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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orrelativity between a 

Frontier Spirit of lndustria l Design ers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Under what economic circumstan ces are 

we at present? 

lt is too shocking a ch ance to ascribe its 

cause to merely b y acc iden t' . Who can 

have imagin ed being forced to be supported 

by I. M. F . just on the eve of the age of the 

n a tional a nn ual income per cap i ta $ 

10 .000 . the number of cars 10 .000.000. 

a nd the number of houses 10.000.000? The 

h a nds of a c lock in Korean his tory h as been 

turned ten years backwards. For the past 

six months of I. M.F. system our everyday 

li fe h as be en co mpl ete ly c h anged. Our 

li v ing standard h as b ecom e t h at of ten 

years ago just as a reel of fi lm is [orced to 

be rewound speedily. A s imple dream of the 

age of the natio n a l annual incom e per 

capita $ 10 . 000 h as in a m oment b ee n 

transformed into a disa ppointing dream of 

the age of $ 6.000. the level a t the end of the 

eighties. What with mass unemp loyment . 

high prices of commodit ies. salary reduction 

and slump in pri ces o[ houses . nationa l 

assets h as dwindled just as it has thawed. 

Accordingly. such myths as full employmen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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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 e long jobs and r ea l es t a te m yt h. b y

produ cts of hi gh - d eg ree growth hav e 

disappeared. lf we should fail in restructuring 

government and industr ies. it wiII result in: 

unchangeable nationa l a nnua l income per 

capita $ 5. 000. economic growth rate minus 

or 1 % leve l. high prices of commodities 

incr eas in g by mor e than 5%. hi gh 

unemployment rate 7% or so. lf we fail in 

or delay our restructuring them. it is hard 

f or us to look on th e brigh ter s ide of our 

economic situations. It is reported that we 

ha ve been suffering from the wo rs t 

economic crisis after Korean Wa r. that is 

we are now leading our lives supported b y 

I. M.F. 

In conseque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 ese n t some ways to reinf orce 

national competitiven ess der ived from a 

frontier spirit of industria l design pioneers. 

w hi c h 1 b e li eve ca n be the Wisdom o[ 

Solomon' wi th wh ich we can ti d e over 

national economic crisis and survi ve the 

cold wave . Besides. at present wh en we are 

b eing suppo rted by I. M. F.. this study in 

pursuit o[ beauty from the smalI' trying to 

think small. not big. is intended to present 

some ways as a philosoph y of design so as 

to overcome th e tide of being forced to be 

supported by I. M. F 

Th e fo ll owings are demonstrated 

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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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purpose of t h is study: 

First. as fa r as his torical backgrounds of 

industrial design and pioneers' frontier 

spirit are concerned. they are ana lyzed 

focusing on how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ided over internat ional economic 

panics occurring in the twenties. Second. as 

far as the pursuit of the turning point of 

industrial design is con cerned . t h ey are 

thoroughly inv est igated and a nal yze d 

centering around the standpoints of 

ergonomics and ecology of industrial design 

Third . In other to inspire self-confidence of 

we- can- do - i t k ee ping i t in mind tha t 

national competitiveness wholly depends 

upon d esign . 1 would like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industrial design attaching 

importance to the settlement of the 

questions. Why does national economy or 

existence of enterprises depend on design? 

Why do we have to compete with oth er 

countries in design? 

1 . 서론 

시각 디자인은 미적 효용성과 의사소통이리는 두가 

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며 이려한 목적은 형태를 통 

해 가시화 된다. 이러한 디자인 과정은 인간의 사고에 

의해 본질을 추출해내는 추상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Visual Communication Design이 단 

순화와 생략을 통해 추상으로 접근하는 하나의 추상과 

정이라는 전제하에， 추상의 의미와 추상과정 속에서 

도출되고 또 요소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추상형태들에 

대한 분석， 그리고 추상형태가 커뮤니케이션 과정속에 

서 어떻게 의미화되며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셔 형태라함은 조형작업 

에서 하나의 구성 요소로서의 형태 ， 즉 하나의 단위로 

서의 형태에서부터 전체구조에 관계하게되는 기능적 

의미의 형태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하 

고자 한다 이것은 단순한 하나의 점은 그것 자체로 

하나의 독립된 의미를 지닐 수 있으며 다른 구성요소 

들과 함께 전체 속에셔 하나의 요소로 기여 할 수 있 

다는의미가된다. 

1I. 추상의 개념과 추상형태의 형성배경 

1. 추상의 개념 

추상(Abstract. Abstraction)이란 말은 라틴어 

abstrahere에셔 유래 I) 되었다. 이 말이 갖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대상의 전체에서 하나의 계기나 부분을 뽑 

아내는 과정2)이며 ， 이때 중요한 정표들이 분리되어 끄 



접어 내어지고(적극적인 추상작용) , 다를 것들은 사장 

(擔象)된다(소극적인 추상작용: 어떤 것에서 떼어냄)， 

그러므로 추상과 사상은 동일작용의 %L측면을 이루는 

것이 된다 또한 추상은 자연의 물질적인 제한에서 이 

탈되고 성스러운 것과 합체하여 구상적 형태에 얽매임 

이 없는 본질적으로 비구상적인것， 즉 영혼의 상태를 

표현히는 것3)으로 규정되기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추상은 본질적으로 미적 탐구의 미학이요，인간 심층의 

표현4 )이라고 이해되어진다. 

