릭터화한 상품은 티셔 

츠, 볼펜 등 다양하게 나오고 있으며, 최근 

특허청에 YS 명칭을 상품에 사용코자 하는 

특허출원 신청이 쇄도하여 앞으로 YS 상품 

의 인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영화 쥬라기 공원에 나오는 티라노사우루 

스, 트리캐라톱스 등의 공룡도 플라스틱 및 

봉제완구로 다양하게 제작하여 판매되고 있 

다.

영화 알리딘의 주인공과 원숭이 아부, 마 

법사 등을 캐릭터화한 봉제인형은 월트디즈 

니사의 캐릭터 사용권을 갖고 있는 완구업체 

C & H가 생산하고 있으며, 볼펜류는 나우 

마케팅, 스티커는 원진무역 등이 제작 •시판 

하고 있다.

가전업체, 디자인 현지화 강화

국내 가전업체들이 국제화 전략의 하나로 

디자인 현지화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삼성전자 • 금성사 • 대우전자 등 주요 가전 

회사들은 지역별 해외 디자인센터의 추가 설 

치를 서두르고, 상품별 해외 전문 디자인 용 

역 확대와 함께 서울 본사와 각 지역 디자인 

센터를 연결하는 디자인 글로벌 네트워크 작 

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해외 디자인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한국산 전자제품이 현지 소비자 감각을 

따라가지 못해 결과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 

고, 갈수록 현지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할 가 

능성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해외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이다,

삼성전자는 우선 현재 독일의 프랑크푸르 

트와 일본의 동경, 미국의 뉴욕 등 3개 지역 

에 설치 • 운영중인 해외 디자인 센터의 현지 

디자인 개발을 강화하고, 동남아 지역 등지에 

도 추가로 디자인 센터를 설치키 위한 구체 

적인 사업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세계 각 지 

역별 특성에 맞는 제품개발을 위해 해외 유 

수 전문디자인 회사에 대한 제품별 디자인 

용역도 확대할 방침이다.

국내에서도 디자인 업무의 질적 확대를 꾀 

하기 위해 수원공장 내에 있는 디자인 센터 

를 서울로 이전하고, 국내 대학생들에게 디자 

인 연구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디자인 멤버십 

제도도 도입, 운영키로 방침을 세웠다.

금성사는 현재 운영중인 영국 아일랜드 디 

자인 연구법인에서 현지 전문인력을 확대 채 

용하고, 본사지원을 대폭 강화, 이곳의 제품 

中｝인 개발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또한 미국과 일본지역 두 곳에 디자인 센터 

를 설치키로 했다.

회사측은 향후 6〜7년 내에 유럽, 미국, 

일본, 한국의 국내 디자인종합연구소를 잇는 

해외 디자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방침이다.

대우전자도 동경에 있는 해외 디자인 센터 

의 조직과 기능을 확대하고 일본 디자인협회 

(JIDA)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 

미국, 이탈리아 등 해외 각국의 전문디자인 

업체와 디자인용역 계약을 적극 추진하는 한 

편, 신세대들의 아이디어를 활용하고 우수인 

력을 우선 확보키 위해 디자인 분야에 대해 

서도 인턴제를 확대 • 도입했으며, 내년까지 

디자인 관련 인력과 조직을 정비, 수출용 제 

품만 전담하는 수출팀을 별도로 발족할 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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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업계 그린 컴퓨터 출시

컴퓨터 업체들의 그린 컴퓨터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고 있다.

그린 컴퓨터란 부품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에너지도 절약하는 환경적 차원에서 나온 개 

념으로, 정보기기가 엄청난 양의 전력 소모와 

유해 전자파로 환경과 인체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그린 컴퓨터는 녹색상품으로서 미국을 비 

롯 전세계의 유행이 되어 버렸으며, 유럽의 

전자업체도 녹색상품 개발을 적극 추진중에 

있고, 일본도 이와 유사한 법률을 제정하여 

상품개발에 뛰어든 상황이다.

최근 미국은 뉴욕에서 엘고어 부통령이 참 

석한 가운데 환경보호국이 주관하는 에너지 

스타 인증행사를 가졌다.

이에 맞춰 IBM를 비롯한 1백여 업체들이 

에너지 절약형 컴퓨터를 개발 •출시했다.

현재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산업 및 상 

업용 전기 사용량의 5%를 컴퓨터가 차지하 

고, 나아가 컴퓨터 부문은 전력사용량 증가 

요인의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전력을 충당하기 위해 수많은 발전소를 

건립해야 하고 그에 따른 생태계 파괴 및 천 

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므로 그린 컴퓨터는 

시대적 요청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환경보호청 주관으로 지 

난해 여름 PC를 켜놓고 사용하지 않을 때 

전력 소모가 30W를 넘지 않는 제품에 환경 

보호 마크인 '에너지 스타' 마크를 부여할 것 

을 발표했다.

최근 국내에도 그린 컴퓨터의 새바람이 일 

고 있다.

삼성전자가 최근 개발한 그린 PC는 현재 

까지는 외국 유명제품에 비해 기능은 떨어지 

지만 국내 컴퓨터 시장에 '그린이라는 개념 

을 일깨워준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는 모니터 전원을 일시 차단함으로써 

전략을 대폭 절감하는 데 성공했지만, 본체 

차원에서의 절전까지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 

다. 이와 함께 모니터 화면이 꺼짐으로 인해 

유해 전자파의 발생도 상대적으로 줄었다.

금성사는 최근 국내 처음으로 그린 모니터 

를 개발하여 수출을 시작했다. 이 제품은 미 

국 환경청 규격에 부합되며, 전원을 켠 채 5 
분 이상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비전력이 줄어든다. 금성사의 독자 기술로 

설계해 기존 모니터보다 소비전력을 70%으 

로 수준절감시켰다.

이밖에 삼보컴퓨터와 대우통신도 그린 컴 

퓨터의 개발을 마무리하고, 곧 시판에 나설 

예정이다.

한우방, 이 에 6천만원에 투자 음료용기 넥인캔(Neck in Can) 각광

한우방은 브랜드, 심벌, 로고타입, 전용 서 

체와 문양 등의 CI를 도입하여 푸줏간의 이 

미지를 높이는 데 6천만원을 투자했다.

이같은 한우방의 투자는 연간 매출액이 6 
천억원이 넘는 일부 그룹이 서식 등 부분 CI 
에 수백만원을 지불한 것과 비교해 볼 때 눈 

길을 모으고 있다.

한우방측은 이에 대해 한우식육점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고，유통시장 개방 

으로 외국의 고급육이 국내시장을 잠식할 것 

을 대비하여 한우의 고급화 및 브랜드화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한우방의 CI 는 한우육에 대 한 소비 자의 

불신을 일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처음 

한우방을 개점했을 때 진짜 한우 고기인지를 

물어오는 소비자가 많았는데 요즘 이런 소비 

자가 거의 없고 한우방의 품질을 인정받은 

것은 물론이고, 심벌마크 등 CI 가 주는 이미 

지 제고 효과가 만만치 않다는 회사측의 설 

명이다.

이와 함께 한우방의 차별화 • 고급화 시도 

에는 브랜드이미지통합(BI) 개념으로 디자인 

된 선물용 상자가 한몫을 하는데, 이것은 건 

축자재로 쓰이는 나무의 자투리로 만든 포장 

상자이 다.

음료업계에 넥인캔(Neck in Can)을 음료 

용기로 사용하는 새바람이 일고 있다.

넥인캔은 캔의 목부분을 오목하게 만들어 

마실 때 기존 슬림형 캔제품보다 입술의 촉 

감을 부드럽게 해주며 안정된 외관미를 느끼 

게 한다.

이같은 음료업계의 움직임은 포장용기의 

다양화 및 패션화에 부응하고, 편리성을 추구 

하는 소비자의,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다.

일본,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넥인캔 

이 이미 4〜5년 전부터 각광받기 시작하여 

현재 가장 보편화된 음료용기로 자리잡고 있 

다.

최근 국내에서도 맥주업계 및 청량음료 업 

계가 고객만족(CS) 경영전략의 한 방안으로 

넥인캔 음료용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이 

추세는 계속 확산되고 있다.

맥주업계의 경우 동양맥주는 지난 91년초 

국내 처음으로 알루미늄 소재의 스핀 넥인캔 

(Spin Neck In Can)를 용기화하여 선보였 

으며, 조선맥주도 같은 해 스핀 넥인캔을 시 

판했다.

해태음료는 주석도금강판을 소재로 만든 

트리플(Triple) 넥인캔 음료제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또 이 회사에서는 후레시 100 
능금쥬스, 전원메론, 레몬맛 워터 등도 캔용 

기를 슬림형 대신 트리플 넥인캔으로 사용하 

고 있다.

향후 해태음료는 모든 캔제품 및 기존 캔 

음료의 포장용기를 이 모델로 대체해 나간다 

는 계획이다.

맥주업계의 스핀 넥인캔은 가공성이 양호 

한 알루미늄을 소재로 사용하여 캔의 목부분 

을 오목하게 만든 반면 청량음료업계의 트리 

플 넥인캔은 목부분을 세 번 접어 알루미늄 

에 비해 가공도가 낮은 주석도금강판을 소재 

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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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업계,「환경설계」개념 도입 한국포장디자인학회（KIPD） 설립

전자업계가 제품 제조에 일부 품목을 재활 

용이 가능한 재질로 선택하는 환경설계 개념 

을 도입했다.

최근 폐기되는 전자제품으로 인해 환경폐 

해가 날로 심각해지자 설계에서부터 재활용 

가능 재질을 선택해, 분리 가능토록 하기 위 

한 것이다.

대우전자는 올해 출시되는 냉장고에「환경 

대응설계」개념을 도입, 방열판 크기를 대폭 

줄여 콤프레서가 들어 있는 기계실 내부로 

넣어 분리수거가 용이하도록 했다. 또 선반이 

나 얼음그릇 등에 재질명을 표기해 재활용과 

폐기의 구분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재질명 

표기는 세탁기에도 적용할 계획이며, 철판과 

플라스틱의 분리를 쉽게 하는 설계도 고려중 

이다.

금성사도 최근 출사한 세탁기에 스테인레 

스 세탁조를 채택해 분리 재활용을 가능케 

했고, 부품마다 재질 표시를 해 재활용 부품 

을 쉽게 분리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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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즐거움이 있는 포스터

• 쇼 • 이벤트리뷰: 이종택 • 이상민 가구디자 

인전

• 특집 : 1993년 대전엑스포 디자인

• 기고 :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통로가 필요한 

디자인 시대

• 해외디자인 : 1993 IDEA 수상작

• 전시 • 이벤트 : 스칸디나비아 그래픽 포스 

터전

• 좌담:디자인총협의회, 어떻게 전개시킬 

것인가

「코스마」'93・ 8월호 목차

• 특집 :국내 실버산업의 다각적 접근방법을 

통한 현황과 미래방향

• 커뮤니케이션 포럼 :「세계경영」과 「탱크 

주의」광고전략의 대우그룹

• 커뮤니케이션 포럼 :「단소리 쓴소리」의 움 

직이는 시각디자인물, 캐릭터

포장디자인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연구 

개발 - 학술활동 등을 통해 국내 포장디 자인 

의 발전을 도모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자질 향상을 위해 지난 5월 15일 한국포장디 

자인학회 （KIPD）가 발족되었다.

KIPD의 현재 회원수는 50여명으로, 

i） 포장디자인 연구활동, 정 기학술지 발간, 

세미나 개최

ii） 해외 유관기관과의 정보 교류

iii） 산업계를 위한 자문, 개발 참여 등의 활 

동을 펴나가고자 발족되었다.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회 장 : 김광현 교수（ 한양대 ） 

부 회 장 : 최동신 교수（홍익대 ）

기아, 세피아 고유브랜드 첫 미국 수출

기아자동차는 최근 인천항에서 미국에 수 

출할 세피아 2백대를 선적하며 자체 브랜드 

로 대미수출을 시작했다.

기아가 고유브랜드로 자동차를 미국에 수 

출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 프라이드 

를 미국 포드사에 OEM 방식으로 수출, '페 

스티바'라는 이름으로 수출했다.

기아는 세피아의 미국시장 진출을 위해 지 

난해 로스엔젤레스에 기아모터스 아메리카 

（KMA） 라는 현재 판매법인을 설립하고 독 

자판매망을 구축해 왔다. 또 미국연방환경청 

（EPA）과 교통안전국（NHTSA）의 배기가스 

및 안전도 테스트를 거쳐 세피아의 판매인증 

을 취득했다. 따라서 기아는 오는 10월부터 

세피아의 현지 판매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곧 현지 광고 대행사를 선정하 

고 미국소비자들에 대한 '기아 알리기 작업' 

에 들어갈 계획이다.

기아는 올해 미국시장에 세피아를 7천대 

판매한 데 이어 내년 2만 5천대, 95년 3만 

5천대, '96년 5만대로 점차 늘려가기로 하는 

한편, 최근 발표한 4륜 구동차 스포티지의 

대미수출도 시작, 미국 및 북미지역에 대한 

수출비중을 높일 방침이다.

기아의 세피아는 수출 주력 차종으로 이탈 

리아와 벨기에에 2백 50대를 선적하여 해외 

시장에 처음 수출되기 시작했다.

한국포정디지인학회
THE KOREA INSTITUTE OF PACKAGE DESIGN

총무이사: 김지철 교수서］종대） 

기획이사:선정근 교수（전남대, 선디자인） 

홍보이사: 문수근 교수（서울산업대） 

출판이사:박규원 교수（창원대） 

국제이사: 최호천 교수（강남대） 

감 사:최충식 교수（대구대）

민병일 교수（부산공업대）

가구업계, 하반기 마케팅 전략 수립

국내 가구업체들이 하반기 가구시장 공략 

을 목표로 다양한 신제품 개발과 종합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 등 다각적인 계획을 마련 

중이다.

바로크가구는 불황에 따라 상반기 매출 부 

진을 만회하기 위해 다양한 신제품 개발과 

판매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바로크는 하반기 

에 '페브린', '미스틱1，크레용' 등 3〜4종류 

의 신제품을 개발, 기존 가구에 새로운 패턴 

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최근 바로크 

패밀리카드 제도를 도입하여 기존의 위너스 

카드와 제휴를 맺은데 이어 국민카드와도 제 

휴를 맺어 바로크 패밀리카드제도를 시행한 

다는 방침 아래 국민카드와 협의하고 있다.

보르네오가구는 하반기에 선보일 신제품으 

로 TS 브러시' 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출시 

하여 가구시장에 중점 투입할 예정이다.

