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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very gover nm ent tri es to estab lish 

s uch design policies as would m eet i ts 

n ee ds a nd Korea is n o exce ption. This 

study Co mpares the d es ign polici es of 

Korea w i th thos e o[ ot h er coun tries 

[rom so u th -e astern Asia . it ’ s maln 

objective i s to of[er selective ana lyses 

of the organigations and governmental 

insti tu t ions c urr en tly cha rg e of des ign 

polici es in the a[o r eme ntioned 

countries. 

Our discussion a lso includ es va rious 

po li c ies and detailed plans [or ef fect 

design management the comparatively 

ana lyses of big 16th a noth e r d es ign 

countr i es at politi cal and des i gn 

adminstrations other associat ion in 

this wor ld 

연구요지 

우리의 디자인 교육 시책과 국가 디자인 정책 또， 

기업의 디자인 연구방향의 효율적 활용은 1955년 

경부터 1 998년 8월의 지금까지 약 50년간의 많 

은 시행착오와 많은 연구개발에 따른 디자인 에산 

을 소진한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약 50년이란 

세윌은 그저 무의미하게 지나쳤고 또，무의미한 세 

월만 흘러버린것은 아니다 

즉. 1 950년에서 1 960년대를 우리의 디자인 여 

명기 리-고 하며 1960~70년대를 디자인 초기 발 

전기， 즉 디자인의 효용가치를 인식하는 시기였고 

1 9 70~80년대에 이르러서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디자인이 매우 융성하고 활기찬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1 990년도에서 지금의 98년도와 얼 

마남지 않은 2 1 세기를 앞둔 오늘의 디자인은 그 

동안 급변한 시대조류에 따른 디자인의 눈부신 발 

전이 이룩되었고， 또한 지금은 하이브랜드 시대로 

변모하여 하루가 다른 디자인 개발 경쟁시대로 돌 

입해버린것이다 어제의 파리. 뉴욕 패션이 오늘 

의 도오쿄‘ 서울의 패션이 되니 24시간 안에 지 

구는 하나의 디자인 지구촌으로 형상화되는 

Des ign 글로벌리제이션이 형성(形成)되어 이제는 

멀티 영상으로 어느곳이 더 빠르고 어느콧이 더 

늦게 디자인 패션을 가늠할 수 없는 시대기 되어 

버렸다， 

참으로 급변되어 있는 지금의 디자인 장르의 발 

전을 위한 경합， 경쟁은 2 1 세기의 다양한 디자인 

제작과 모든 잔산기능과 전자영상 및 컴퓨터 디지 

인으로 이데아의 촉발기션을 잡어 이데아의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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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상황으로 바뀌어진 것이다-

참으로 디자인의 무한경쟁시대로 돌입. 2 1 세기 

디자인 시책과 그 정책상황은 무궁， 무한의 합리 

적 디자인 사고 방안과 철두철미한 발상， 공학적 

이데아만이 올바른 오늘과 내일의 디자인 시책이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1. 연구목적 

오늘의 무역시장과 수출상품은 앞서 말한바와 같 

이 무한 경쟁의 시대속에 돌줄된 우수한 제품이나 

발상공학적 전환제품의 개발 없이는 디자인 글로 

별리제이션화된 지금의 마켓팅 에리어에서는 살아 

남기 어려울 것이다-

똑같은 머천다이징 속에서 감성적 (感、性的)디자인 

의 전환(빼換)과 사고전환의 흘흉한 디자인 제품 

들이 같은 시장에서 경합에 이기고 판매의 기션을 

잡는것도 80년대와 90 년대 그러고 다가오는 

2000년대는 더욱 절실(切훨)한 상환경쟁이 될 것 

이다. 

더욱 20세기는 제품과 상품디자인의 우수함은 

합리적 인 기능의 우수성과 저렴한 실용적 가치성 

이 용이한 편성 견고성까지 완전히 3위일체가 된 

아이디어 상품만이 존재하고 살아 남을 제품들이 

되는 것이디 

오늘날 그 많은 상품도 코스트만의 유념으로 조 

악한 품질과 싸구려 재품만이 시장속에서 범란된 

논 디자인 마인드(non e← c1 e sign mincl )시대에서 

잘 나타난 현상(現象)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보아 

왔다. 