예술에서 추상이라는 말은 보렁거의 〈추상과 감정이 

입 Abstraktion und Einfü!ung)) 5)이 출판된 

1908년 이후 시용되었으며 미술에서는 1910년대에 

이르러 칸딘스키 (Wassi!y Kandinsky)를 기점으로 

추상 또는 추상 미술이라는 말이 언급되기 시작하였 

다 추상미술은 넓은 의미로는 대상을 사실 그대로 묘 

사하지 않는 입장의 예술을 총칭하며 색채， 형태등에 

서 전통적인 회화의 관념을 거부하면서 나타났다. 

알프레드 바(Alfred Barr)는 추상을 동사적 의미 

와 명사적 의미로 구분해 주고 있다. 동사 to 

abstract는" , 에서 추출해 내는， 발라내는 것을 의 

미하나 명사 abstraction은 이미 " , 에서 발춰l된 것， 

추출된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피카소의 큐비즘 작품 

은 어떤 것에서 추출해내는 또 발쉐해 내는 동사로서 

의 to abstract에 상응되고， 말레비치 (Kasimar 

Ma!evich)의 완전한 기하학적 사각형은 현실과 아무 

런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abstraction에 해당 

된다는 것이다 6) 같은 의미에서 알프레드 바는 기하학 

적인 혹은 비정형 형태와 추상적 요소로 조형하는 예 

술가들은 순수 추상의 영역에 있으며 ， 자연 형태에서 

출발하지만 추상으로 흑은 거의 추상에 가까운 형태로 

변형시켜 조형하는 것을 준(準)주상 (near-

’ 99한국디자인포듬 4호 

abstraction) 7l이라고 분류한다. 알프레드 바가 나눈 

범주는 본질에 접근한다는 추상의 의미상에 있어서는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된 것이며， 그 조형 구성상의 출 

발을 자연적 대상에 두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의 문제에서 비롯하는， 결론적인 형태를 기준으로 하 

고 있다 이는 결국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시각화 

하는 조형과정에서 그 조형요소가 사실 세계에 기반을 

둔 것인가의 문제이다. 모든 시각 디자인이 최종적으 

로는 형태의 미적 어필과 효용의 합일을 이상으로 하 

는 한 「조형적으로 아름다우면서 내용을 잘 전달 

<Communica te)하는 형태」의 창출은 디자인 과정의 

실질적인 목표일 것이다. 그러면 이 두 방향의 추상을 

비주얼 디자인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1) 오광수 「추상미술의 이해」 서울 일지사 1988. p46 

2) Max Müller. Aldß Halder rKleines Philosophisches 

WörterbuchJ Freiburg/ in Br 1980 강성위역 서울 이문출판사 

1988 p 318 

3) 임영망 「현대미술의 이해」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9. p211 

4 ) 이일 「현대미술의 궤적」 이일 미술평론집 서울 동아출판공사 

1974 P 49 

5 보링거에 의하면 서앙의 고전적 미술은 감정이입 충동에 근원을 두며 

이 원리에 의해 설염될 수 있으나 원시미술이나 오리엔트 미술은 오 

히려 추상충동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으로서 고전적 미술과는 별개의 

원리하에 두어야한다 그러고 감정이입충동이 인간과 의계와의 행복 

한 임신론적 신화관계를 조건으로 삼고 있는데 반해 추상충동은 세계 

의 현상에 의해 야기된 인간의 커다란 내적 불안으로부터 생긴 것이 

다 이것은 인간의 합리주의적 발전이 생명현상의 수수께기를 울지는 

못한다는 것을 의식하고 이해함에 따라 의계의 대상을 그 자의성과 의 

관상의 우연섬으로부터 추상화하고 영원화하며 그러하여 무한한 내적 

불안으로부터 해망되려고 할 때 언제나 존재하게 된디는 것이다 이 

충동에서 샘져나는 앙식의 특징은 묘사가 평면화되는 동시에 공간적 

효과가 억업되어 오로지 딘일 형태가 표현된다는 점에 있다 

Wilhelm Womnger r Abstraction and EmptYJ A Contribution 

to the Psychology of Style 권원순 역 「추상미술의 이해」 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1982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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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오광수 앞의책 p 54 

ï) Al f red 니 Barr J r rDeflning Modern ArtJ Selected 

Wrl1 in gs of A lf red H Barr Jr New York Harry N 

Abrams . Inc 1986. P 85-86 

rCub lsm and Abstract Ar tJ New York Arno . 1966 p 12• 13 

1) 단순화의 방향으로서의 추상 

추상의 개념을 알프레드 바가 제시한 두개의 방향으 

로 니누어 비주얼 디자인 CVisual Communication 

Desìgn)에 적용시켜 볼때 첫째는 동사적 의미의 to 

abstract 즉， 과정으로서의 추상이라는 개념ξ로 이 

해되어 진다 이는 양식화Cstylization) , 단순화 

Csimplification)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으며 , 또한 

「디자인상의 경제 원척」이라고도 표현된다 이려한 

추상의 방호t은 단지 외형을 단순하게 처리히는 것이 

아니라 디자이너가 추구히는 본질을 보다 명확하게 

표출 시키기 위한 조형 방법으로， 표현하고자 히는 아 

이디어의 본질을 혼란시키는 요소들을 과감히 배제， 

의도하는 효과에 충실한 요소， 즉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의 형태의 본질만을 집약시키고 비본질적 요소 

는 과김히 배제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는 자연 대상에서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해나가는 

과정이기도하다 

G 

이 방호노은 아른하임 CRudolf Arnheim)이 말한 대 

상의 표현을 최소한의 구조적 특징으로 제한하려는 

「단축된 표현」과도 같다. 또한 그는 『이러한 것의 극 

단이 때로 「본질에로의 환원 Cstripping to the 

essen tials) J을 의미한다는 것은 옳다 그리하여 생 

략법 Comission)은 대상의 이미지를 알아보는 것을 

어렵게 하지않고 더 쉽게 하여 준다』8)라고 그 효과를 

설명한다. 이는 지각되는 자극을 단순화시킴으로써 사 

실적인 형태에서보다 완결된 이미지를 발산하고 메시 

지 전딸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것이다. 시각 디자 

인에서 이러한 단순화의 방호k은 각종 사인， 심볼， 지 

도에서 또한 포스터 , 광고 등에서 나타나는 간결하게 

양식화된 형태로 표현된다. 