이 기술은 기존의 하이그로시 가구가 약 

18개의 제조공정을 거치는 반면 이를 3〜4 
개 공정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기술로 이 기 

술의 개발로 인한 원가절감 효과를 소비자 

가격에 반영, 하반기 가구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현대종합목재의 리바트가구는 혼례용 가구 

와 함께 가구를 교체하려는 소비자들을 위한 

제품을 선보여 시장을 공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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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CA 사무국과 디자인그룹 팩터 이전 핵사컴과 주저터스 강남으로 사옥 이전

한국산업디자인전문회사협회 （KIDCA） 사 

무국과 디자인그룹 팩터가 업무 확장을 위해 

다음의 장소로 이전하였다.

이전일자: 1993. 7. 12（月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94-3, 동 

화빌딩 5층（135 - 280）

전화번호: 디자인그룹 팩터 /562-9693
KIDCA 사무국 /538-0818

팩 시: 566—6348（공용）

에디토리얼 디자인 전문회사 핵사컴과 자 

매회사로 멀티커뮤니케이션 회사인 （주）제더 

스가 강남 새사옥으로 확장 ♦ 이전했다.

핵사컴은 기존 에디토리얼 위주로 커뮤니 

케이션 디자인 발전에 걸친 프로젝트를 수행 

하면서 지금껏 고집해온 '질（Quality） 우선' 

방침을 더욱 공고히 함과 동시에 대고객 서 

비스에서도 새롭게 면모를 일신하기로 했다.

특히 새로 출범한 （주）제더스는 비주얼 커 

뮤니케이션 분야는 물론 광고, 출판, 프로젝 

트 및 차세대 미디어에 이르기까지 소량다품 

종의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 비지니스를 위해 

설립된 회사로서 2천년대를 준비하여 핵사컴 

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꾀할 방침이다.

핵사컴 :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4—8

가구업계, 브랜드 이미지 통일 작업 모색

가구업계가 품목별 브랜드 전문화 등 브랜 

드 이미지 통일（BI） 작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최근 리바트가구의 현대종합목재가 브랜드 

이미지를 새롭게 심기 위해 BI 작업에 착수 

한 것을 비롯하여 보르네오, 상일가구도 새로 

운 BI 전략 수립을 모색하고 있다. 또 바로 

크가구는 가구의 전문화에 맞춰 브랜드의 전 

문화를 추구한다는 계획 아래 브랜드 차별화 

전략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현대종합목재는 1 억원을 투입해 

BI 전문회사인 심팩트에 리바트가구에 대한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의뢰해 두고 

있다. 이 회사는 리바트라는 브랜드는 그대로 

사용하면서 소비자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전 

달할 수 있는 브랜드 이미지 통일화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보르네오가구도 품목별 브랜드 전문화를 

전제로 브랜드 이미지 통일화 작업을 추진중 

이다. 보르네오는 현재 혼례용, 사무용, 주방 

용가구에는 'BIF'를, 침대에는 '코스몽'이라 

는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품 

목별 전문화를 추구하면서 브랜드 역시 차별 

화를 시도해 나갈 계획이다.

乂谷thos 

hexa:com
（주^더스와 핵사컴의 로고

석상빌딩 4층,

Tel） 5184-252, Fax） 5184-253 
（주）제더스: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4-8 석상빌딩 4층,

Tel） 5170-383, Fax） 5170-384

대우자동차 • 판매 사장 TV 광고 출연

대우자동차와 대우자동차판매（주）가 각각 

자사의 사장을 모델로 등장시킨 TV 광고를 

제작, 화제가 되고 있다.

이들의 모델 등장은 배순훈 대우전자 사장 

이 모델로 나서 가전제품의 탱크주의 선풍을 

일으킨 데 이어 재계의 또 다른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대우차의 '품질혁신，을 주제로 한 대우자 

동차의 김태구사장은 부평공장 출고사무소에 

서 야외촬영하면서 직접 출연 “대우차 타보 

셨습니까. 저희 대우자동차는 전 차종에 걸쳐 

품빌을 과감히 개선하였습니다”라며 “튼튼한 

차 • 힘있는 차”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대우차의 서비스 혁신을 주제로 한 광고에 

등장한 대우 판매（주）의 최정호 사장은 지난 

해부터 실시중인 24시간 철야 정비서비스에 

맞춰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부각시키고 있다. 

“요즘 대우 자동차 서비스를 받아 보셨습니 

까. 이제 저녁에 맡기고 아침에 찾아 가십시 

오”라고 서비스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연출 

했다. 서비스 혁신편은 24시간 서비스 현장 

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인천정비 사업소에 

서 밤늦게까지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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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업계, 상반기 12〜27% 성장

가전업계는 올 상반기 내수판매의 부진에 

도 불구하고 수출호조에 힘입어 전체적으로 

12〜27%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가전 3사에 따르면 상반기 매출실적은 작 

년 대비 20%가 늘어났으며, 품목별로는 컬 

러 TV, 세탁기, 냉장고 등 주요 품목의 수출 

이 10% 이상 높은 신장세를 보인 반면, 내 

수판매에 있어서 오디오, VCR 등이 마이너 

스 성장을 기록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반도체, 정보통신기기의 

신장세에 힘입어 작년 대비 27.5%가 늘어난 

3조 7천억원의 매출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삼성의 수출 부문에서 반도체가 50 
%, 가전제품은 20%의 신장세를 기록해 전 

체 수출실적은 30억 5천만 달러로 작년 상반 

기 대비 47%가 늘어났다.

금성사는 올 상반기 1조 1천억원을 수출, 

작년 대비 16.7%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내수부문에서는 1조원으로 7.7% 성장했고 

전체적으로 2조 1천억원인 12.2%의 성장률 

을 보였다.

대우전자는 상반기까지 1조원의 매출액을 

올려 작년 대비 15%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특히 대우는 내수판매가 4천 2백 50억원으 

로 17%의 증가율을 보여 13%에 그친 수출 

증가율을 앞질렀다.



게■월 소식

개발원 심볼마크 및 로고타입 

현상 모집 발표

편집실

§ 부에서는 '93년을「디자인

원년의 해」로 정하고, 이에 대한 

범국민적인 동참을 절실히 기대하고 

있다. 이에 개발원에서는 새로운 

개발원의 이미지 정립과 진취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심볼마크와 

로고타입（안）을 현상공모했다.

1• 주제 : •개발원의 새로운 이미지

정립 .

• 기세기를 지향하는 

진취적인 방향 표현

2. 명칭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KIDP：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Design & Packaging）

지난 7월 10 일 결과가 발표된 이번 

현상모집에는 모두 10개 작품이 

응모하여, 패션성 •국제성 • 전달성 • 

독창성을 중심으로 심사되었는데 

우수상은 대상작이 없었고, 가작에는 

김창규（（주）보루네오가구 광고부） 씨, 

정찬환（（주）태평양 기술개발부） 씨가 

선정되었다.

선업디자인포장개발원
KOREA INDUSTRIAL DESIGN & MCKAGING

• 가작김창규 작

• 작품개요:

심볼 마크의 이미지는 먼저 진취적인 방향 표현에 중점을 

두고, 디자인과 패키지라는 그래픽적인 평면요소와 패키지의 

입체적인 요소를 상호 절충하는 느낌의 표현으로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의 영문 K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로고는 영문과 한글의 느낌 표현, 힘찬 바의 처리와 영문 

로고의 레터마크인 KIDP 라는 표현으로 힘찬 미래지향적인 

요소 표현에 중점을 두었다. 심볼의 입체 표현 중 3가지 

육면체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 생산 • 유통시스템이 

함께 부합되는 포장기술의 개발이라는 요소에도 중점을 

두었다.

신입디지인포징게빌원
Korea Institute of Indusiri에 Design & Packaging

• 가작:정찬환 작

♦ 작품개요: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의 심볼 마크는 이니셜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Design & Packaging）을 

복합적으로 구성한 로고 마크로서 동적인 타원을 통하여 

공업디자인과 포장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끊임 

없이 연구, 디자인하는 기업의 자세와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전진적인 산업 디자인포장개발원의 자세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Basic System 과 

Application 에도 적용하여 보았으며, 로고 마크의 Idea 
Sketch 진행중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의 성격에 적합한 한 

가지만을 선택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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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월 소식

산업디자인 및 산업포장 발전위원회

편집실

KIDP는 산•학 •연 •관 및 협회, 

경제 단체, 소비자 단체 , 언론 • 출판계, 

등록디자이너, 포장관리사 등 각계 

인사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산업디자인과 산업포장의 연구 개발 및 

진흥 사업의 효과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산업디자인 및 산업포장 

발전위원회를 분리 • 설치했다.

산업 디자인발전위원회는 연구개발 • 

기술지도 • 진흥정책 • 정보조사 • 

홍보출판 • 교육 • 전시 등의 7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했고, 

산업 포장발전위원회는 연구개발 • 

진흥정보 • 교육전시 • 홍보출판의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했다.

위원회의 기능은 첫째는 장 • 단기 

산업디자인과 산업포장의 연구개발 및 

진흥정책의 방향 설정에 관한 자문 및 

협의, 둘째는 산업디자인과 산업포장의 

현안문제에 대한 연구 및 건의, 셋째는 

기타 원장이 요구하는 정책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 및 건의 등이다.

본 회의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되며, 분기별로 1 회를 개최하고, 

분과위원회는월 1회를개최하는 

것으로 한다.

발전위원회의 각 분과위원회는 7월 

15일 산업디자인 

연구개발분과위원회를 시초로 열려, 

산업디자인 및 산업포장의 지도 개발과 

진흥정책 방향 설정, 대학교육의 제도 

개선, 범국민적 중요성 인식 제고, 

디자인전문회사 육성, 디자인 박물관 

설립에 대해서 자문 및 협의를 하는 등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한 관련

분6）의 발전을 도모한다.

제1 회 산업디자인 연구개발분과위원회

일 시〉'93. 7. 15 （목） 

참석자〉

위원장 박 한 유（KIDP 산업디자인 

지도개발본부장）

위 원 이 종 범（생기원 기술정책부장 

위 원 은 병 수（212코리아대표 

위 원 윤 지 홍삼성전자개발부장） 

위 원 이 순종국민대학교교수 

위 원 민 경 우명지대학교正쉬 

간 사 박 희 면 （KIDP）

개최안건은 연구개발성과의 극대화 

방안과 연구 개발 과제 확보로, 학계 • 

전문회사 • 업계의 참여방법 및 역할과 

산•학•연과의 연계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의 

종합적인 목표와 연구개발분과의 

역할과 범위 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며, 긴밀한 

커뮤니케이션 유지로 전략적인 

종합목표가 설정되어야 함이 

지적되었다 또한 학계, 업계, 협회 등의 

참여방법 및 역할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차후과제로 하기로 하고, 

연구개발개발 및 지도 개발의 현안 

설명과 이해로 연구분과의 Consensus 
를 형성했다.

또한 차기회의 안건으로는 

연구개발과 지도개발의 내용적 • 방법적 

구분과, 지도방법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가? 그리고 학계, 협회, 단체 

등과의 유기적 지원체계（Network） 
구성방법을 채택키로 했다.

제1 회 산업디자인 기술지도분과위원회

일 시〉'93. 7. 20 （화） 

참석자〉

위원장 홍 성 수（중앙대학皿 

산업디자인학교 교수）

위 원 김 시 중（공업진흥청재료기술과장 

위 원 이병 기（경기도청화섬관리계장 

위 원 전 성 환（중소기업진흥공단 

조사연구부장）

위 원 이승근새암디자인그룹대표） 

위 원 김 태호（전북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위 원 이 명 용（KIDP 제품디자인개발부장） 

간 사 정 주 훈（KIDP 제품디자인1실 실장）

기술지도 분과위원회는 기술지도 

수요업체의 확보 방안과 기술지도 

방법의 개선방향 그리고 기타 기술지도 

분과위원회 위원의 지원방법에 대해 

토의했다. 기술지도 수요업체의 확보 

방안에서는 수요적 • 공급적 

측면에서의 확보방법과 관련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방법 그리고 개선방향^ 

논의되었고, 기술지도 방법의 

개선방향서는 현행 산업디자인 

기술지도의 문제점과 개선방법에 

대해서 토론되었다.

이 자리에서 KIDP의 '94년도 

지도대상업체는 1,000개를 목표로 

지도키로 확정했으며, 그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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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달에 한번 개최하는 회의를 

위원들끼리 수시로 협의하여 필요한 때 

개최하여 차기 회의의 효과를 최대한 

높이기로 했다.

또한 차기 회의 안건으로는 

수요업체 대상기준 산정과 품목에 대한 

기준, 지도위원의 구성（분야별 

자격기준）, 지도방법 및 범위, 지도의 

개선방향, 지도대상기관（대학 ♦ 

민간업체 • 연구소…）으로 결정했다.

제2회 산업디자인 기술지도분과위원회

일 시〉'93. 7. 30 （금） 

참석자〉

위원장 홍 성 수중앙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위 원 김 시중（공업진흥청재료기술과장 

위 원 이세훈（경기도청호섬관리계장 

위 원 이 승근（새암디자인그룹대표 

위 원 김 태호전북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위 원 김 금 재（대한산업미술가협히 

사무총장）

위 원 이 명 용（KIDP 제품디자인개발부장） 

간 사 정 주 훈（KIDP 제품디자인1실 실장）

개최안건은 수요업체 대상기준과 

지도품목（업종） 선정 분야, 지도위원의 

구성, 지도방법 및 범위, 지도의 개선 

방향, 지도 대상기관 등으로, '94년도 

기술지도 대상업체에 대한「수요업체 

대상기준」을 확정했으며,「지도품목 

（업종）선정 Nt」도 함께 확정했다. 

그리고「지도위원의 구성」,「지도방법 

및 범위」,「지도의 개선방향」, 

「지도대상기관」은 차기회의 안건으로 

토의하기로 결정했다.

제1회 산업디자인 진흥정책분과위원회

일 시〉'93. 7. 22 （목） 

참석자〉

위원장 이 대 성 （KIDP 산업포장지도개발 

본부장）

위원장 박 종천（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과장）

위 원 나 재 오（단국대학卫 산업미술학과 

교수）

원
 

원

원

 

사
 

위
 

위

위

 

간

백 금 남（성균관대학芷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강 정 화（한국소비자연맹 기획실장） 

권 영 성（텐덤디자인어소시에이트 

대표）

조 영 상（KIDP 진흥과장

개최 안건은 관련협회, 학회 등 

단체의 법인화（지방 디자인계의 활동 

조직화） 문제와 디자인 개발비 산출 

표준화 방안 그리고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육성방안에 대한 것으로, 

디자인 관련 협회, 학회 등 단체가 

난립되어 KIDP를 제외하고는 

디자인계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없는 실정을 감안, 디자인계의 장기 

발전을 위해 등록디자이너를 중심으로 

한 순수 민간단체의 설립에 대하여 

집중 협의했다.