이 런것들의 사전 예방과 똑같은 시고와 디자인 

마인드의 전환을 위해서도 이번 연구 목적은 분명 

히 디자인 파트별 재론과 원인분석， 디자인 시책 

그리고 현대 시장 상황과 디자인 국제교류의 문제 

까지도 띤밀히 조사분석， 비교 디자인의 합리적 

대상운용 그 맹볍까지 검토， 논증 할 생각이다 

본 론 

1. 디자인 글로벌 시대의 디자인 정책 방향과 시책 

고도 산업사회가 형성되고 지구촌의 어디서든지 

생활패턴이 급변하고 다량생산 대량소비시대에서 

다품종(多퍼種) 소량생산에 기치로 산업사회의 변 

모와 색다른 사회 디자인 구조를 생성했다. 

특 히 디자인 글로벌 리제이션 (D es i g n 

G lova l iza tion)이란 현대 디자인 세계의 형성은 

여러나라가 각기 다른 전통속에 생활하면서도 디 

자인 마인드나 디자인 기능 등은 하나같이 합리주 

의적(合理主義떠) 사고와 빠른 디자인 정보로 공 

통된 패션추구가 일관된다고 보아 결국 디자인 개 

발펀 수출상품은 용도의 편의성과 기능적이고 실 

용성이 높으며 로코스트(Jow-cos t) 인 제품을 어 

느나라 커스트머 (custom e r )든지 같이 찾고 있는 

점이다 

즉 디자인 글로벌리제이션의 공통된 뜻은 하나란 

것과 동일지역 등을 의미한다 

다시말해 소비자는 저가이며 훌흉한 기능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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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부합되는 실용성있는 디자인 제품을 우선으 

로 삼고 또 조형미와 기능성을 곧 뒤따라 선정(選 

定)구실로 삼는 것이다 

오늘날과 갇이 다품종， 다기능화된 전자제품 생 

활의 일반화된 현상속에 우리생활 패턴은 한없는 

디자인 무한경쟁속에서 살고 있는바 제품의 디자 

인성 즉， 감성 (感'1生)공학적 기품과 제품의 생활도 

구로서의 크리에이티브에 수준여하로서 우리 일상 

생촬의 삶의 질을 규정지을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단일촌(單-村)된 

지도 벌써 수십년이 지나 이제는 뉴욕과 파리의 

디자인이 24시간 즉 ， 1 일안에 도쿄와 서울의 디 

자인이 되어 버리는 많은 품종들 ， 그리고 더욱이 

서구 시장 상품의 브랜드가 기존제품에 일용품화 

되고 또， 브랜드 경쟁의 무역전쟁은 이미 오랜시 

기가 되어버렸다. 이런저런 의미로 보아서도 디자 

인 글로벨 시대의 시책방향과 그 방법은 반듯이 

확고히 성립되어져야 할것이다 

2 , 수출시장을 위한 타켓 다자인 팔러시 Cpolicy) 

수출시장의 디자인물은 주로 공격적 두각 상품개 

발만이 무역시장에서 생존케 되는데 이는 디자인 

의 보편적 발달과 세계의 모든 메이커들에 경쟁심 

리에서 기인(基因)되는 행위가 성행됨으로 이러한 

현상이 야기되는 것이디-

이것은 수출상품이나 내수디지-인 상품이나 공히 

두각을 나타내는 디자인의 뀔리티 Cqua li ty) 에 좌 

우펀다 이 제품들의 형상은 앞서 말한바와 같이 

기능성의 질(헬J과 조형미 플려스， 색채 감각까지 

모든 감성표상(表象)이 고루 잘 형상화(形象化)되 

어져야 비로서 그 제품들의 두각이 나타나는 것이 

다 

이런 연유로 올때 시장 타갯 Cmar l<:: e tin g 

target) 팔러시는 아느나라라도 같은 상황으로 

고섬하는 첫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여기에 따른 디자인 마켓팅은 공통된 현대인들의 