그런데 이러한 간결화된 최소한의 시각적 단서 

Cvisual clue)에 의한 조형 작엽은 형태를 지ζL응F는 

사람의 창조적 경험 또는 풍부한 상상력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시각물의 소구대상자와의 

관계에서 객관화되는 적합한 형태로 추상화되지 못했 

을때 커뮤니케이션상 흔란을 야기시키기도 한다 

8) Rudolf Arnhe ll11 김춘일역 「미술과 시지각」 서울 기린원 1986. P 177 

2) 창조로서의 추상 

자연형태에서 출발， 점진적으로 양식화해가고 도식 

화해가는 경향으로서의 추상의 개념과 함께 시각 디자 

인에 있어서의 추상의 디흔 한 방호t은 사실적 세계와 

무관하게 어떤 개념적 이미지， 즉 기존 세계에 존재하 

지 않는 형태의 창조라는 방향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추상의 방호t은 결국 시각커뮤니케이션에서 하나의 시 

각어휘 (visual vocabulary)로서 의미를 가지는 새 

로운 형태라는 결과를 낳게되며 이러한 조형언어들은 

조형활동에 의미론적， 미적 풍부함을 더해주고 시각 

커뮤니케이션의 확장에 기여하게된다. 

여기에 삼각형， 사각형， 원을 기본3로 히는 기하학 

적 추상형태와 바우하우스에서 칸딘스키와 잇텐 

(Johannes Itten)의 조형교육에서 중심이 되었던 

내적 울림， 즉 감정이나 정서적 에시지를 방출 또는 

전달하는 자유로운 비정형의 드로잉에셔 발전히는 표 

현적 추상형태 등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러한 형태들 



과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지며 그 발전 

가능성은 무궁하다고 하겠다 새로운 개념의 생성과 

그것의 전달의 필요성은 새로운 형태의 창조를 요구하 

며，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효과적인 형태는 서로 필 

요충분적이며 유기적인 관계를 지닌다고 하겠다. 

2 . 추상형태의 형성 

추상의 근거는 인간이 생각(사고)하는 동물， 즉 호 

모 사피엔스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무리를 이루면서 

서로 의사 소통을 해야할 필요가 생겼고 선사시대의 

원시인들은 문자에 앞서 정보를 기록하고 전달하는 초 

보적인 방법으로 그림을 이용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여기에 나타나는 것들은 단순화된 기호나 도형들로 그 

림문자(pictograph)이며 어떤 것은 생각이나 관념을 

나타내는 표의문자 혹은 상징 (symbo]) 9)이다 

따라서 이들의 도형들을 단순화와 %낮1화의 경향으 

로 발전된 추상 형태의 최초의 발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추상형태들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중국의 

문자 등에셔도 나타나며 ， 이러한 고대의 것들과 함께 

로마네스크， 고덕시대의 일부 작품 가운데서도 강한 

추상적 의지가 내포되어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 

서 자연주의적 성향과 더불어 추상적 의지는 시대와 

지역을 초월한 보편적 요소로서 인류 역사에 점철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 0) 

그런데 역사상에 나타나는 추상형태는 어떤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한 의미의 체계로 등장하고 있다. 주술 

적， 상징적 기호로서 제의적인 목적， 종교적 목적을 

띠고 있으며， 때로는 특정 부족이나 종족의 문장으로 

의 기능을 지니는 장식적인 목적도 있었다. 말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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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은 어떤 목적에 상응하는 도형으로 나타났다는 것 

이다. 

현대에 이르러 조형 요소로서의 형태， 특히 추상형 

태는 회화와 디자인 양면에서 똑같이 중요한 구성요소 

로의 역할을 해왔지만 그 기능적인 면에서는 다론 의 

미로 이해되어졌다. 이는 형태가 시각디자인(Visual 

Communication Design)에 있어서는 미적 효용정 

과 함께 내용의 전달이라는 커뮤니케이션 기능에 부합 

하는 면으로 발전되어 온 반면， 회화에서는 형태와 형 

태의 발전된 개념으로서의 형식 자체가 목적이 된다라 

고 하는 점이다. 20세기에 들어와 등장한 추상회화에 

있어서의 형태는 대상의 형식적 요소， 즉 형태자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온 반면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역사상에 나타난 상징적 추상형태들은 어떤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한 의미의 체계로 발전해왔다는 

점에서 시각 디자인에 있어서의 형태의 의미와 더욱 

부합한다고 하겠다. 이는 「산엽 디자인은 그것이 하나 

의 문화전달자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미학적 중요성을 

갖지만， 예술의 영역에는 속하지 않으며 이러한 기능 

은 예술이 현대사회에서 수행하는데 완전히 실패한 역 

할」 ll )이라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의미있는 

실체， 즉 형태를 추출해 내는 디자인 과정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형태의 구조를 이루는 구성요소들에 

의 이해로부터 출발 해야 할 것이다. 