현재 파악된 디자인 관련 협회 및 

학회는 총 기 개 단체로서, 공인 등록된 

한국인더스트리 얼디자이너 협회 1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동문회, 동우회 

성격으로 회원전 개최 정도의 미미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체간 

관련 정보 교류의 취약과 분산된 

활동으로 노력에 비하여 효과가 

미약하고, 또한 대부분 단체가 서울에 

편중되어 지방 디자인계의 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한편, 진흥정책분과위원회의 단체 

구성안을 보면, 서울에는 제품 • 시각 • 

포장 • 섬유 디자인 등 4개 분야별로 

단체를 설립하여 전국의 

등록디자이너를 결집하고, 지방은 

지방의 특성에 맞도록 디자인 단체를 

설립하여, 서울 단체와 유기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디자인 산출료 문제는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고, 적용은 

지율 적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제 1회 산업디자인 정보조사분과위원회

일 시〉'93. 7. 27 （화） 

참석자〉

위원장 박 중 근（KIDP 기획관리본부장

원
 
원
 

위
 위

위 원 

위 원

위 원

위원 겸

이 외 백（특허청 의장1 과장）

전 환（중소기업진흥공단

조사연구부장）

주 송IDN 대표）

박 금 영 （한국금속가구협동조합

기획차장

김 면（성균관대학교

산업디자인과 교수）

간사 이 준 영 （KIDP 조사차장）

정보조사분과위원회는 산업 디자인 

전문인력 수급조사 방안 즉, 조사내용.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그리고 

조사결과의 활용 방안과, 

산업디자인정보의 유통체계 구축 방안, 

세부적으로 유통체제 추진방향 및 

정보수집 내용, 정보수집방법 및 

정보수집전파 체계를 안건으로 

개최되었다.

산업디자인 전문인력 수급조사에 

대해서는 디자인 관련 사설학원 

포함문제와 디자이너의 자격조사의 

필요성 그리고 업체나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항목 조사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산업디자인 정보 

유통체제 구축에 있어 중기단의 

화상정보 시스템 이용이 논의되고, 

정보의 수집과 분석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다각적인 정보 수집 방안이 

토의되었다.

차기 회의에는 지적재산권 보호 

방안과 브랜드와 디자인의 결부방안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제 1 회 산업디자인 홍보출판분과위원회

일 시〉'93. 7. 29 （목） 

참석자〉

위원장 김 관배 （동덕여자대학皿 

산업디자인과 교수）

위원장 김 대 곤（한국경제신문사 유통부 

기자）

위 원 이 의 철서울경제신문사 

중소기업부 기자）

위 원 김 낙 회（제일기획 경영기획팀장 

간 사 이 규헌（KIDP 홍보〈출판〉실장）

개최 안건은「디자인 주간」행사 

홍보와 산업디자인 개발성공사례 V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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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으로, 현재 산업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그 자체가 시사성이 

부족함에 따른 홍보상의 어려움 속에서 

디자인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청각 

효과가 큼을 강조했고, 산 • 학 • 연 관계 

전문가들의 기고• 칼럼 등을 통해 

산업디자인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부각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홍보활동을 위해 대 국민을 

상대로 한 산업디자인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음이 제시되었다.

또한 디자인개발 성공사례 VTR 
제작 문제는 시청자로 하여금 흥미를 

자아낼 수 있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전문용역업체에 위탁 제작하^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지적되었다.

제1 회 산업디자인 교육분과위원회 

일 시〉'93. 8. 3 （화）

참석자〉

위원장 안 종문（홍익대학교

공업디자인학과 正수）

위 원 안 정 언숙명여자대학교 

산업미술학과 교수）

위 원 김 장호（한국과학기술대학

위
 

위
 

위

위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원 한석 우서울산업대M교

공업디자인학과 芷수）

원 신 인숙（한성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원 정 기 진（중소기업중앙회회원부장） 

원 김 선 행 （KIDP 산업디자인교육과장）

이 자리에서는 '93년을 산업디자인 

발전 원년으로 설정하여 디자인 주간 

행사를 기점으로, 전국 초 •중 • 

고등학교 재학생들에게도 조기교육 

차원에서 산업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시킴으로써 범국민적인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집중 

협의했다. 현재 초 •중 •고교 

미술교육에「디자인」분야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지도교사의 

개념전달 부족으로 조기교육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실정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조기 교육의 기업현장 

방문교육（보루네오 가구, 삼성전자 등）, 

조기교육 교재의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하는 방안, 대학 졸업 전시에의 초 •중 

• 고생 관람 방안, 디자인 성공사례 

실패사례 • 발굴 VTR 제작 등의 

방안이 논의되었다.

한편, 교육분과위원회의 초 • 중， 

고등학교 산업디자인 조기교육 

계획안을 보면, 연간 10,000명을 

목표로 '93년 9월부터 매주 

2회（목, 금） 오전 10:00〜11:30까지 

KIDP 강의실에서 시청각 자료를 통한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이와 같은 방안의 효과로는 디자인에 

소질이 있는 인재의 조기발굴 

기회조성과 학생 교육을 통한 교사와 

학부모들에 대한 산업디자인의 중요성 

인식 확산을 기할 수 있어, 디자인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된다.

차기 회의 안건은 유관기관 및 대학 

AMP 과정에 대한 토의로 결정했다.

제1 차 산업디자인 전시분과위원회

일 시〉'93. 8. 5 （목） 

참석자〉

위원장 황 부용디자인브리지 대표 

위 원 이 기 원（대한무역진흥공사 

상품개발부장）

강 승 일（대한상공회의소 이사부장） 

한 기 웅（강원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위 원 이 기 성 （KIDP 진흥부장） 

간 사 이 권 희 （KIDP 진흥과）

전시 분과위 원 회 에 서 는 

초 •중 • 고생들의 디자인 

분야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수디자이너 조기 발굴과 양성이라는 

분위기 조성을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 

초 • 중，고생의 디자인 공모전 개최에 

대하여 협의했다.

현재 초•중 •고생을 위한 

미술분아의 공모전은 개최되고 있으나, 

「디자인」공모전은 전무한 실정으로, 

이는「산업디자인」분야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디자이너의 조기 교육을 통해 

재질하는 학생들의 관심 유도와 

원
 
원
 

위
 위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재발굴 분위기 

조성, 산업디자인의 중요성 제고 및 

인식 확산을 위한 초 • 중，고생의 

디자인 공모전의 출품 부문 세분화와 

심사위원 구성시 사회 지성증 인사 

총망라라는 의견이 나오고, 대학생 

공모전 경우 출품자격 범위를 확대할 

것 두이 제시되었다.

이와 같은 방안의 효과는

우수디자이너 조기발굴 및 양성 분위기 

조성은 물론 대학생 공모전을 통해 

업체 제품개발의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 

유도로 디자인계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다.

제1 회 산업포장 연구지도분과위원회

일 시〉 

참석자〉 

위원장 

위 원

원
 

원

원

 

원

사

 

위
 

위

위

 

위

간

'93. 8. 10 （화）

곽 영 구（한국포장협회 부회장） 

조 병 묵（강원대학교 제지공학과 

교수）

김 응 주（삼성전자 상품시험검사소 

포장과장）

양 방 철（환경처 폐기물 제도과장） 

안 헌 영（한국골판지공업협동조합 

전무

남 병 화（KIDP 공업포장개발부장） 

이 명 훈（KIDP 공업포장개발부 

선임연구원）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포장폐기물 처리 및 물적유통 등 

포장과 관련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 연구 • 지도 

분과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 연간 

쓰레기 발생량 3천만톤（1일 84만톤） 

중 31.6%를 차지하여 950만톤에 

달하는 포장폐기물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의 대책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포장폐기물 발생시 

문제점으로는

•매립장 부족으로 폐기물 처리가 

어렵고,

•회수율이 평균 32.5%（플라스틱 등 

합성수지 :22%, 유리용기 49%）로 

자원의 낭비측면에서 사회적 비난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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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유리, 금속 등 난분해성 

재질의 매립시 생태계 파괴의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제1 회 산업포장 진흥정보분과위원회

일 시〉'93. 8. 12 （목） 

참석자〉 

위원장 이 대 성 （KIDP

산업 포장지도개발본부장）

위 원 주 대 수（공업진흥청화섬표준과장） 

위 원 이 정 일（유동기업개발부장） 

위 원 박 근실누리기획포장개발부차장 

위 원 김 연 화（한국부인회총본부

소비자상담실장

위 원 김 덕 웅（한양여자전문대 

식품공학과 교수）

위 원 한 종구（KIDP 공업포장개발부 

선임연구원）

사 회 이 준 영 （KIDP 조사차장）

진흥 정보 분과위원회에서는

，92년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우수포장상품선정 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활성화시켜, 최근에 

환경문제에 연관되어 그 역할에 대한 

재인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포장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방안이 

토의되었다.

또한, '88년 이후 국내 포장 재료, 

용기, 기계의 생산량 및 출하량 통계가 

조사되지 않고 있는 바, 포장 

생산업자나 사용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여, 매년 

포장산업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하는 

방안이 토의되며, 동 보고서가 

발간됨으로써 포장산학계의 기본 

연구자료를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책 자료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1 회 산업포장 교육전시분과위원회

일 시〉'93. 8. 17 （화） 

참석자〉

위원장 하 영 선（대구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위 원 윤 석중（한국생활용품시험검사소 

검사소장）

위 원 김득수해태제과주）포장실장） 

위 원 장윤호（서울디자인센터대표 

위 원 유재적한국포장신문기자

우리 상품의 대외경쟁력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며, 상품의 판매증대와 

제조원가 절감은 물론 물류 합리화는 

무기력해지고 있는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특히 포장은 

상품의 국제 경쟁력 향상의 

필수요소로서 부각됨에 따라 

제품기술수준 못지 않은 연구개발 및 

전문가 양성이 시급한 실정을 감안하여 

4년제 대학의 포장학과 신설 방안이 

토의되었다.

또한 KIDP에서는 현재 개설되어 

실시하고 있는 포장관리사 교육보다 

한차원 높은 포장아카데미 

（포장전문교육） 과정을 신설, 기업체의 

중견 간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토의했으며, 이러한 포장교육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산업포장 발전과 

상품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1 회 산업포장 홍보출판분과위원회

일 시〉'93. 8. 19 （목） 

참석자〉

위원장 민 중 기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부 

이사）

위 원 김 용진（롯데알루미늄마케팅차장） 

위 원 김 태 식 （동신 AD 이사 

위 원 송미 애물류시대기자 

위 원 유 대 현（월간포장산업기자 

위 원 김 덕 만（내외경제신문사유통부

기자

위 원 이 규 헌 （KIDP 홍보실장）

홍보 출판 분과위원회에서는 '93 
우수포장（GP） 상품선정제의 구체적인 

홍보 방안과 우수포장을 개발함으로써 

상품의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한 기업 및 성공사례를 발굴, 

관련업체 및 대 국민을 상대로 포장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KIDP에서 격월간 발행하고 

있는「포장기술」은 포장산업의 

발전속도와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증가, 

기업현장 및 포장인의 욕구가 다양화 

되는 시점에서 전문포장지로서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 포장전문지와 정보지의 성격을 

동시에 갖춘 포장종합지로 재구성하는 

등 일반인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내용도 소프트하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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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월 소식

'93 전문인력 수요 조사(D)
-산업디자인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

KIDP 진흥부 조사과

-------------목 차 ——

I • 조사 개요(128호 게재)

口 . 산업디자인 전문인력 수급 현황(128호 게재)

m•조사 겹과의 분석

IV. 산업디자인 전문인력 수급에 관한 제언

皿 조사 결과의 분석

1. 산업디자인 전문인력 수요부문 현황(제조업체

가. 디자이너 인력 현황

1) 종업원수 대비 디자이너 구성비

• 본 조사대상인 세계유망수출상품 제조업체 250개 중 

산업디자인 전문인력 수요업체로 볼 수 있는 185개 

업체의 총 종사자는 216,500명이며, 그 중 디자이너는 

1,399명으로 총 종업원수 대비 0.65%를 차지.

• 세계 유망수출상품 27개 품목별로 총 종업원수 대비 

디자이너 구성비를 보면 안경테(4.66), 사진틀(3.32), 
넥타이(3.20), 봉제완구(2.84), 모피의류(2.69) 등으로 다른 

품목에 비해 다소 높은 편임 .

• 반면 자동차 타이어(0.12), 피아노(0.16), 비디오 

테이프(0.23), 팩시밀리 (0.30) 등으로 총 종사자 중 

디자이너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편임.

2) 전공 분야별 및 학력별 현황

단위:명(%)

구 분 대학원졸 대학고졸 전문대졸 고졸이하 계

제품디자인 36(34) 626 ( 58.8) 280(26.3) 123(11.5) 1^)65(1000)
시각디자인 - 71(46.7) 59(38.8) 22( 14.5) 152( 1000)
환경디자인 1(2.2) 26(57.8) 17(37.8) K 2.2) 45(1000)
기 타 3(2.2) 53(38.7) 34(24.8) 47(34.4) 137(100D)

계 40(2.8) 776(55.5) 390(27.9) 193(13.8) 1,399(100.0)

구 분 총 종업원수 (명) 디자이너수명 구성비 (知

전 체 216,500 1,399 0.65

품목별

운동화 8,510 61 0.72

낚시대 1,380 13 0.94

텐트 478 4 0.84

여행용가방 497 10 2.이

골프용품 4,281 90 2.10

자전거 2,024 11 0.54

테니스볼 189 3 1.59

신사복 4,776 48 1.00

넥타이 2,186 70 3.20

모자 2,437 24 0.98

모피 의류 1,301 35 2.69

핸드백 5,284 33 0.62

봉제 완구 2,256 64 2.84

위성방송수신기 4,393 16 036

자동차 타이어 8,000 10 0.12

피아노 8,617 14 0.16

안경테 6 이 28 4.66

도자 식기 4,255 54 1.27

CDP 76,588 3 끼 0.42

초음파진단기 230 2 0.87

비디오 테이프 7,649 18 0.23

주방 용기 6,556 77 1.17

사진틀 422 14 3.32

자동차용 축전지 1,670 11 0.66

절삭공구 1,680 26 1.55

사무용가구 9,262 184 1.97

팩시밀리 50.978 154 0.30

• 세 계 유망수출상품 제 조업 체 에 종사하는

산업디자인전문인력을 전공 분야별/학력별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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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졸업자(55.5%)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전문대졸(27.9%), 고졸 이하＜13.8%), 
대학원졸(2.8 %)의 순으로 나타남.