구매 의욕과의 직접적 상관관계(相關關係)가 있기 

때문인것이다 

수많은 시장상품， 수줄시장의 기호도 측정에서 

또는 그 나라마다의 기호성의 차이 민속적， 전통 

적 보수성 등이 모든 디자인 제품의 취미 취향과 

선호도(핀好度)여하에 따라 취 득케되 니 결국 타켓 

디자인 팔러시는 여기 디자인 시책에서는 반듯이 

규정된 아이덴티티(iden ti ty)가 있어야 크리에이 

티브 제작 시책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어느나라도 다 두각을 나타내고 공격적 디자인 

개발 상품을 제작코져하나 각국 마다 다른 의도의 

디자이너들의 많은 오류 등이 자생하는 것도 오류 

땅지의 규정 시책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 

다 마켓팅 타켓시장과 디자인 시책은 다이어그램 

화된 도형 (圖形)과 스댄다드 도표가 시 책선도표본 

으로 설정되어야 할것이다 

많은 상품의 디자인 아이덴티티의 전략미숙으로 

많은 무역시장에서 반제되고 크레임시-태가 빈벤힌

것도 이런 연유에서 발생되는 것이 아닌가 사료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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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진구미(光進歐훗)의 디자인 팔러시와 

우리기업의 디자인 팔러시 

구미선진각국에서는 이미 마련된 모든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축적되어있고 또 모든 계수의 집계통 

계치수는 디자인 시책과 방법에 기본 자료로써 디 

자인 성과품의 양(良) . 부(否)를 쾌속히 판단할 

수 있고， 그 기본바탕이 이미 우수하게 준비되어 

있어 우리의 기업이나 메이커와는 상당한 제작시 

간과 거러가 있는 것이다. 즉， 한 상품을 다량으 

로 만들때 가히 가부(可否)의 시행차고나 오류가 

없는 크리에이티브티가 형성하기 쉬워진다는 것이 

다. 

그에 반에 우리의 것들은 제작하며 금형문제， 칫 

수문제， 간결한 기능성의 예측 등 제작 진행중에 

여러번 되풀이 하는 시행착오 후에야 비로서 어떤 

창작물이나 제품들이 나오니 불완전한 시장제품이 

되어버리는 것은 다반시-가 펀다 참으로 너무나 

디자인 팔러시 이전의 고질적인 기초 디자인의 준 

비마저 없는 상황에서 여태껏 수출 상품을 만들어 

왔다는 것이 용한일이 아닐 수 없다. 

수 많은 종류， 즉 일용잡화에서 자동차， 전자제 

품， 섬유제품， 조선까지 보통 상품들만 만들고 소 

위 일류디자인이 깃들은 일류제품은 언제 만들어 

질까가 근본 문제인 것이다 요즘은 그래도 모든 

제품들이 이데아적 인터디스풀리널리가 된 양상이 

갖추워져 그나마 중화학 공엽제품이니- 기계류들이 

무역시장을 다소나마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아주 적은 전기 면도기에 디자인도 l낼지움의것과 

독일의 브라운 떤도기 또 일본의 파나소닝의것을 

비교하면 대단한 기능적 차이와 금속 재료에서 오 

는 자연적인 몽통 패턴 칼라만 보아도 아주 예민 

하여 우아한 감각을 표상하는 우수 제품이란 디자 

인 감성을 즉시 느낄수 있는 것이다 . 

평소 커스터머들의 색채감각도 우리와는 다르지 

만 일상 생활에서의 셰련된 감각들이 그 적은 기 

계에서도 다 구현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도 

기본적인 기초디자인 데이터 (d a t a ) 들이며 많은 

양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이 런 기본 응용과 

학적 이 디자인 데이터들이 수없이 마련되어 이런 

유럽국가 제품보다 더 앞선 제품디자인 제작들이 

이룩되어야 할 것이다. 선진구미 디자인물들이 우 

리기업의 오로지 설계와 제작， 금형만의 단순성에 

서 하루속히 탈피하여야 될것이다 

또 우리의 제작 메이커나 우리기업도 하루속히 

이들 구미 기엽에 못지 않은 기초자료(데이터 다 

이아그램)가 풍부하게 마련되어야 비로서 무역시 

장에서의 경쟁을 이겨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인접국가의 일본도 ‘적은것이 아름답디-’ 라는 켓 