9) P B. Meggs 월간디자인역 「그래픽 디자인의 역사」 서울 월간 

디자인 1985. P5 

10) 오광수 앞의책 P58 

11 ) 비실리오 우리베 산업미술이 20세기 미학에 끼친 공헌 Unesc。

rThd Arts and ManJ Paris . Imprineries de Bobigny.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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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Visual Communication Deign에서의 추 

상형태의 특성과 의미작용 

1. 추상형태의 유형과 특성 

시각 디자인에서의 추상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단순화와 새로운 형태의 창조라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 결과로서의 형태는 자연적 세계와는 거리가 

먼 추상형태로 나타난다. 

디자인 과정이 의미있는 형태의 창조리는 목표에 이 

르는 것이라고 했을 때 이말은 추상의 본래적 의미인 

본질의 추출이라는 것과 상통한다 그러나 이러한 디 

자인 과정이 반드시 그 형태에 있어서 비재현적일 필 

요는 없으며 오허려 사실세계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큐비즘 이후 시각 예술의 세 

계에서 현재까지 끊임없이 추구해온 추상이 비재현적 

형태로 나아가고 있으며， 넓은 의미에서 추상미술을 

「대상을 사실대로 묘사하지 않으며 형과 색채를 추상 

적으로 탐구히는 시각 예술」이라고 하는 일반적 의미 

와의 연관 속에서 추상형태를 파익「하도[자 한다. 

형태는 점， 선， 면을 기본 요소로 생성된다 점， 선， 

면은 각각의 내적인 에너지의 원리와 현상적 특질을 

지니며， 이러한 각 요소의 성격은 보다 복잡한 형태 

속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속된다. 각 형태 요 

소는 또한 그것이 가시화하여 하나의 형태로， 즉 점의 

형태， 선의 형태 등으로도 유용하다 또한 각 기본 요 

소로 구성된 형태는 현실형태와 추상형태로 나누어 질 

수 있으며， 추상형태는 다시 기하학적 추상형태와 비 

기하학적 추상형태로 구분 할 수 있다 

기하학적인 형태와 비기하학적인 형태가 함께 새로 

운 하나의 형태를 이루어 내는 보다 복합적인 추상형 

태도 가능하다 그러면 각 형태의 특성을 개괄해 보 

기로하겠다. 

1) 기하학적 추상형태 

「영국의 과거와 현재」라는 주제를 표현한 그림 l 에 

서 나타나듯이 사실적인 묘사적 이미지와 대비된 기하 

학적 형태로 구성된 이미지가 「현대」를 의미한 조형요 

소로 사용되고 있으며 ， 이러한 기하학적 형태는 현대 

의 대표적 조형요소의 하나이다. 

이려한 기하학적 형태는 수단 즉， 어떠한 형태이든 

지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만들 수 없다. 정확 

한 기하형태는 어느 정도의 수학적 질서와 수학적 구 

조 또는 물리학적 구조를 가진 도구를 λF용하여 제작 

된다. 자나 콤파스로부터 복잡한 기계에 이르기까지 

기계는 모두 법척적A로 작용하고 또한 그 $ε을 측정 

af깅 I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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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Sibley/Peteet 영국의 과거와 현재 1984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단을 매개로 하여 만들 

어지는 기하학적 형태는 객관화 될 수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12) 객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확한 

복제가 가능하디는 의미이며 따라서 이러한 재현 가능 

성은 기하학적 형태의 한 특성이 되는 것이다. 이는 

기하학적 형태가 추구하는 것은 각 개인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보편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기하학적 형태의 시각적 특성은 타 형태와 비교해 

볼때 무엇보다 잘 정리되어 있고 규척적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명쾌한 인상을 준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시각적 쾌감은 기하학적 형태를 현대에 받아들여지게 

하는 큰 이유가 된다. 그런데 기하형태의 이러한 단순 

성은 시각적으로 명쾌할 뿐 아니라 또한 복집승F고 다 

양한 현대사회의 시각물들 속에서 간결하면서도 강한 

인상을 줌으로써 전달의 효괴를 높이는 형태로 많이 

이용된다 

.톨·‘ξ‘~ 
.，.톨톨 ‘ f 삐-.-톨 

그럼2 비기학적 추상형태의 예 

12) 이성실 C71하학적 형태의 형성파 그 전개」 홀익대 석사논문 서울 

1985 P 4• 5 

2) 비기하학적 추상형태 

비기하학적 추상 형태는 이름 자체가 나타내듯 그 

한계가 참으로 모호한 듯하다 그러나 그러한 성격 

자체가 비기하학적 추상형태의 한 특성이 되기도 한 

다 비기하학적 추상 형태는 언어적 의미 그대로 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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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중 기하학적이지 않은 추상형태들을 포괄하는 개 