3丿 학력벌 부족 이원

목

분 야
현재 인원명 

■

부족인왼명 부족률 (知

전 체

전체 1399 297 21.2

남자 843 173 205

여자 556 124 22.3

대학원졸

소계 40 18 45.0

남자 27 11 40.7

여자 13 7 53.8

대학(괴졸

소계 776 161 20.7

남자 480 108 22.5

여자 296 53 17.9

전문대졸

소계 390 105 26.9

남자 242 46 19.0

여자 148 59 39.9

고졸 이하

소계 193 13 6.7

남자 94 8 8.5

여자 99 5 5.1

•학력별 디자이너 부족 현황은 대학원 졸업자가 45.0%로 

가장 많고, 전문대졸 26.9%, 대학(교)졸이 20.7 %로 

나타남.

4) 경력별 현재 이원 부족 인원 吴/ 부족률

목 

경력별'、、 현재 인원(명) 부족인원명) 부족률(%)

전 체

전체 1,399 295 끼.1

남자 843 172 20.4

여자 556 123 22.1

3년 미만

소계 534 92 17.2

남자 257 46 17.9

여자 277 46 16.6

3년 이상

소계 334 123 36.8

남자 189 71 37.6

여자 145 52 35.9

5년 이상

소계 261 58 22.2

남자 181 39 끼.5

여자 80 19 23.8

7년 이상

소계 151 18 11.9

남자 118 13 11.0

여자 33 5 15.2

10년 이상

소계 119 4 3.4

남자 98 3 3.1

여자 21 1 43

5) 이직률 및 충원율

현인원 부족률 '92 년 이직률

충원율

，93 ，94 *95

1,399 명 297 명 116명 173 명 141명 105 명
(21.2%) (8.3%) (12.4%) (9.0%) (6.1%)

• 현재 디자이너의 부족률은 21.2 % 이며, 디자이너의 

이직율은 8.3%임.

•디자이너 충원율은 연도별로 감소하는 추세임 .

나. 디자인 전담부서 현황

1) 디자인 전담부서 유 •무 실태

항목 빈도 비율 (%)

있 다 72 28.8
없 다 178 71.2

•세계유망수출상품 대상품목 제조업체 중 디자인 

전담부서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전체의 28.8 %로 

저조하며, 디자인 전담부서가 없는 업체는 71.2%로 

나타남.

2) 업체에서 요구하는 디자이너의 주돈/ 으灣

항목 빈도 비율 (%)

디자인 개발/ 개선 93 50.3
바이어의 디자인 수용 55 29.7
광고 및 홍보 15 8.1
디자인 모방 10 5.4
디자인 자료수집/ 분석 10 5.4
기타 2 1.1

계 185 100.0

• 업체에서 디자이너에게 요구하는 주된 역할은 역시 

'제품디자인 개발 및 개선' 50.3%, '바이어의 사양에 의한 

디자인 개발' 29.7% 등 디자인 개발업무가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업체에 따라서는 '광고/홍보(8.1 
%), '기존 제품의 모방 디자인 업무'와 디자인 관련 

정보자료 수집 및 분석'(각 5.4%) 등 부수적인 업무에 더 

치중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디자인 개발업무에 더 치중하고 

있으며, 반대로 규모가 작을수록 바이어 안에 따른 디자인 

개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규모에 따른 업무 성격이 

잘 드러남.

3) 디자이너의 수준

가) 선진국 대비

•디자인 전문인력의 기술수준은「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진다는 의견이 59.4%로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 귀사에 종사하는 디자인 전문인력의 

기술수준을「선진국」과 비교한다면 어떻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비교적 뒤떨어짐' 45.9%, '매우

100 T叫N인 129 1993. VOL. 24



선진국 대비 디자인 전문인력의 7 술수준

항목 빈도(개) 비율 (知

매우 우수함 2 1.1
비교적 우수함 17 9.2
비슷함 50 27.0
비교적 뒤떨어짐 85 45.9
매우 뒤떨어짐 25 13.5
무응답 6 3.3

계 185 100.0

뒤떨어짐' 13.5%로 부정적인 평가가 59.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비슷함' 27.0%, '매우 우수' 

1.1%, '비교적 우수' 9.2%로 우수하다는 평가는 10.3% 
로 다소 낮은 편 .

•디자인 전문인력의 기술수준이「선진국」에 비해 

우수하다는 평가는 다른 업체에 비해 자체 상품을 

개발하여 수출하는 업체에서 다소 높은 편.

경쟁국 대비 디자인 전문인력의 기술수준

나) 경쟁국 대비

항목 빈도(개) 비율%)

매우 우수함 11 5.9
비교적 우수함 48 25.9
비슷함 63 34.1
비교적 뒤떨어짐 43 23.2
매우 뒤떨어짐 7 3.8
무응답 13 7.1

계 185 100.0

•한편, 귀사에 종사하는 디자인 전문인력의 기술수준을 

「경쟁국」과 비교한다면 어떻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서는 우수하다는 평가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음. 

「경쟁국」과 비교할 때 '매우 우수' 5.9%, '비교적 우수' 

25.9%로 우수하다는 평가가 31.8%, '비슷함' 34.1 %로 

긍정적인 평가가 다소 높은 편이나, '비교적 뒤떨어짐' 

23.2%, '매우 뒤떨어짐' 3.8%로 뒤떨어진다는 평가도 

27.0 %에 이름.

• 디자인 전문인력의 기술수준이「경쟁국」에 비해 

우수하다는 평가는 '종업원 1,000명 이상'의 업체와 

'매출액 1,000억 이상'의 대기업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디자인 전담부서，가 있는 업체에서 다소 높은 

편임.

다. 디자이너 교육 현황

1) 디자이너 교육 방법

• 디자이너에 대한 교육방법을 질문한 결과, 전반적으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내 

교육'(17.8 %)이나 '외부 교육'(8.1 %) 등 별도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25.9 % 에 

불과, '해외 전시회 관람 기회 제공'(23.8%)이나 '업무중 

선배 디자이너에 의한 교육'(33.0 %)이 주를 이루고 있음.

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 업체도 11.9%나 됨.

• 교육방식은 업체의 규모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음. 다만 100인 미만의 업체에서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비율이 다소 높은 것이 특징 .

항목 빈도(개) 비율 (知

사내 자체 교육 33 17.8
외부 위탁 교육 15 8.1
간접 교육기회 제공 44 23.8
업무를 통한 교육 61 33.0
교육 실시 않음 22 H.9
기타 3 1.6
무응답 7 3.8

계 185 100.0

2) 디자이너 교육 기회

항목 빈도(개) 비율 (%)

충분한 편이다 10 5.4
적당하다 53 28.6
부족한 편이다 86 46.5
매우 부족하다 26 14.1
무응답 10 5.4

계 185 100.0

• 업체의 교육훈련제도가 자리잡지 못하고 있음은 교육의 

기회가 어느 정도 제공되는지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음. 

교육 기회가 '충분한 편이다'(5.4%)와，적당하다，(28.6 
%)는 업체가 전체의 34.0% 정도인 반면, 60.6 % 에 

달하는 업체에서 교육기회가 부족하다고 응답.

• 교육 기회의 충족도 역시 업체의 규모나 매출액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디자이너에 대한 

교육훈련 기회의 부족이 반드시 업체의 영세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음.

2. 산업디자인 전문인력 공급부문 현황(대학(교) 및 전공학생)

가. 디자인 관련 학과(교수)

1) 디자인 관련 교원수 적정 여부

항목 빈도명) 비율 (知

충분함 14 13.0
보통임 49 45.4
부족함 45 시.6

계 108 100.0

•대학의 디자인 관련 교원수가 '충분'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13.0%에 지나지 않는 반면, '부족하다'는 응답은 41.6% 
로 보통이다'라는 응답 45.4 %와 거의 비슷한 수준임 .

•디자인 관련 교원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전문대 (35.4
%)보다 대학(46.7 %)이 높게 나타남. 이는

조사대상업체의 현재 교원과 부족 교원수 집계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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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분야별 부족 현홤

전문대학(48개 학과) 대학(60개 학과) 계

현재 부족원 부족률 현재 부족원 부족률 현재 부족원 부족률

제품디자인 123 명 10 명 8.1% 214 명 15 명 7.0% 337 명 25 명 7.4%
시각디자인 133 22 16.5 258 32 12.4 391 54 13.8
환경디자인 33 3 9.1 48 7 14.6 81 10 12.3
기타 99 2 2.0 137 12 8.8 236 14 5.9

계 388 37 9.5 657 66 10.0 1,045 103 9.9

학력별 부족 현황

전문대학 대학 계

현재 부족원 부족률 현재 부족원 부족률 현재 부족원 부족률

박 사 6 명 5 명 83.3% 22 명 8 명 36.4% 28 명 13 명 46.4%
석 사 372 30 8.1 629 60 9.5 10이 90 9.0
학 사 10 2 20.0 6 0 — 16 2 12.5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전문대의 부족률 9.7%보다 대학의 

부족률이 10.0%로 높게 나타남. 대학의 경우 시각디자인 

교원(12.4%), 환경디자인 교원(14.6%), 전문대의 경우 

시각디자인 교원(16.5 %)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2) 디자인 관련 교과과정의 수정, 보완 필요성

항목 빈도명 비율%)

현상태를 유지해야 20 18.5
수정/보완 84 77.8
기타 4 3.7

계 108 100.0

• 대학의 교과과정 수정/보완 필요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현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8.5%에 불과한 

반면,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데는 77.8%가 찬성함. 

지방 소재 대학의 경우 '현상태 유지'(20.2%)에 찬성의 

의견이 높은 점이 특징임 .

3) 선즌/국仞국, 일본)과 비교할 때 국내 디자인 교육의 수주

항목 빈도명 비율 (%)

비슷함 21 19.4
뒤떨어짐 84 77.8
우수함 3 2.8

계 108 100.0

• 산업디자인 관련학과 교수 10명 중 8명 정도는 

우리나라의 디자인 관련 교육이 선진국인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할 때 '뒤떨어진다'(77.8%)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우수하다'는 평가는 2.8 % 에 불과하며, 

'비슷하다'는 평가는 19.4%로 나타남.

• 한편, 선진국 대비 교육수준이 뒤떨어진다고 응답한 

교수(84명, 77.8%)들에게 특히 '뒤떨어지는 측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한 결과,

，교과과정/교육방식，의 문제를 지적한 경우가 54명 

(64.3%)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시설/기자재 활용의 

문제'를 32명(38.1 %)이 지적하고 있음. 그외 교육환경, 

전문인력의 능력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

•선진국과 비교하여 교육수준이 뒤떨어지는 원인으로 

관련학과 교수들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교육정책/교과과정의 문제'(55명, 65.5%)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예산 및 실습기자재 부족'의 

문제를 28명(33.3 %)이 지적하고 있음.

4) 디자인 관련 교육시 애로사항

항목 빈도명) 비율%)

기초지식 부족 37 34.3
수강인원 과다 39 36.1
기자재 부족 52 48.1
도서, 자료 부족 36 33.3
전공시간 부족 12 11.1
우수교수 부족 16 14.8
학생들의 열의 부족 15 13.9
기타 5 4.6

중복 응답 : 105명

• 교수들에게 디자인 관련 교육상 애로사항이 무엇인가를 두 

가지씩 질문한 결과, '기자재 부족'이라는 응답이 48.1 % 
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수강인원 과다', '기초지식 

부족', '도서자료 부족'이라는 응답으로 각각 36.1 %, 34.3 
%, 33.3% 정도임.

• '기자재 부족'이라는 응답은 전문대보다 대학에서, 

'수강인원 과다'라는 응답은 대학보다 전문대에서 높게 

나타남.

、、항목 

대학별

대학 및 

대학원진학

일반기업체 

디자인실

디자인관련 

전문회사

프리랜서 

디자이너

전공과 무관한 

타업종

기타군입대, 

미취업등)

전문대학 6.0 16.1 20.9 2.2 13.7 시.1
대학(교) 6.2 22.1 23.5 3.8 14.8 29.6

계 6.1 18.6 21.9 2.9 14.2 36.3

• '93년 2월 졸업자들의 취업 守上를 살펴보면, 

순수취업자의 비율은 전체의 64.2%에 이르고 있음. 

디자인 관련 분야의 취업자는 49.4 %로 전체 취업자의 

반수 정도 디자인 인력의 흡수는 일반 기업체의 

디자인실과 디자인 관련 전문회사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전공과 무관한 타업종으로의 진善］ 14.8% 
로 다소 높은 편 .

•자신들이 배출한 디자이너 인력의 취약점으로 대학의 

교수진들은 '디자인 기획력' 39.8%을 우선적으로 꼽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주변 지식，18.5%, '외국어 능력' 

17.6% 등을 지적.，디자인 실기 및 이론을 취약점으로 

지적한 경우는 10.2%에 불과, 기술적 능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음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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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졸업 후 업체에 취업한 디자이너의 쥐약점

항목 빈도(명) 비율%)

디자인 기획력 43 39.8
주변 지식 20 18.5
외국어 능력 19 17.6
디자인 실기/이론 11 10.2
대인관계 6 5.6
기타/ 무응답 9 8.3

계 108 100.0

• 한편, 업체의 응답에서도 자신들이 채용한 신입 

디자이너의 취약점으로 디자인 기획력(34.1 %)과 주변 

지식 (33.5 %)을 가장 많이 꼽고 있어 학교에서 배출된 

디자인 인력의 창의성 결여와 전공 이외의 지식 부족이 

시급한 해결과제임을 알 수 있음.

7) 대학의 교육이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디자이너를 배줄하고 있는가 ?

항목 빈도명 비율%)

그렇다 45 42.9
아니다 46 43.8
모르겠다 10 9.5
무응답 4 3.8

계 105 100.0

• 대학의 디자인 관련 교육이 실제 업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회의적인 응답이 많음.

• 대학의 교육이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디자이너를 배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관련학과 교수들의 43.8%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 '그렇다'의 42.9%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냄. 또한 재직하고 있는 대학의 기자재 보유 

현황 및 전공교원 보유 현황에 부족함을 느낄수록 대학의 

교육이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디자이너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아지고 있음. 대학교육에서 실무능력 

배양이 가능하려면 현장실습 등 교육여건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

나. 디자인 관련학과 전공학생 현황(대학생)

1) 전공 분야에 대한 만족도

항목 빈도명 비율%)

아주만족 21 17.2
만족하는 편 55 45.1
그저 그렇다 32 26.2
불만족한 편 11 9.0
아주 불만 3 25

계 122 100.0

•산업디자인 전공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현재의 전공 분야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느냐는 물음에서 '아주 만족' 17.2%, 
'만족하는 편' 45.1 %로 전체의 62.3%가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그저 그렇다' 26.2%, '불만족' 

9.0%, '아주 불만족' 2.5 %로 자신의 전공 분야에 대해 

불만족하다는 반응은 1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이러한 전공 분야에 대한 만족도는 응답자 

특성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음. 성별로는 여학생 (8.0 
%)에 비해 남학생 (17.1 %)들이 불만족하다는 반응이 

높으며, 전공 학과별로는 산업디자인 전공 학생들의 18.2 
%가 불만족하다고 응답하여 다른 전공 분야에 비해 

자신의 전공에 대해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남.

2) 디자인 교과과정에 대한 만족도

항목 빈도(명) 비율%)

아주만족 - -

만족하는 편 24 19.7
그저 그렇다 51 41.8
불만 39 31.9
아주 불만 8 6.6

계 122 100.0

•학생들의 교과과정에 대한 불만 높은 편.

• 교과과정에 대해 '아주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한 사람도 

없으며, '만족하는 편'이 19.7%, '그저 그렇다'가 41.8%, 
'불만'(31.9%)이거나, '아주 불만'(6.6%)이라는 응답이 

38.5 %로 만족하는 학생보다 훨씬 많음. 불만층의 경우 

전문대생(15.7%)보다 대학생(46.7%)이 훨씬 많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대학교육의 전문성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 . 교과과정 만족도는 전공 분야에 대한 만족도와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남.

3) 디자인 관련 과목 수강시 就로사항

항목 빈도명 비율%)

수강인원 과다 10 8.2
관련 기자재 부족 66 54.1
도서 및 자료 부족 45 36.9
우수 교수 부족 27 22.1
전공시간 부족 6 4.9
교양과목과다 10 8.2
정부의 관심 부족 9 7.4
기 타 6 4.9

X 중복응답: 57명

• 산업디자인 전공 학생들이 디자인 관련 과목을 수강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중복응답)으로는 '관련 기자재의 부족'이 

54.1 %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도서 및 자료 부족'이 36.9 
%, '우수 교수 부족'이 22.1 %로 나타남. 그 외에 

'수강인원 과다'(8.2%), '교양과목 과다'(8.2%),，정부 

관심 부족，(74%), '전공시간 부족'(4.9%) 등을 지적하고 

있음.
•한£ '관련 기자재가 부족'하다는 응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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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65.9%), '공업디자인'(58.3%),
'산업미술'(58.8 %) 등의 전공 학생들에게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우수 교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도예/공예과(31.8%), '시각디자인'(29.6%), 
'산업디자인'(20.6%)에서 다른 전공학과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 또한 '도서 및 자료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전 학과에 걸쳐 30〜40 % 정도씩 나타나고 있음.

勿 졸업후汉출희망분。

항목 빈도명) 비율 优)

진학 28 23.0
기업체 디자인실 18 14.8
디자인 전문회사 45 36.9
프리랜서 디자이너 17 13.9
무관한 직종 6 4.9
기타 8 6.6

계 122 100.0

• 학생들은 졸업 후 디자인 전문회사에 취직하기를 가장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36.9 %), 그 다음으로 진학(23.0 
%), 일반기업체의 디자인실 근무(14.8 %)를 원하고 있음. 

이를 실제 취업 현황과 비교해 보면 디자인 전문회사의 

비율은 희망 • 현황에서 모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에 비해 실제 진학하는 

경우는 매우 적은 비율로 나타남. 교수들의 응답에서도 

학생들의 선호경향을 '디자인 전문회사'라고 응답한 

비율이 48.1 %로 가장 叁卜 이들 학과 학생들이 현장에서 

자신의 전공을 살리려는 경향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따라서 디자인 전문회사를 육성 • 발전시켜 디자인 

전문인력의 수요처를 확대해야 하겠음.

• 전문대생들의 경우 진학을 희망하는비율이 34.4%로 

대학생들의 18.9%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며, 

대학생들의 경우 전문회사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5) 취업시 선택기준

항목 빈도명) 비율%)

임금 14 115
근무환경 21 17.2
능력발휘 기회 64 52.5
회사 장래성 15 12.3
기업이미지 4 3.3
기 타 4 3.2

계 122 100.0

• 학생들이 졸업 후 회사를 선택할 경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능력발휘의 기회'(52.5%)이며, 그 

다음이 근무환경과 회사의 장래성으로 나타남. 반면, 

임금부분에 대해서는 11.5%로 응답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공분야에 대한 성취욕이 매우

높음을 보여줌.

M 산업디자인 전문인력 수급에 관한 제언

1. 문제점 및 해결방안

가. 공급 분야(대학의 디자인 관련 교육을 중심으로)

1) 전문대학 • 대학(교)의 디자인 교육 차별화 실시

가) 전문대학 교육

•전문대학 수업은 실습교육 위주로 철저한 기능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전문대학의 디자인 관련학과 명칭을 교육내용의 세분화, 

특성화, 전문화된 교육체계 확립.

(예 :산업디자인과 — 그래픽 , 제품, 포장, 광고 등으로 

세분화)

• 전문대학 과정을 3년으로 연장하여 교육의 심도를 높이고, 

학기당 현장실습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 강구.

• 디자인 관련 실기 수업의 적정인원을 20명 정도로 

한정해야 함.

나) 대학(교)

• 대학(교)의 디자인 교육은 이론 강화를 통한 창의성에 

바탕을 두어야 함.

• 제품의 개발 및 실용화를 위해 주변 학문 및 응용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함.

•디자이너 관리 및 기획에서 실무까지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 교육을 해야 함.

2) 교육利도 잋 교과과정의 보강

•대학마다 획일화된 교과과정 및 내용을 지양하고 

관련학문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전공 

분야별로 전문화 교육이 실현되어야 함.

• 전문교수의 확충으로 학생 대 교수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축소시켜야 함.

• 디자인 관련학과를 예체능 계열에서 분리시켜 독립성을 

확보해야 함.

• 발전하는 사회에 맞추어 대학이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주변 

학문인 심리학, 재료학, 마케팅, 컴퓨터그래픽 및 CAD 
교육을 강화해야 함.

3) 산학 협동체제의 구축

• 대학의 교육이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디자이너를 양성하지 

못해 대학과 업체의 산학협동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함.

• 기업체 근무경험이 없는 교수가 많아 현장과의 괴리감이 

발생되므로 학력 위주의 교수 채용을 지양하고 산업체 

경험자나 현실무자들의 강의를 강화해야 함.

• 업체에서는 현장실습 기회를 확대하고 대학에서는 

현장실습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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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환경의 열악

• 실험실습 기자재 및 작업공간의 부족으로 현장감 있는 

교육이 실현되지 못하므로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 최신 디자인에 대한 정보자료가 부족해 현실성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수강인원이 많아 심도있는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5) 디자인 인력 수급문제

• 지방대학의 취업 곤란.

• 업체의 디자이너 고용 확대.

• 인력수급에 대한 정보 부족.

• 전문대학 출신의 과다 배출.

• 여성인력 활용문제.

• 제품디자이너의 수요 부족.

나. 수요 분야

1) 用학교육 내용 강화

• 디자인 분야별로 세부적인 전문교육 실시.

•마케팅, 재료학 등 관련학문 배양.

2) 현장감각이 결여된 교육

• 실무 경험이 있는 교수, 강사진의 확대.

• 기업과 학교간 산학협동체제 강화.

• 디자이너의 인턴제 도입.

3) 업체 디자이너의 재교육 과정 晋N

2. 수급 관련 정책적 건의 사항

가•공급분야

1) 디자인 교육여건 개선

• 학생 대 교수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축소.

• 디자인 분야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 강화.

• 기자재 확충 및 최신 정보 자료의 제공.

• 정책적으로 디자인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발전계획 수립.

2) 교육제도 개선

• 학교교육과 산업현장과의 괴리현상을 막기 위해 산업체 

실무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겸업 교수제 실시.

• 디자인 계통의 유사학과를 통폐합.

3丿교과내용"펴

• 산학협동으로 기업체와 유기적 관계 유지.

• 논리적 사고력을 배양하는 교육과정 신설.

4) 디자인 정책 개선

• 디자인 협회의 단일화 유도.

• 디자인 정책 입안시 디자인 관련자들의 폭넓은 의견수렴

청취.

• 정부 관련 부처의 행정기관에 디자이너의 채용.

5) 디자인 산업 지원

• 디자인 산업의 세제혜택 방안.

• 디자이너 인력은행 활성화.

• 지역적 디자인의 균형 발전.

6丿개발원에 環한거의 사항

• 해외연수 교육 확대 .

•디자이너 인력은행으로서 일원화된 창구 역할 강화.

• 개발원 정책의 변신.

나. 수요 분야(제조업체의 디자인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1) 교육내용 개선

• 실무와 연결되는 교육이 필요(교육 내용 수정 ).

• 디자인 분야뿐만 아니라 인접 분야(마케팅, 외국어, 기초 

학문 등)의 보강 교육.

• 분야별 교육기관의 신설(완구, 가구 등).

• 전공 분야별로 세분화, 전문화 교육.

2) 정부의 디자인 지원 혹卜대

• 국가적 차원에서의 디자인 우위정책 절실.

• 국가적 차원에서의 디자인 중요성 대대적 홍보.

• 디자이너의 전문성을 보장해 줄 자격 부여.

• 디자인 용역업체의 지원 강화.

• 디자인 학원의 수준을 향상시키거나 규제하는 방안.

3) 개발원 기능 홀卜성화

• 개발원 산하기구로 디자이너 인력은행을 개설하여 국내 

디자인 업체 및 디자이너 관련 자료를 수집 • 보관하여 

취업 및 채용 의뢰시 자료 제공

• 디자이너의 모임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디자이너간의 

정보 교환 및 교류 증진.

• 기업체 중역 및 경영자를 대상으로 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켜 주는 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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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디자이너 명단 ('85)

현재 '84년부터 KIDP에 산업디자이너로 등록되어 있는 등록자 

수는 2,491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본원에서는 등록된 디자이너들을 파악, 그 결과를 국가산업정책 

입안과 인력 수급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간 

소흥히 하였던 등록디자이너들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여러 방안들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등록자 

여러분들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재입력중입니다. 본지에 게재된 

명단의 주소를 보시고 주소, 직장 등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신 

분은 개발원에 서신 또는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진홍부 진홍과

Tel) 745-7249, 766-6705

Fax) 745-5519

C85 ♦眇

C 85-0152 용 영무 경남 진주시 신안동 현대A 104 - 701
C 85-0153 정 진원 서울성북구하월곡동23
C 85-0154
C85-0155
C85-0156
C85-0157
C 85-0158
C 85-0159
C85-0160
C85-0161
C85-0162

김종식 광주 서구 진월동925
김 종승 

손연석 

김 영순 

류가용 

서 경민 

우상기 

정 경태 

신 랑호

C 85-0163 김철수

C 85-0164
C85-0165
C85-0166
C 85-0167
C 85-0168
C 85-0169
C85-0170
C 85-0171

박정석 

최 창엽 

박부자 

곡〉태영 

한정규 

강선경 

최 경희 

조은영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181
광주 북구 용봉동 15-38
대전 중구 목동 24
대전 중구 목동 24
서울 강동구 명일동 42 우성 A 2-801
서울 동작구 상도 4동 214-32
부산 금정구 부곡동 산 7-1
강원 동해시 천곡동 791
경남 창원시 상남동 롯데 A 1-204
서울 성북구 동선동

전북 군산시 미룡동 산 68
경남 진해시 회현동 1번지 2통 1반
서울 서대문구 연희 3동 미도빌라 6-302
서울 노원구 월계동 산 76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6-1 효봉빌딩 9층

전북 전주시 효자동 3가 1070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청화 A 1-103

C 85-0173 이 강유 서울 마포구 서교동 475-34

C 85-0174 김 희성 서울 강서구 목동 신시가지 A 407-204

C 85-0175 김 미옥 강원 강릉시 지변동 산 번지

C 85-0176 0| 성지 인천 북구 부개동 226

C 85-0177 김 상경 전북 전주시 팔복동 2가 137-21

C85-0178 김 선이 서울 은평구 신사동 300-67 22통 3반

C85-0179 이 종호 경북 칠곡군 양목면 복성동

C 85-0180 이 경득 대구 서구 내당 7동 삼익뉴타운 103-114

C85-0181 이 상철 경기 부천시 남구 괴안동 주공 A 18-304
C 85-0182 허 용 경기 안산시 반월공단

C 85-0183 정 해조 대전 중구 도마동 439-6

C85-0184 0| 석향 부산 동래구 사직 3동 108-4
C 85-0185 김 영미 서울 은평구 불광동 진성 AB-29

C 85-0186 0| 종이 경기 부천시 원종동 미성 A 6-305
C 85-0187 김 광중 경기 파주군 광탄면 신산 2리 180-2 A동 302호
C 85-0188 박검령 부산 영도구 대평동 대동대교맨션 2-201

C 85-0189 최 윤희 서울 은평구 역촌동 32-37

C 85-0190 전 광수 부산 남구 망미동 979 33통 2반

C85-0191 이 영구 경북 경산군 하양읍 금락동 330

C 85-0192 서 갑주 강원 춘천시 후평동 814-16

C 85-0193 오형근 전북 전주시 금암 2동 525-7 동화맨션 A동

205호
C85-0194 김 현식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640
C 85-0195 류재구 경기 성남시 복정동 산 65
C 85-0196 오영민 부산 동구 초량 2동 865-31

C 85-0197 박 광빈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성산시영 A 32-1209
C 85-0198 신중철 대구 수성구 황금동 황금 A 120-506
C 85-0199 한진숙 부산 사하구 괴정동 산 15-1
C 85-0200 남 홍태 대전 동구 자양동 155-3
C 85-0201 최 순열 부산 진구 양정 4동 83-21 10통 1반
C 85-0202 0| 경희 부산 동래구 연산동 1528
C 85-0203 이 봉규 광주 서구 진월동 592-1

C 85-0204 이동일 부산 금정구 장전동 30

C 85-0205 방기숙 경기 고양군 지도읍 행주외리 164-1
C 85-0206 강철희 경기 고양군 지도읍 행주외리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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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85-0207 고문자 대구 남구 대명 9동 528-16
C 85-0208 이 무형 대구 동구 신천 1동 825-13
C 85-0209 이 성근 부산 동래구 거제 1동 1463-32