념이다. 그림2에서 보듯이 이 범주에는 보다 다양한 

형태들이 포함된다 오늘날과 같은 인쇄 매카니즘의 

발딸이 미흡했고 현재와 같은 디지털 매체를 예견하지 

못했던 시대에 있어서 기하학적 추상형태는 기계를 

이용， 재현하기도 하고 또 몇 개의 기본형을 추출해 

내기도 했지만 이 비기하학적 추상형태들은 비재현성 

즉， 일회성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똑같은 

형태로 재현하기란 거의 불가능1 3)했으며 이러한 속성 

은 이 형태들을 비기능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렸으며， 

근대디자인사의 중심에서 밀려나는 형태로 만들었는지 

c 0 딛_，L 14) 
J- J-τ=- ..， 

그려나 인쇄 메카니즘의 발달과 칸딘스키의 내적 필 

연성의 외적 표현이라는 주관적인 태도에서 비롯되는 

표현주의적 추상세계의 시작， 양차 세계대전을 겪으면 

서 나타나는 이성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다다이즘， 

기능적인 디자인 원리의 실현이라고 할 바우하우스의 

성공에서 오는 일종의 여유와 지적， 기능적 조형에서 

의 식상함 등에 따론 새로운 시도와 거의 완벽한 복 

제를 가능케하는 디지털 매체의 발전 등은 보다 자유 

로운 형태에 대한 욕구를 낳게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비기학학적 추상형태는 기하학적 추상형태와 함께 현 

대적 형태로 자리집-ot가고 있는 것이다. 

이 비기하학적 추상형태들은 기하학적 추상이 대상 

의 재현에서 탈피 ， 존재의식을 기하학적 형태로 표현 

하기도 하고， 대상으로부터의 직접적 탈피로 순수 요 

소의 추줄이라는 추상의 방향으후 나아간 조형예술가 

들과 이론가들에 의해 성립된 것과 그 추구하는 바는 

본질상 같은 방향으로 진행된 결과이다 그러나 이들 

형태에서 보듯이 기하학적인 추상형태에 비해 비기하 

학적 추상형태는 인간의 내적 본질의 세계를 표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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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감정이나 정서적 메셰지를 방출 또는 전달하는 일 

종의 시각적 제스처로서의 표현이리는 면에서 전개되 

어 왔다. 그런데 이들 비기하학적 추상형태는 그 현 

상적 특질이나 추상형태로서의 진행방향에서 유기적 

추상형태와 표현주의적 추상형태로 구분이 된다. 

유기적 추상형태는 그 말이 의미하듯이 자연현상이 

나 생물의 성장에서 추출된 혹은 그러한 성격을 반영 

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어떻게 본질적인 자연의 질서 

를 창의적으로 추출하여 디자인의 형태로 활용하느냐 

에 유기적 형태연구의 핵심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현주의적 추상형태는 인간 내면의 세계를 주장하 

며 보다 적극적으로 감정과 정서를 표출해내는 지존적 

성격을 띤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표현주의적 추상형 

태는 칸딘스키가 말한 「형태는 내적인 내용의 외화이 

며， 외적인 구획은 그것이 형태의 의미를 표현적드로 

실현하고 있을 때에만 합목적적일 수 있다」는 것에 부 

합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표현주의적 추상 

형태는 그 사상적 근거를 칸딘스키의 「형태의 내적 필 

연성의 외화」라는 점에서 구할 수 있으며， 근원적으로 

는 인간의 감정 표현의 욕구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13) 며기서는 똑같은 형태를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이들 

형태들의 개인주의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14) 아르누보 양식은 완전한 추상성을 가진 형태는 아니지만 식를들을 

모티브로한 추상화과정의 유기적 혈태를 보여주는데 이 양식은 건 

축과 디자인에 있어서의 기능주의에 의해 세기일 형식으로 치부 극 

복된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 아르누모 양식의 유기적인 

형태의 특성에 있다기보다 장식은 정신적인 사치로서 필수품은 아니 

다라고 한 설러번의 말에 의해서처럼 지나친 장식성이 문제였으며 

당시의 완전한 또는 순수한 스스임만을 요구하는 기능적인 기계미학이 

지배적인 사회문화적 환경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형태는 속도를 가해 떨어뜨린 잉크반점이나 속도 

감있는 선적인 형태들이 중심이 된다. 이러한 부정 

형(informal)의 형태들은 주로 형태요소인 점과 선에 

서 출발한다. 점의 속성인 긴장에 행동이 첨가됨으로 

써 긴장이 강조， 확대되며， 폭발하기도 히는 것이 이 

부류에 속하는 형태들의 특정이다 

2 추상형태의 의미작용 과정 

1) 형태와 의미 

앞에서 추상형태의 특성에 관해서 고찰해 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는 그것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 

니라 인간의 지각과 연관됨으로써 비로소 형태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이 말은 인간이 감각을 통해 개념을 

형성하게 된다1 5)는 것과 같다. 따라서 형태가 의미 

를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각되어져야 하며， 지각 

은 감각에 의해 지배된다. 

그런데 지각된 세계와 물리적인 실재가 동일한 것은 

아니며 이러한 점에서 형태는 「본다」라는 인식활동에 

연관됨으로써 우리가 주체적으로 감각에 부여한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래셔 「의미」는 형태 자체의 단순 

한 물리적 속성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에 속하며， 우리 

의 사물 지각에서 사고의 제 과정에 이르는 전체의 영 

역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 

서 사물의 형태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정신 활동이 그 

사물에 부여한 의미에 불과한 것이며 이 경우， 사물은 

단지 우리에 의해서 장차 어떠한 형태로셔 규정받을 

「잠재적인 가능성」이며 그것이 우리의 시선에 닿자마 

자 「형태」리-는 특수한 사물로 현실화한디는 것이다. 

그러나 형태 자체가 정신 활동에서 연유된 것은 아 

니다. 이것은 형태 심리학자들이 제시했듯이 형태 자 



체가 처음부터 머리 속(정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형 

태를 지각할 조건이 인간의 머리 속에 있다는 것이다. 

형태 심리학의 원리들은 감각과 지각 과정들의 연구에 

서 나왔다. 형태 심리학에서 「사람 환경」의 상호작용 

의 기본영역을 「지각장」이라 하며， 이 지각장의 특징 

은 조직화이다. 의미를 발생시키는 조직화는 인간의 

지각구조와 관련되며 「도형-바탕(figure-ground)J으 

로 구조화하는 자연적 경향을 가진다 

이 형태 법척에 따라 사물이 우리 앞에 주어질 때 

비로소 형태가 정신속에 나타나서 의미를 가지며 또 

사물의 표변에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때 형태의 

표면에 나타난 의미와 우리의 마음 속에 나타난 의미 

는 일치(대응)한다 따라서 의미란 형태와 정신 사이 

에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는 이 둘의 「대응관계」로 주 

어진다고 말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어진다는 

것은 정확히 말해서 정신이나 형태 그 어느 쪽에도 의 

미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둘의 대응 관 

계에서 존립함을 의미 한다. 

형태의 특성에 관해서는 이미 살펴 보았다. 따라서 

의미가 이러한 형태와 정신의 대응관계로 성립함을 전 

제로 하면서 우선 형태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조건 

:로서 시지각의 관계 속에서 형태가 의미화하는 단서 

는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15) Roth & Frisby. rperception and Representation A 

Cognitive ApproachJ . Philadelpia Open University Press 

1986 P 13- 19 

2) 추상형태의 의미작용 

이미 살퍼 본 바와 같이 의미는 형태와 정신 사이의 

대응관계에 의해 성립하는 것으로서 이는 인간의 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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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획득되어지는 것이다. 현대 지각 심리학자들 

은 의미가 실질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한다 의 

미는 우리에게 우리의 환경에 대한 정보를 준다. 만일 

사과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이 둥근 물체는 사과의 의 

미를 지녀 이것이 먹는 물체라는 인식의 정보를 준다. 

이러한 정보는 실제 우리의 모든 인공 환경에 중요한 

역할을한다 

그런데 만일 신호나 상징 또는 표현 등의 추상화된 

형태가 이해되어질 수 있다면 이를 지각하는 자는 이 

들 신호나 상징 또는 표현 등에 이것을 창안한 자가 

의도한 것과 똑같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는 인간의 지각과정 속에서 어떤 개념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심적인 움직임 즉， 감정， 정서까지 

힐칸 CS1 
그림3 콸러의 타케트와 말루마 

도 포후L하며 이러한 내용 또한 심적 움직임은 인위적 

인 시각적 형/뽑들을 통해서 그 정도가 심화되어질 

수 있다. 이는 시각 조형과 연관되어 나타나는 한 예 

에서 파악해 볼수 있다. 

콸러 Cw. Köhler)는 그림3에서와 같이 소위 「타커l 

트 Ctakete) J라고 부르는 도형의 하나와 「말루마 

Cmalumma)J라고 부르는 다른 하나의 도형에서 어 

느 것이 오른쪽에 속한 형상이며 또 어느 것이 왼쪽에 

속하는 형상인가를 묻는 실험을 하였다. 여기서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같은 대답을 했음이 실험적으로 나 

타났다. 즉 둥근 형태는 말루마에 연관되고 있으며，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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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이들 형태는 물론 아무 의미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개념으로서의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는 않 

지만 그것은 중추적 정서가 시각 조형과 연관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러고 이러한 형태가 주는 

정서는 공통적인 것이며 보편적인 인간의 생물학적 특 

성에 근거한 것이란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 

다. 즉 이들 아무 의미를 가지지 않는 형태의 현상적 

특성을 조형 과정에서 의미와 결합시킴으로써 그 의 

미를 확대 시킬 수 있으며，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를 극 

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각각의 형태 속에 내재 

해 있는 내적 요소 즉 긴장， 에너지를 외화시키는 과 

정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표현성과 인간의 시지각 

의 원리를 근거로 형태와 의미를 더욱 밀착시키는 작 

업이 가능한 것이다. 

IV. 추상형태의 커뮤니케이션 효과 

마지막으로 이상에서 논한 것들을 근거로 현대의 시 

각 커뮤니케이연 체제속에서 추상형태가 가지는 효용 

성의 면을 실제 작업속에서 분석해 보고자한다 

1. 추상적 개념의 전달 

추상적 개념이란 원래가 개개의 사물이나 사실적인 

형태를 띠지 않는 보편적이거나 무형의 개념이다. 따 

라서 이러한 개념들은 추상형태로 효과적S로 가시화 

G 

할수있다. 

한 예로 그림 4는 발렌타인 데이 (Valentine' s 

Day)를 겨냥한 백화점 광고이다. 여기에서는 사랑을 

‘’",‘)‘ ’ -

그럼4 David Au , 말렌타인 데이 포 

스터‘ 1987 

Dynam ics of U ‘ - Korea Trade Relat ions 

그림5 Min Wang ‘ Publicizing US
Korea Trade Relations.. 1989 

의미하는 추상형태인 하트를 시용하고 있다. 그런데 

사랑이란 사람마다 생각하는 정도나 느끼는 차이에 따 

라 다람11 정의될 수 있으며 어떤 것A로 규정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단순한 하나의 추상형 

태 즉 하트로 많은 유형의 의미를 포괄하고 있으며 효 

과적으로 각 개인에게 어필하고 있다. 