C 85-0210 백 태호 서울 마포구 서교동 464-17

C 85-0211 김 상영 인천 북구 산곡 4동 재원 A 2-410
C 85-0212 한장원 부산 서구 동대신동

C 85-0213 현문철 대구 수성구 수성 1가 613
C 85-0214 유지현 서울 노원구 상계 주공 A 206-605
C 85-0215 최 병훈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58-79
C 85-0216 조일상 부산 서구 동대신동 3가 1
C 85-0217 배 만실 서울 강남구 서초동 우성 A 10동 1301호
C 85-0218 오구환 부산 서구 동대신동 3가 1번지

C 85-0219 양정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121-20 삼창빌딩

206호
C 85-0220 김 경수 부산 동래구 연산 8동
C 85-0221 우동민 부산 서구 동대신동 3가 1
C 85-0222 0| 원갑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3 미원빌딩 1106호
C 85-0223 박수철 부산 서구 동대신동 3가 1
C 85-0225 김정필 광주 동구 지산동 317-9
C 85-0226 0| 경휘 경남 마산시 월영동 499
C 85-0227 조현부 부산 진구 양정동 74
C 85-0228 김 옥광 부산 진구 양정동 74
C 85-0229 정 영진 부산 진구 양정동 74
C 85-0230 김성미 부산 북구 만덕 2동 럭키 A 2동 1506호
C 85-0231 최재희 대구 수성구 수성동 2가 1-3롬바드 A 나-202
C 85-0232 전애순 대구 중구 대봉동 광명 A-303
C 85-0233 홍卜 강하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181
C 85-0234 서 한달 서울 노원구 월계동 산 76
C 85-0235 홍신승 서울 노원구 월계동 산 76
C 85-0236 오천학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7-1 미성 A
C 85-0237 박종훈 서울 용산구 한남동 산 8
C 85-0238 김갑순 서울 강남구 논현동 252 정수 A 207호
C 85-0239 정진철 중북 청주시 복대동 824-10
C 85-0240 김 홍명 경남 울산시 중구 무거동 산 29
C 85-0241 유기성 경기 고양군 지도읍 행주내 2리
C 85-0242 심유승 서울 서초구 도곡동 955-15 1통 5반
C 85-0243 김 병상 서울 종로구 원남동 6
C 85-0244 길 영희 부산 진구 범전 2동 1515-3
C 85-0245 박숙희 서울 용산구 청파동 1-53
C 85-0246 이 부웅 서울 용산구 한남동 산 8
C 85-0247 한명아 대구 남구 봉덕 3동 산 89-3 미리내 A 2동

304호
C 85-0248 이 규동 경기 광명시 철산 주공 A 216동 305호
C 85-0249 신 민 부산 남구 용당동 505
C 85-0250 정 영환 대구 수성구 황금동 경남타운 9동 1102호
C 85-0251 이기석 서울 강남구 삼성동 47
C 85 - 0252 김 명희 서울 강남구 논현동 79
C 85-0253 이 경석 경남 합천군 가야면 야천리 861
C 85-0254 임 선화 경기 김포군 김포읍 사우리

305 호

C 85-0255 서진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50 시범 A 20-123
C 85-0256 정 광효 경남 합천군 율곡면 제내리 400
C 85-0257 피 용찬 부산 남구 대연 6동 산 64
C 85-0258 신 상재 서울 서초구 서초 2동 188-1 우성 A 17동

185 眇♦。♦앙—®*®♦紋。

185-0177 0| 명기 서울 강남구 삼성 2동 50 영동 A 25-302
185-0178 김 경수 부산 서구 서대신동 2가 83-4
185-0179 양경모 인천 서구 가좌동 11 주공 A
185-0180 김 미숙 서울 마포구 성산 1동 24-1 106
185-0181 이 종복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6가 36 금성강서빌딩

185-0182 천진향 경기 안양시 비산 2동 삼호뉴타운 A 1-810
185-0183 박종운 경기 수원시 권선구 매탄동

185-0184 정의철 경남 창원시 반림동 현대 A
185-0185 김 민수 서울 성북구 정릉동 861-1
I 85-0186 김정의 경기 광명시 하안동 주공 A 409-1302
185-0188 황성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5-4 신송빌딩 15층
185-0189 김창식 광주 서구 진월동 592
185-0190 권 욱현 서울 송파구 오금동 400 대림 A
185-0191 정 태영 경기 성남시 신흥 2동 주공 A 122-104
185-0193 홍卜 영성 광주 동구 서석동 375
185-0194 박 만희 인천 남구 주안 5동 23-2
185-0195 김정국 서울 노원구 월계동 산 76
185-0196 0| 영민 경기 안양시 비산동 515-2 우성 A 104-102

185-0197 권 영걸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11-1
185-0198 김 철주 서울 서초구 잠원동 17-11
185-0199 문기종 서울 도봉구 쌍문동 419
I 85-0200 김 옥현 경남 울산시 동구 전하동 1번지

I 85-0201 박봉래 서울 강서구 목동 신시가지 A 6단지 602동
604호

I 85-0202 이 영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럭키금성트윈타워

1 85-0203 정 명숙 서울 강동구 고덕동 시영 A 18동 404호
I 85-0204 김 명석 대전 유성구 구성동 373-1
I 85-0205 심 언평 경기 수원시 권선구 매탄동 현대 A

I 85-0206 백 원섭 서울 구로구 구로 1동 685-147 현대 A 1()1동
709호

I 85-0207 장학순 인천 북구 가좌동 531-1
I 85-0208 정수임 부산 북구 구포동 산 48-6
I 85-0209 정 충모 경기 안양시 안양동 현대 A 8동 203호
1 85-0210 박 효서 경기 광주군 오포면 양벌리 산 103번지

1 85-0211 강원길 경기 화성군 봉담리 와우리 산 2-2
1 85-0212 윤 운 서울 도봉구 쌍문동 199 금호 A 2-101
1 85-0213 유영배 서울 동작구 동작동 58-107 공작빌라 라동

108호
1 85-0214 심 일택 서울 구로구 구로동 235-1 수출 1 공단

1 85-0215 이분순 서울 도봉구 방학 3동 신동아 A 26동 403호
1 85-0216 한기웅 서울 강동구 고덕동 시영 A 21-203
1 85-0217 고석천 서울 송파구 가락 2동 프라자 A 9-10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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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

Graphis
('93. 3/ 4)

Design
('93. 5)

Graphis 285
('93. 5/ 6)

Art Direction
('93. 5)

개발원 신착자료 소개

• Liberal Arts 와 디자인 교육

• 오브제 건축가인 Michele de 
Lucchi 의 작품세계

• Graham Reynolds 의 

작품 세계

• 새로운 경향의 Scott A. 
Mednick

• 나이키의 모든 것

• 화장실 간막이에 

새로운 디자인을 도입한 

Thrislington 사
• CAD를 이용한 패키지 

디자인에의 양각 세공 도입

• 신문 편집

• 제네바 국제 모터쇼

• 디자인 클래식 'Swatch'에 대한 

고찰

• Michel Bouvet 의 작품 세계

• Ghurka 의 광고 캠페인

• 밀라노의 Modern Form 의 대가 

Achille Castiglioni
소개

• 오페라 하우스 디자이너 

Domenic Geissbiihlei■의 작품 

소개

• Harper's Bazaar 의
창립 125주년

기념 포트폴리오

“125 Great Moments of 
Harper's Bazaar”

• POP DECO 소개

• 포트폴리오 Clifford 
Goodenough

IDEA
('93. No.239)

• 도쿄 ADC 40주년 기념 전시회 

“From Tokyo & Advertising 
Art History 1950〜1990”

• 일러스트레이터

Scott Gustafson
• Toulouse Lautrec 의 해一 1992 
기념전 “13+Lautrec”

• Dieter Brattinga 의 북 디자인

• 그래픽 디자이너 • 일러스트레이터

• 타이프그라퍼 John Sayles 
소개

• 특집 : '93 졸업 제작 그래픽 

디자인 지상전

Auto & Design • 디자인 월드 : 영국의 최소주의와

So('93.7) 재활용

• Mercedes-Benz 의 쿠페

• 프로토 타입 Renault Racoon
• 디자인 테크一컨트롤 데이터

Carstyling 95
('93. 7)

• 미래의 디자인 방법

탐구-MAD (Mouse Aided
Design)

• 연재특집 : 컴퓨터를 이용한 

미래의 디자인 개발

• Honda 의 신세대 잔디깍기

• Seymour Powell 의
MZ Skorpion 자전거 •

Casio 시 계 •

초경량 자전거 연구

• 제 63회 제네바 국제 오토쇼( 口 )

-Pininfarina ETHOS 2
-Zagato FERRARI FZ 93
-Mercedes-Benz Coupe

Study
-Aston Martin Lago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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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GNALE Design World
('93. No. 26)-Aston Martin DB7

Nikkei Design • 파리에서 개최된 '디자인 •

(*93. 7) 20세기의 거울'전

• 세가 엔터프라이즈사의 어린이

컴퓨터 'Pico'
• 특수지 소개

• Kartell 사의 성공

• 정신장애를 위한 디자인一마음을

치료하는 색채 • 형태의 과학

• 수족관 소개

• 이태리 국제 가구 살롱

• Citizen Office 전
• 제 3회 Neste Forma Finlandia Communication

Arts ('93.8)

I.D. • 제 39회 LD. 애뉴얼 디자인 리뷰
093. 7/ 8)

IDEA 240

md. • 제 3회 Neste Forma Finlandia (*93. 9)

('93. 7) 수상작 소개

• '93 밀라노 가구쇼 소개

• 정원용 제품 전시회 J 티
(*93. 8)

Nikkei Design • 비목재지의 패키지 등장」

(，93. 8) • 특집 : 지방의 기업디자인 그래픽

，93
• 인터뷰 : Christophe peres
• 프로필 : Roberto Querci,

Teruhisa Tajima
• 일본 건축의 'Greening'
• 실내 인공 스키장 'Skidome'
• IBM 의 컨셉트 컴퓨터

'Leapfrog'
• '93 고베 국제 토일렛 심포지움

• 러시아 현대 그래픽 디자인전

• 제 6회 고이즈미 국제 학생 조명 Motor Fan
디자인 공모전 (*93. 9)

• 제 27회 SDA 상

• Pasadena Art Center College 
to Design 소개

• Automotive Fine Arts Society
• Charles Buckner CAID 의 도입

• 영국의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회사 

소개

• Firebird I • 口 • DI
• Maritime 박물관

• Getty 센터

• GE Plastics 프로페셔널 디자인 

공모전 1992
• Bill Moggridge 소개

• IDSA 월드 디자인 컨퍼런스

• 멀티미디어를 기본으로 한 

포토그래 피

• 디지털 이미지의 구매와 판매

〈40주년 기념호〉

• 세계의 그래픽 디자이너 100인의 

작품 소개

• 가라오케 마케팅 컨셉트

•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셀루라 

커뮤니케이션

- Cellular Phone 에 대한 NEC 의 

접근

- Cellular Phone 에 대한 마케팅 

전략

— 지구적인 커뮤니케이션에 

기여하는 강력한 테크놀로지

• 인공위성의 경향

• 이동통신의 현재

• LCD 프로젝트가 와이드 스크린에 

500 Lux 의 밝기 제공

• 최신 전기자동차 정보

• 내비게이션의 최전선

• 메르세데스 벤즈의 리사이클링

'93 년 산업디자인 발전의 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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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월 소식

개발원 소장 자료 목록
- 디자인일반一

편집실

서 적 명 저 자 출 판 사 출판연도 |

明日6:二） < 马汙*‘彳十 瀨木愼一 誠文堂新光社 *73
Richard Latham Australian Lectures Richard Latham The Industrial Design 

Council of Australia
'73

産品興包裝設計公司旣設計人員分類名錄 중화민국대외 무역 발전 협회 '70
Basic Principles of Design Manfred Maier Van Nostrand Reinhold Co ，77
植物庁^W 吉團光邦 八坂書房 ，80
包裝用語辭典 包裝技術研究會 日刊工業新聞社 '80
디자인론 Herbert Read 미진사 ，81
디자인諭 이우성 대광서림 '79
디자인이란 무엇인가 Daul Jacques Grillo 형제사 ，81
修文集3〜13 서울여자대학 ，74〜'84
Assem비y 프로그래밍: 理諭과 演習 이종석 정익사 ，81
Fortran의 理論과 實際 정관희 상조사 *81
Cobol 프로그래밍 : 理論과 演習 정청황 정익사 ，81
디ow Chart 박종구 이광화 상조사 ，81
디자인 센스造形의 基本 강명구 문운당 ，81
논문집 제 33집 인문사회계 '83 성균관대학교출판부 *83
논문집 제 33집 자연계 '83 성균관대학교출판부 '83
논문집 제 34집 자연계 '83 성균관대학교출판부 *83
논문집 제 35집 자연계 '84 성균관대학교출판부 ，84
D.D.C 1. Introduction Table M이vil Dewey Albang Forest Press '79
D.D.C 2. Schedules M이vil Dewey Alband Forest Press '79
D.D.C 3. Relative Index M이vil Dewey Alband Forest Press *79

小池新二 보육사 ，65
논문집 제 5집 권 부산산업대학교 '84
논문집 제 5집 2권 부산산업대학교 '84
논문집 제 6집 권 부산산업대학교 '84
논문집 제 6집 2권 부산산업대학교 '84
A History of British Design Fiona MacCarthy George Allen 

Unwin
'79

Design Education Peter Green Batsford *74
The Management of Design Projects Alan Topalian Associated Business Press *80
Design & Technology Metal GAHi아s G.M.Heddle Wheaton '80
Design & Technology 이astics R. Millett Wheaton *78
Design & Technology Wood E.W. Storey, R.Millet Wheaton '79
Design & Form

The Basic Cource at the Bauhaus

Jahannes Ittem Thames and Hudson '75

Experiments in Form Peter Pearce, 
S니san Pearce

Van Nostrand Reinhold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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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적 명 저 자 출 판 사 출판연도 ]

Design and Industry The Design Council '80
Design Courses in Britain '81-'82 The Design Council ，81
Design Methods John Christopher Jones Johnwiley and Sons ，81
The Management of Drawing and Design A Brearley Gower Press 35
Designer's Choice V27 Industrial Design Magazine Design Pub. Inc ，81