또 한 예는 그림5에서 볼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의 

경제관계 회의를 얄리는 이 포스터는 태극과 성조기에 

서의 별을 그들의 색상과 함께 효과적으로 사용함A로 

써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맞물려 있음을 나타내준다. 

또한 제목에서 말해주듯 한미 관계의 그 역동성을 표 

현적인 형태의 터치로 처리된 이미지에서 느낄 수 있 

다 역동성이란 본질적으로 추상의 개념에 속한다. 

2. 정서 전달의 효용성 

인간의 의사 소통에는 어떤 특정한 개념적 내용 뿐 

아니라 심적 움직임도 함께 포함된다. 심적 움직임이 

란 느낌， 정서， 감정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서라는 

말은 특히 기쁨， 분노， 즐거움， 슬픔과 관련되어 있 

다. 형태와 정서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이미 추상형태 

의 의미작용부분에서 언급한 내용이며 ， 이는 주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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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은 제 1차 세계 대전 중에 윈헨에셔 발행된 일 

종의 티블로이드판 신문이다 거칠게 붓무로 쓴 캘리 

그라픽한 Revolution이라는 제목은 이 신문의 성격 

을 단적으로 느끼게 해주며 혁명 CRevolution) 이 

라는 단어의 의미를 강화시켜 준다. 그림7은 rThe 
1‘ h ’ s "nglQIl γf.!ag : n “”’ .. 、 f . 5. ßaφmal， 

환띤훨nπ감; I Truth About EnergYJ 라는 제목의 책 표지이다. 

R hhud 6 ‘ ••• ’. . R‘’。1"0 0"

" .. "‘ ·’ “ “·…” 

l nhJlr 

•.• ‘’‘ 6 ,,", .1 ‘ ~'hootu l1"" 2ollcnn.‘ 
'jo! 'i'I.<II .. ;}"씨‘.:!l’‘ g."dj '.Øt“r.. 
~ ••• l씨 I.n - VU~. '6 011 'Ð .. ι.n l" _ 

l"."barb íJ, an r 'l'" 이’이.11'. '" “내 & .. 1. 
;'ungj •• " R labunb ~'" ØI.ι." 

;} r1 t {> "' 6 1'"‘ ’ ."이 • .,… ''''"' Q 
‘ tnn' ''Q ’ 3φ hm JU il"':lj rr ，~’ U \)on‘ 
“, b , d (~""S 't' uφl이;} ... 씨 tll " 
lI bu ~‘ un<< 'il.rrιttm， {"ll. ， 

11111’ ‘.'" 1' .. ’‘’‘ 이 .. , 
"'$’”“ bl< r ::. 9 ~.， l ~ 'l't, 'lI.’ l .a~1 
!’”“’ •• ‘。’u" b 'l'Q~ 
‘'"“‘’ ‘4j,r. Q ‘ • T “ ”이 

‘.g""~ … ”‘" - ,!“ J' r. 

M;Ia,bci‘” 

*’‘… (mao 잉" ‘1씨.r."‘ . '.N.'8 .dj" 
IIQ I I! ".b tJtm、 ~ ' ."J '810‘ ” ‘1 ’ .. , 
;-t ".br’. ‘““ 111 ，얘 0.,’1: ~>. "“l0 ，1>:，!，…” 
::la~n ’” ’ @“”’,,'‘” ’",n'q ‘.~"…i •. 1fU u 
.v,P .. . :}n,bn dj 'lJlar /'u‘ (J ubn l< ’“ •• 
ß.u" . m . ‘ unb. lZ lf’ 1.'.51 ... 5‘ ”‘’ 3-‘” 
l'qJ‘” ‘ •• "'에 ，"" ~"’''''dI'fl이”’ 
”‘ 11 01‘’‘ 6. I>Q!1ω" ，:;.‘“ -‘ 1, 'jo!'<!j ’‘ ... ’이b ,,1\1) OIÙ>f .. 

그럼6 윈헨의 신문 레블루션의 Maslhead ‘ 1913 

태의 표현성과 연관된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글자를 중심으로 각 추상형태의 

정서전달의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현대에 있 

어서 글자는 단순히 어떤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읽혀 

지는 것이라기 보다는 보여지고 느끼는 하나의 이미지 

로 시각화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림7 동 가이스머 (Tom Geismar) , 

Booklet Cover 

여기에서 디자이너는 에너지의 상징으로 굵은 산세리 

프 이탤릭체로 된 영문 rEJ를 변형시켜 번개와 힘을 

암시하는 동적인 형태로 만듬으로써 에너지의 개념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 했다. 

3 , 커뮤니케이션의 경제성 

추상형태는 본질적으로 그 기능상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하는 방향에서 진화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특허 새로운 과학， 기술， 문화의 발말로 신조어들이 

늘나고 있는 현대의 상황 속에서 단순하고 범세계적인 

시각언어는 그 전달상의 효율이란 면에서 주목되어 왔 

다. 다양한 그래픽 심볼을 비롯해서 각종 지도， 다이 

어그램 등 인간이 창조해 낸 추상형태들은 단순하면서 

그럼8 요사카 국제 꽃 박람회 포스터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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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 윌려 문즈 

- ----._--'-_ ..... -
=:::. ---------

도 폭넓게 동시적S로 사용되고 있다. 

그럼8은 그 한 예로써 국제 꽃박람회에 참가한 나라 

를 꽃ξ로 비유， 각 나라의 국기로 나타내고 있다. 국 

기는 그 나라 국민， 문화 등을 나타내는 하나의 시각 

기호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추상형태 중 하나이다. 