도안자료 한중호 신도출판사 ，81
스케치자료 한중호 신도출판사 ，81
약화컷자료 신도출판사 편집부 신도출판사 '79
포우즈자료 신도출판사 편집부 신도출판사 ，81
인물컷자료 한중호 신도출판사 ，81
디자인자료 한중호 신도출판사 ，81
장식자료 한중호 신도출판사 ，81
동물컷자료 신도출판사 편집부 신도출판사 *82
한국화자료 必, V2 이재화 신도출판사 *82

한국의 현대디자인 정시화 열화당 ，81
Designer's Choice V28 Industrial Magazine Design Pub. Inc '82

World Directory of Schools Offering Courses in Design ICOGRADA, ICSID, IF '83
System 分析과 設計 조정원 제문당 ，81
컴퓨터 일렉트로닉스 용어사전 한m 공학사 '82
도서관전산화입력 전산화 분과위원회 한국도서관협회 ，81
기초디자인 : 평면구성과 조형연습 a 〜 C5 봉상균 창미 '82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품 목록 고려대학교 박물관 *82
Living by Design Pentagram Peter Gorb Whitney Library of Design ，79
연합연감 '82

연합연감 '82 한국인명사전

연합연감 '83

연합연감 '83 한국인명사전

연합통신 

연합통신 

연합통신 

연합통신

'82 
'82
，83 
'83

Design Purpose Form and Meaning John F.File The University of Massa - 
Chusetts Press

，79

严'Q史:髙等學校用 文部省 實教出版（株） '80
domus 

domus 

domus

Domus S.P.A
Domus S.P.A
Domus S.P.A

*70
*74

，76〜'83
Design Management Kyung Won Chung Syracuse University ，82
한국 산업디자인 진흥에 관한 연구 윤태호 한양대학교 ，81
우리나라 디자인 교육에 관한 실증적 분석 양송희 성균관대학교 *81
대학교육에 있어서의 평면구성에 관한 연구 백금남 경희대대학원 ，81
상공미술전람회도록 9회 한국디자인포장센터 *74
圖繪大百科事典 이재화 문지사 *82
도서관 통계 및 평가 김경일 한국도서관협회 *71
Hong Knog Design & Packaging Directory 홍콩설계 및 包裝行業指南 '82
Basic Programming 정천석, 송재현 상학당 '82
Design Intergration ICOGRADA, ICSID, IFI Rakennuskirja Oy '83
Design in Krefeld Ausstellung im Museum 

Ha니s Lange
*77

그래픽 디자인論 엘런 허버트 미진사 '83
World Design Sources Directory ICOGRADA, ICSID ，80
한국도서관 통계 교육 조사 분과위원회 한국도서관협회 *81
Apple II Basic 프로그래밍 500제 황희융, 한송엽 교학사 '83
Apple fl 기본 메뉴얼 차서욱 가남사 ，83
디자인 圖學, 製圖 박선의 창미 ，83
현대 디자인 이론의 人상가들 : 역사적 전망과 오늘의 과제 勝見勝 미진사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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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출판사 출판연도서 적 명

점 •선 •면 Kandinsky 미진사 '82
造形。）基本”習 眞鍋一男 미술출판사 '82
손쉬운 편집도안을 위한 인스턴트 도안자료집 1. 컷

손쉬운 편집도안을 위한 인스턴트 도안자료집 2. 곡선무늬（I） 

손쉬운 펀집도안을 위한 인스턴트 도안자료집 3. 곡선무늬（ n） 

손쉬운 펀집도안을 위한 인스턴트 도안자료집 4. 테（사각돌리기） 

손쉬운 펀집도안을 위한 인스턴트 도안자료집 5. 화형괘 

손쉬운 편집도안을 위한 인스턴트 도안자료집 6. 기호 • 부호 

손쉬운 편집도안을 위한 인스턴트 도안자료집 7. 방향표시 

손^운 펀집도안을 위한 인스턴트 도안자료집 8. 인물컷 

손쉬운 편집도안을 위한 인스턴트 도안자료집 9. 실용판촉 컷 집（I） 

손쉬운 펀집도안을 위한 인스턴트 도안자료집 10. 실용판촉 컷 집（口） 

손쉬운 펀집도안을 위한 인스턴트 도안자료집 11. 실용판촉 컷 집（山）

명지출판사 

명지출판사 

명지출판사 

명지출판사 

명지출판사 

명지출판사 

명지출판사 

명지출판사 

명지출판사 

명지출판사 

명지출판사

*83 
，83 
，83 
'83
*83 
'83 
'83 
，83
，83 
'83 
'83

마이크로 컴퓨터 입문

마이크로 컴퓨터 Basic 프로그래밍 입문

TQC용 프로그래밍집

컴퓨터 상식 50가지

퍼스널 컴퓨터 속성 학습법

컴퓨터 활용기술: System Planner7^ 되는 길

마이크로 컴퓨터 정보정리학

프로그램 입문

컴퓨터 경영학 입문

40세부터의 컴퓨터

실용 프로그램 작성 방법

퍼스널 컴퓨터로 경리를 수월하게

한국공업표준협회 

한국공업표준협회 

한국공업표준협회 

한국공업표준협회 

한국공업표준협회 

한국공업표준협회 

한국공업 표준 협회 

한국공업표준협회 

한국공업표준협회 

한국공업표준협회 

한국공업표준협회 

한국공업표준협회

'82 
'82
'83 
'83
*83 
'83 
，83 
，83
'83
，83
，83 
'83

近代日本。）産業例'Q思想 柏木博 晶文社 '80
〒力X：/宣善 Walter, Dorwin, Teague 미술출판사 '75
第-磁靴磚U严fQ Reyner Banham 鹿島出版會 ，80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30년사 유네스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84
제 20회 산업디자인전람회도록 한국디자인포장센터 *85
전국 디자인계열대학 졸업작품집 월간디자인편집부 *85
ICSID Education Affairs ICSID *85
박물관 대학 조선일보사 출판부 조선일보 *85
現代 디자인論 이駐 한림각 '84
立盤形 : 형태와 공간 코이지 미야자키 미진사 ，85
렌더링 이론과 실제 : 제품디자인 표현 기법 이병학 창미 ，85
디자인 모델링 :모형 제작 곽대웅, 한석우 미진사 ，85
에어브러시 북 투두K 카티스, 크리스토파, 

핸트

태학원 *85

VIP中央大百科 중앙일보 '85
domus '84(1 〜12) Domus S.P.A *84
Design '85 중앙대 공예과 중앙대학교 '85
Design ”78(1〜12) 

Design 79(1-12) 

Design '80(1 〜12) 

Design *81(1^12) 

Design '82(1 〜12)

Design '83(1 〜12) 

Design '84(1 〜12)

Design Council 
Design Couneil 
Design Couneil 
Design Couneil 
Design Couneil 
Design Couneil 
Design Couneil

'78 
'79
*80
，81
，82
*83 
'84

제 59 회 국풍분재전 일본분재협회 '85
Graphic Science & Design Thomas E.French McGraw Hill ，84
工業5허于 全集 1•理諭占歷史

工業亍力全集2.製品計劃

工新吋Q全集3.設計方法

工業〒力全集 4. 〒刃技法（조형기술）

工業〒力全集 5. 〒叶技法 上, 下（재료가공기술）

（주） 日本出版4匕犬 

（주） 日本出版廿一匕 犬 

（주） 日本出版廿一匕犬 

（주） 日本出版廿一tsX 
（주） 日本出版廿-匕.

，83 
'82
'83
*84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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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발월 소식

유관기관 교육과정 및 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AMP)에 산업디자인 과목 신설

개발원 단신

초 • 중 - 고등학교 산업디자인 조기교육 계획

KIDP는 '93년을 산업디자인 원년의 해로 

설정,「디자인 주간」추진을 기점으로, 유관 

교육기관 최고경영자 과정에 산업디자인 분 

야 삽입과 연계하여, 전국 초 • 중 • 고등학교 

재학생들에게도 조기 교육 차원에서 산업디 

자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매주 2회(목, 

금) 오전 10 ： 00〜n： 30까지 개발원을 개방 

하여 강의실에게 시청각 교육을 실시할 예정 

이다.

이번 조기교육의 목적은 i ) 비교적 소외 

되어온 디자인 분야에 초기교육부터 소질이 

있는 자의 관심을 유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재 발굴의 기회를 조성하고, ii) 학생, 교 

人｝, 학부모 등 범국민적인 관심을 유도, 산업 

디자인의 활성화는 물론, 국내 경제발전에 이 

바지하기 위함이다.

더욱이 초 • 중 • 고교 미술 교과서에「디자 

인」분야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를 지도하고 있는 교사들의 90% 이상이 

순수 미술 전공자이어서, 정확한 개념 전달이 

되지 않아 조기교육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현 실정에서 이같은 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교육내용은 i) 국민학생 (5, 6학년)인 경 

우, 만화형태로 산업디자인 개념, 역할, 중요 

성 등을 쉽게 슬라이드로 제작하여 교재로 

사용하며, ii) 중，고등학생은「세계는 디 자 

인 혁명시대」,「성공사례」등을 상황에 따라 

선별, 교재로 사용하게 된다.

X 문의처 :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교육연수부 산업 디 자인교육과 

Tel) 742-2562〜3 
Fax) 745-5519

최근 국내 경제상황은 후발 개도국의 급부 

상과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조치 등의 해외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 상품이 점차 경 

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비가격 

경쟁 분야인 산업디자인의 활성화가 미흡함 

에서 기인한다. 이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 

책의 일환으로 본 개발원에서는 산업디자인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중이다.

산업디자인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상품의 

고부가가치를 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수단으 

로서 우리 제품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상공자원 

부와 KIDP에서는 '생산기술' 및 '과학기술' 

과 함께 '산업디자인'이 제조업의 경쟁력 강 

화를 위한 3대 핵심 축임을 감안하여 산업디 

자인의 중요성에 대한 범국민적인 인식의 확 

산을 유도하기 위해 최고경영자 및 중간관리 

자, 정책담당 관계자에게도 산업디자인 교육 

을 실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분 

석,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정부 관련 교 

육기관, 주요 대학교, 최고 경영자 과정 

(AMP)에 '산업디자인' 관련 과목을 신설키 

로 했다.

교육 내용은 산업디자인의 개요 및 중요 

성, 고부가가치 상품개발에 있어서 산업디자 

인의 역할, 경영전략으로서의 산업디자인, 새 

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산업디자인 국내외 

우수디자인 성공사례 등에 관한 것으로 구성 

하고, '93년 하반기 교육부터 최고경영자 연 

수과정과 중간관리 자 이상의 기술 및 전문교 

육과정으로 나누어 각 교육과정별로 1회 이

상(1회 : 2시간) 실시하며, 강사는 대학교수, 

관련 분야 전문가, 개발원 연구원 중에서 추 

천하고 있다.

대상기관과 학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 한 

국생산성본부•한국무역협회•한국능률협회• 

한국공업표준협회•중소기업중앙회•전국경제 

인연합회•한국산업개발연구원•대한상공회의 

소 • 중앙공무원 교육원 그리 고 서울대 학교 • 

연세대학교 • 고려대학교 • 한양cfl학교 등으로, 

중앙공무원 교육원에서는 6월 21일「산업디 

자인의 중요성 및 역할」에 대해 봉상균 서울 

산업대 교수가 중앙부처 국장급 이상을 대상 

으로 교육을 했고,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6 
월 25일 중소기업 경영자를 대상으로「산업 

디자인의 중요성 및 역할」에 대해 이순종 국 

민대 교수가, 7월 5일〜9일에는 중소기업진 

흥공단의 중소기업체 중간관리자 교육에 한 

석우 서울산업대 교수가「산업디자인의 중요 

성 및 역할」을 성공사례와 함께 강의했다. 

또한 민철홍 서울대 교수는 서울대 AMP 과 

정에서 산업디자인 과목 신설에 따라 8월 11 
일「산업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한 강의를 했 

다.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에서는 '94년부 

터 정식으로 산업디자인을 교육과정에 삽입 

키로 했다.

이 교육을 통해서 경영인 및 중간 관리자 

의 인식 전환과 산업디 자인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를 유도하며, 산업디자인의 중요성에 대 

한 범국민적인 인식의 확산은 물론 산업의 

경쟁력 제고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된다.

산업디자인 및 산업 포장 발전위원회 설치

KIDP는 산•학•연 •관 및 협회, 경제 단 

체, 소비자 단체, 언론 •출판계, 등록디자이 

너, 포장관리사 등 각계 인사들의 의사를 적 

극 반영하여 산업디자인과 산업포장의 연구 

개발 및 진흥사업의 효과적인 발전을 도모하 

고자 산업디자인 및 산업포장 발전위원회를 

분리 • 설치했다.

산업디 자인발전위원회는 연구개발 • 기술지 

도 • 진흥정책 • 정보조사 • 홍보출판• 교육 • 전 

시의 7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했고, 산업포장 

발전위원회는 연구개발 • 진흥정보 • 교육전시

• 홍보출판의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의 기능은 첫째는 장 • 단기 산업디 

자인과 산업포장의 연구개발 및 진흥정책 방 

향 설정에 관한 자문 및 협의, 둘째는 산업디 

자인과 산업포장의 현안문제에 대한 연구 및 

건의, 셋째는 기타 원장이 요구하는 정책문제 

에 대한 조사 연구 및 건의 등이다.

본 회의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되 

며, 분기별로 1회를 개최하고, 분과위원회는 

월 1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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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P 조직 개편 및 인사 발령

기획관리본부

원 장

진홍본부
산업디자인 

지도개발본부

산업포장 

지도개발본부

부설 

시범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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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장
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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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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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각
디
자
인
개
발
실

관업생회 

산

리 무기 계

과과과과

- 산업포장지도개발본부장 （이대성）

•부장급 전보

— 제품디자인개발부장 （이명용）

- 시각디자인개발부장 （오국영）

— 공업포장개발부장 （남병화）

一시범공장장 （한상환）

• 과장급 전보

一 부산지부장 （이창국）

- 감사실장 （김형필）

— 경리과장 （구자웅）

- 제품디자인개발 1실장（정주훈）

- 제품디자인개발 2실장（박희면） 

一시각디자인개발실장 （김재홍）

— 회계과장 （김병식）

총
 무
 부

T

匸 
진
 홍
 부
 

I-

KIDP는 지난 7월 6일, 현재의 연구개발 

본부를 산업디 자인지도개발본부와 산업포장 

지도개발본부로 이원화하는 한편, 산업디자 

인지도개발본부를 제품디자인개 발부와 시각 

디자인개발부로 나누었다. 그리고 포장디자

인팀의 소속을 포장쪽에서 시각디자인쪽으로 

전환시키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그에 

따른 인사발령은 다음과 같다.