4. Graphic Support Element로서의 기능 

추상형태는 형태 스스로 어떤 특정 개념을 전달하지 

않더라도 결과물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체제를 구 

축하도록 중요한 기여를 하기도 한다 16) 이러한 의미 

에서 추상형 태를 그래픽지원 요소(graphic support 

element)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9에서 보면 추상형태가 한 이미지 내의 시각 요 

소로서 통일감을 주기 위해 이미지와 상응하는 형태 

를 띠고 있다. 그림 9는 유적 보존 CHistoric 

Preserva tion)에 관한 포스터 인데 건축물의 한 부분 

을 찍은 사진 안에 있는 요소와 비슷한 형태를 그 사 

진 밑의 공간에 깔고 있으며 검은 선을 가장자리에 이 

용함S로써 전체적묘로 통일감을 주고 있다 

V. 결론 

인간이 무리를 이루면서 정보를 기록하고 전달해야 

할 필요에 의해 사용된 단순화된 기호나 도형들로부터 

시작한 추상형태는 어떤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한 의 

미의 체계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는 현대의 시각 디자 

인에 있어서 형태가 그 미적 효용정과 함께 의사소통 

의 기능을 가지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추상형태는 점과 선을 기본 요소로 수학적 질서와 

구조로 기능적이고 합리성을 띠는 기하학적 추상형태 

와 인간의 감정이나 정서적 메시지를 방출 또는 전달 

하는 일종의 시각적 제스처로서의 비기하학적 추상형 

태로 구분이 되며 이들 형태는 각각의 사상적， 역사적 

배경을 가진다. 그 표현성에서도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다른 표현성을 지닌 추상 형태는 한편에서는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디자인의 구성요소로， 또한 인간 

의 자율성과 내면의 표현이라는 방호벼l서 접근되어 왔 

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형태의 표현성과 의미는 형태 

에서와 같이 인간의 감각과 지각의 협력에 의해 발생 

하며， 특히 추상형태에 있어서는 인간의 지각 중추가 

형태와 정서를 결합시킨다는 단서를 기반으로 그 표현 

성을 정서와 그리고 의미와 연관시킬 수 있으며， 또한 



인간의 지각의 자율성이 완결되지 못한 형태도 스스로 

완성해서 의미화 시킬수 있다는 인간생물학적 사질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효용성의 범위가 매우 

넓다고 하겠다. 따라서 현대의 시각디자인에서의 추 

상형태는 미적， 순수 감각적 어필이라는 관념적 근거 

뿐 아니라 보다 합리적 접근이 가능하며， 이는 커뮤니 

케이션 체제내에셔 효과적인 시각언어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것이다. 

그러므로 추상형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 

인 접근과 이용은 새롭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새 

로운 개념의 생성과 그것의 전달이라는 기능 뿐 아니 

라 인간의 내적인 감정， 정서의 의사소통으로까지 확 

대，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 99한국디자인포름 4호 

4’ 



o 

Visua l Communica lion Design과 추상형태 김 형 주 

참고문헌 

• 이흔하임， 김춘일 역 r미술과 시지각J ， 서울，미진 

사， 1994 

• 아른하임， 김정오 역 r시각적 사고.J ， 서울;이대출 

판부， 1982. 

• 오광수 r추상미술의 이해J ， 서울，일지사， 1988 . 

• 임영방 r현대미술의 이해J ， 서울;서울대학교 출판 

부， 1979. 

• 이일 r현대 미술의 궤적J ， 이 일 미술평론집， 서 

울，동이출판공사， 1974 . 

• 이성실 r기하학적 형태의 형성과 그 전개J ， 홍익대 

석사논문， 서울， 1985. 

• 랭거 ， K. 수잔， 이승훈 역， rprobl ems of Ar t: 

Feeling a nd FormJ , r예술이란 무엇인가」 서울; 

고려원 ， 1982 . 

• Meggs , P.B. , 월간디자인 역 r그래픽디자인의 

역사J ， 서울;월간디자인 ， 1985 . 

• Read , H. , 박용숙 역 , rTh e Meaning of 

ArtJ , r예술의 의미J ， 서울;문예출판사， 1985 

• Read , H. , 김병익 역 ， rlcon and IdeaJ , r도상 

과 사상J ， 서울;열화당， 1982. 

• 칸딘스키， W. , 차봉희 역 r점 선 면J ， 서울，열화 

당， 1989. 

• 칸딘스키， W. ，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관 

하여J ， 서울;열화당， 1988 . 

• Wessells , M.G. , 김경리 역 r인간심리학J ， 서 

울;중앙 적성출판사， 제 4판， 1988 . 

• Worringe r , Wilhe lm , r Abs tract ion a nd 

EmptYJ , 권원순역 r추상미술의 이해J ， 대구，계 

명대학교 출판부， 1982. 

• Barr , Alfred H. J r. , rDefining Modern 

ArtJ New York; Harry N. Abrams , Inc. 

1986 ’ 

• Meggs , P.B. , rType & ImageJ ,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 1989 . 

• Ze la nski. P. , Fish er , M.P. , rD es ig n; 

Princ iples a nd Probl emsJ , CBS Coll ege 

Publishing , 1990 

• Roth & Frisb y , r Pe r cept ion a nd 

Representation A Cognitive Approa chJ , 

Phila delpia; Open University Press , 1986 . 

• Carter Rob , rAm e ri ca n ty pogra ph y 

Tod aYJ , New York; Van Nost rand 

Reinhold . 19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