• 본부장 승진

- 산업디자인지도개발본부장 （박한유）

- 공업포장개발부 （이명훈）

- 제품디자인개발실 （윤명복）

•차장승진

- 기획차장 （신을재） 一 조사차장 （이준영）

•직무대리

— 포장디자인개발실장 직대 （박선영）

줌沙居에 대한 U지인 • 亜 개발 지원 확대

KIDP는 중소기업에 대한 디자인•포장개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의 일환으로, 종업원 20 
인 이상의 전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 

사를 실시하여 디자인 • 포장 개발이 시급한 

1,000개 업체를 선정키로 했다. 또한 선정된 

업체들의 디자인 • 포장개발 및 기술지도 • 관 

련 정보 제공과 더불어 공업발전자금의 지원 

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디자인 • 포장개발 지원의 확대 배 

경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산업디자인 • 

포장 개발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 

고 전문인력•관련정보•신제품 개발 자금 

등의 부족으로 모방 ♦ OEM 생산에 의존, 국 

제 경쟁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경제 7대 과제 

의 하나인「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효과적 

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최근 잃어가고 있는 

가격경쟁력을 비가격 부문에서 충분히 만회 

하여 종합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 

한 과제이며, 이의 해결 방안으로 산업디자인 

과 포장 수준 향상이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다.

JAPAN PACK '93 참관 및 
일본 포장업체 견학 파건 안내

KIDP에서는 해외 유명 포장전시회 참관 및 포장관련 업체 견학을 

통하여 각종 최신 정보 자료를 수집 •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본 （동경）에서 개최되는 '93 일본국제포장기계 （JAPAN 
PACK '93） 전시회 참관 및 일본 포장업체 견학 조사단을 다음과 

같이 모집한다.

1. 주최 : Japan Packaging Machinery Manufacturers Association
2. 주제 : Technology with a Heart for People and the Environment 

（인간과 환경과의 조화된 기술）

3. 파견기간:'93. 9. 13（월）〜9. 17（금） （4박 5일）

4. 전시장소:Tokyo International Trade Fairgrounds-Harumi
5. 전시품목 : 포장기계, 포장자재, 포장자재 가공기계, 식품가공기계, 

기타 포장관련 기계

6. 참가 업체수: 500개 업체 3,500여 부스

7. 신청마감: '93년 9월 4일（토）

8. 참가문의 :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조사과

T이 : 02） 744-0226, 745-7249
Fax ： 02） 745-5519, 765-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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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원 담장에 벽화 등장

젊음과 낭만의 거리 대학로에 새로운 명물 

인 벽화가 등장했다.

산업 디자인포장개발원은 한국현대 디자인실 

험작가협회 소속 27명의 작가가 90cm x 150 
cm인 벽면을 하나씩 담당하고 3개면은 공동 

작업으로 처리, 개발원의 30개 담벽을 벽화 

로 장식했다. 디자이너들이 그림을 그리면 전 

문 도공들이 벽면에 페인트로 처리하고 내구 

성을 위해 코팅을 했다.

8월 21일에 공개된 이 벽화 작업은 무보수 

작업인 것이 특색이다. 이 작품들의 가격을 

돈으로 환산하면 10억원 정도이지만 그 이상 

의 가치가 있으며, 공공건물 특히 디자인 중 

심지인 개발원 건물에 예술작품이 그려지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 협회 백금남 회장은 협회 차원에서 “올 

해 처음 열리는 디자인주간에 봉사하고자 이 

작업에 참여하기로 6월 27일 회원들의 모임 

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모임에서 그림 

의 방향도 설정했는데 먼저 개성이 다른 27 
명의 작가의 작품 통일을 위해 21세기를 바 

라보는 미래지향적인 주제를 설정했다.

口자엔진문11육 안내

지 " 디자인과 언N 지〔 기 Color-Planning
9/ 13 
（월）

오리엔테이션 KIDP
인쇄기획 이유집 

（월간 인쇄문화 

편집주간）

크리에이티브 

원색분해/ 

제판

이규용

（중앙전자 사장）

9/ 14 
（화）

잡지, 단행본, 

포스터, 카탈로그 

PR지 인쇄

윤형 규

（광명인쇄 （주） 

부사장, 그래픽 

디자이너）

9/ 15 
（수）

연포장 인쇄

（그라비아 인쇄）

이 건재

（율촌화학 생산담당 

이사）

특수인쇄 （섬유, 

합성수지, 기타 

인쇄）

이 왕

（삼우상사 사장）

9/ 22 
（수）

오리엔테이션 KIDP
한국의 전통색과 

보자기

허 동화

（한국자수박물관 관장）

출판물의 색채 

연구-숫자로 

익히는 색채감각

여홍구 

（동아일보사 

아트디렉터）

9/ 23 
（목）

색채의 성격과

환경색채

김 경영

（라미환경미술연구원 

원장）

의복과 색채 이 인 자 

（건국대학교 생활문화 

대학 의상학과 교수）

9/ 24 
（금）

산업제품 색채 계획 이복 신
（아아1앨易| 실장）

색채관리, 최신정보 정영 렬 

（KBS 한국색채 
연구소연구원）

1•개최일자: •디자인과 인쇄:9. 13（월）〜9. 15（수） 14：00〜18：00
• C이or Planning： 9. 22（수）〜9. 24（금） 14：00-18：00

2. 교육장소 : •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본과 강의실

3. 수 수 료: ♦디자인과 인쇄 : 120,000®/ 1 일 선택수강시 45,000원
•Color Planning： 120,000S/ 1일 선택수강시 45,000원
•할인대상（20%）-개발원 등록디자이너, 

디자인포장 정보회원사, 대학（원）생

4. 신청방법수강료 및 참가신청서

1） 직접 신청접수

2） 전화상담-수강료 온라인 입금-입금증 사본과 참가신청서를 Fax로 송부 

•국민은행 : 031-25—0000 — 533 （예금주 :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상업은행: 112-01-기2081 （예금주: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5. 교육상담:교육연수부 산업디자인교육과

Tel） 742—2562/ 3

KIDP 향후 사업추진 지표

KIDP 는 현재 지도 • 개발에 치중해 있는 

사업 비중을 진흥 업무쪽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 지도 • 개발: 진흥업무 비중을 현재의 7:3 
에서 '93년 하반기에는 5： 5로, 2000년부 

터는 2： 8로 한다.

一 개발 : 지도 비중을 현재의 7:3에서 '93년 

하반기에는 5:5로, 2000년부터는 2:8로 

한다.

一 자체개발: 위촉개발의 비중을 현재의 4 ：6 
에서 '94년부터는 5 ： 5, 2000년부터는 지 

도를 위한 자체적인 기초연구 등만을 수행 

한다.

KIDP는 민간 자생의 기틀 마련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개발 부문은 점차 민간 주도로 

전환시킴으로써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을 맡 

고, 2000년대에는 진홍 업무에 주력하는 종 

합 진흥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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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포장 정보회원제 이용 안내

우리 개발원은 국내 산업디자인 •포장 관련 산 • 학계 및 단체 종사자들의 연구활동을 돕기 위하여, 

'93년에 이미 투자한 1억원을 시발점으로 향후 5년간 총 5억원을 투자, 관련 도서자료를 대폭 확대하여 국내 

유일의 디자인 - 포장 정보제공의 메카로 그 시스템을 구축, 새로운 차원의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디자인 • 포장 정보회원제'를 한층 개선하여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디자이너 및 포장 

전문가들에게 실제 필요한 자료를 신속히 제공하고, 보다 많은 이용을 위해 '93년 6월부터 연회비를 A회원 

100,000원 （종전 200,000원）, B회원 50,000원（종전 100,000원）으로 50%씩 인하하였습니다. 또한, 

'산업디자인' 및 '포장기술'지를 최신 정보 및 기술 위주로 편집체제를 대폭 개편, 회원에 한하여 무료로 

구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회원들께서 납입하신 회비보다 더 많은 혜택으로 환원되는 개발원의 새로운 '정보회원제에 많은 

참여있으시기 바랍니다.

■ 회원가입

• 회원의 종류 및 연회비

A 회원 단체 및 업체 연 10만원

B 회원 개인 연 5만원

• 가입절차:회원가입신청서（소정양식）와 연회비 납부

• 회원자격:

A 회원一디자인 • 포장 기업체 및 단체

B 회원 一디자이너, 포장전문가, 관련 전공학생, 기타 디자인 및 

포장에 관심이 많은 자

• 회원기간:가입일로부터 1년간

• 은행 온라인 계좌（예금주 정제원） :

조흥은행: 325-01 -0기461
한일은행: 이2-158421-이—001

■ 기타 회원 혜택

• 개발원 발행 유가간행물 할인（20%）
• 광고게재료 할인（20%）
• 개발원 교육연수 수강료 할인（20%）
• CAD 장비 사용（주 1회, 2시간 ; 토요일 ）

• 열람 및 복사 서비스 할인

• 산업디자인 또는 포장기술지 무료

• 초신 정보 및 기술정보 우편 서비스

• 해외문헌 정보검색 및 원본 서비스（비회원-불7능）

• 기타 개발원 발행간행물 무료 서비스

■ 정보서비스 종류

종 류
수 수 료

비 고

회 원 비회원

•열람서비스 무료 무료

• 복사서비스 順：30원（1매당）
B4： 35원。매당）

川：40원（1매당） 

84：50원（1매당）

•산업디자인 또는 

포장기술지

무료 산업디자인 : 30颐원 

포장기술지 ： 18,000원
회원: 1년 구독권

•뉴스레터 무료 — 회원:년 구독권

•최신 정보 및 기술 

정보 자료 우편 

서비스

무료 — 회원

（월회 한）

• 기타 개발원 발행 

간행물（기증본）

무료 —

• FAX 서비스 무료 — 회원

（월歯 10매한）

•해외 문헌 정보검색 

및 원본 서비스

가능 불가능 수수료 별도

• 기술상담 서비스 우대 무료

• 개발원 행사 정보 

（교육안내 및 

홍보물）

무료 -

■ 문의처

서울 종로구 연건동 128-8
산업 디자인 포장개 발원 교육연수부 자료실

Tel: 02）762-9137
Fax： 02）745-5519

乡 懊啜게罰



『디자언 주간』잉사

일 시 장 소 헹 사 내 용 비 고

'93. 8. 27 （금） 

（10：00）

산업디자인포장개 발원 

(KIDP) 운동장

rKIDP 담장벽화 제막식』 -30면 담장벽화

-행사 문의 :총무과 02) 762-94이

'93. 9. 1 （수） 

（10:00）
세종문화회관 소강당 『디자인 주간』기념식

一산업디자인 발전유공자 포상

一산업디자인전람회 수상자 시상

-우수디자인(GD) 상품 대상 시상 

一우수디자인개발 성공사례 발표

一초청자 참석 (500명)

-행사 문의 :진흥과 02) 766-6705

'93. 9. 1〜15 

（개막식 11：30）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KIDP) 전시장

『제28회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 -전국 디자인 관련 학생 , 

일반인, 기업디자이너

-행사 문의 :전시과 02) 745-7249

'93. 9. 1-15 산업디자인포장개 발원 

(KIDP) 전시장

『우수디자인(G이 상품전시회』 -산업디자인전람회와 동일

'93. 9. 2（목） 

（14： 00〜16:06）
스위스 그랜드호 텔 

회의실

『디자인개발성공사례 발표대회』

■수상자 시상

-산 • 학 • 연 디자이너 및 업체

-성공사례집 발간 및 VTR 제작

—행사 문의 조사과 02) 744-0226

'93. 9.4 （토） 

（17： 30〜21：00）

산^ 디자인포장개발원 

(KIDP) 운동장

『디자이너의 밤 행사』

-야외무대 설치 공연

-전국 디자인 관련 학생 및 

디자이너, 일반인 등

-행사 문의 :교육연수부

02) 742-2562

'93. 9. 6〜9. 7 

（10:00〜18:40）

KOEX 대회의실 

삼성동)

『한일 공동 세미나』

-강사 : 한국 4명, 일본 4명

- 대상 :산 • 학 • 연 관련 디자이너

- 제목:지역적 문화 구조와 디자인 

전략, 차세대 세계시장의 디자인 

정책 등(유료)

- 행사 문의 :교육연수부

02) 742-2562

'93. 9. 14

9. 15
10. 12

10. 13

대전상공회의소 

마산상공회의소 

광주상공회의소 

전주상공회의소

『산업디자인성공사례 지방순회 강연회」 -제목:지역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방향, 제품디자인 성공 사례

-강사: • 지역 대학 교수

• KIDP 연구원

-대상:지역 디자이너, 기업인, 학생

-행사 문의 :교육연수부

02) 742-2562

'93. 9. 24〜28

93. 10. 8〜12

부산상공회의소 

광주상공회의소

『산업디자인전람회 지방이동전시』 -대상:기업 관련 디자이너, 학생

-행사 문의 :전시과 02) 745 - 7249

毋 懊樱게圖



新휴먼테크는 사랑입니다

1993년
삼성전자 新휴胡I코 선포

왜, 휴먼테크에“新”을 붙였을까?

휴먼테크가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키워주신 국민의 기업이므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시대적소명의식으로 

거듭태어나는新휴먼테크.

“新" 에 담긴 새로운 기업철학을 바탕으로

고객사랑 • 제품사랑 • 환경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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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믿음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합니다.
•고객이 안증한제품만을 생산하는 

고객 사잔품질인증제 도입

•생활속의 작은 불만도 놓치지 않으려는 

주부모니터제 살시

•전국 3,200개통힙서비스망구축

•장애인전용공장 •학생과학관건립 둥 

각종 사회공악사업 전개

첨단기술로 쾌적한 미래■ 만드는내가 사용할 제품이란 마음기習으로 
처음부터 완벽한 저품을 만들어 갑니다.

•전채종업원의 20%를 넘는9000여명의 연구인력 

•국내촤다산업재산권 출원（5,977건/92년）

•최근 3년간 1조 5천악원이 넘는 연구개발비 투자

•연간 1천억원의 협력화사 가술걔발자금자원 

•세涮이軻拄碼刑

（13개국에서 만들고 120여개국에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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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개공장모두환경우수사업장 선정

•신정화공법 • 신포장가술 • 무공해에너지 및 

자원재활용 둥 환경잔분야연구에 

년 300여억원 투자

•산과 하천가꾸기 • 환경자먜학교 결연 • 

한강물 돠살리기 심포지움 매월 개최등 

환경보존운동에 참여

기술의 힘으로 세계와 겨루는

삼성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