치플레이즈를 띄워 적은 트렌지스터에서 담배갑 

크기의 슬럼형 카메라 등 적고 저렴하고 귀여운 

수출 상품들을 세계 각국 시장에 범란시키고 있고 

전지구를 상대로 판매에 열을 내고 잇다. 물론 그 

나라도 봉상산엽부와 JIDPO가 합심하여 그 디자 

인 시책을 반년마다 새롭게 바뀌어 나가며 새로운 

의 시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정부족과 KIDP 그리고 기업간에 삼위 일 

체의 공동 디자인 팔러시가 설정되어 앞서 말한 

바와같이 디자인 상품의 강한 아이덴티티를 준비 

하고 선진 열강에 지지 않는 수출상품， 전자 생활 

용품들을 디자인해 나가야 할것이다. 

e 



4. 인접 디자연 3국의 디자인 팔러시의 비교 

동양3국 비교적 디자인 선진이라 말할 수 있는 

일본과 다음으로 싱가포르 그리고 디자인 중진국 

인 우리나라의 디자인 팔러시를 비교 검토해보고 

져 한다. 

첫째 일본은 묘사나 모방의 형태와 선진 제국의 

좋은 디자인은 모두 표절하여 원제품보다 더 좋은 

디자인 제품을 출산시켜 서구의 저명 메이커들을 

도산시켜버린 예까지 있다- 그 사례로는 그 유명 

한 세계적 카에라 회사인 라이카(Lieca)와 콘텍 

스(Contax) 카메라 회사이다 물론 두 메이커를 

공허 철저히 문닫게 한것은 아니나 대체적으로 

80 % ~90 %는 이 들 일본의 캐논 Co 과 니 콘 

Co ‘ ’ 그 후에 미놀터까지 합세하여 전력투구하여 

독일의 양대메이커는 그 업종을 달리하여 이제와 

서는 딴 제품 생산을 하는 업종전환까지 하게 된 

것이다. 

이와같이 일본 디자인 팔러시는 철두철미한 디자 

인 개발 전략을 우선 시책으로 잘 형성 시켜왔다‘ 

이것은 꼭 타켓을 두고 한것은 아니라 . 앞서 말한 

바와 같이 ‘Sm a ll is Bea utiful ’ 11 라는 catc h 

ph r ase를 그대로 실현한것이 되어벼린 결과다 ， 

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인 근성에 맞고 열심하고 부 

지런한 개미성격에도 부합되는 산엽 생산체재와도 

일치되는 일인것이다. 

물론 전후(減後)부흥된 큰 원인은 한국전과 거 대 

한 미국 시장 덕으로 오늘날 선진부국이 되었지만 

적은 전자， 광학 기기와 문구제도기(중소기업제 

품)에서부터 자동차 조선에 이르기까지 세게적인 

수출대국이 되기 까지는 전쟁 말기 디자인 도입을 

동양 3국 중에서 가장 먼저 가장 빠른 디자인 시 

책들이 형성되엿고 정부， 공기엽， 민간 디자인 단 

체 연구소들이 위의 디자인 제시책에 알맞는 데이 

터베이스(data base)외- 기초연구 분야인 제품과 

학연구소(일본 쓰구비지역) 지금 미국의 실리콘베 

일리외 갇은 연구단지를 우리보다 앞서 45년전에 

다 건럽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실리콘 베일리 ~l외 우리의 대닥 연 

구단지보다 공히 20~ 30년을 앞선 기초 응용 디 

자인 연구소를 마련한 토대위에 오늘의 일본 수줄 

상품들이 나오게 된것이다. 장기간의 심고끝에 얻 

어진 디자인 과학의 성과인 것이다 이 본은 결코 

하루아침에 된 오늘의 성과품(成果品)은 아닌 것 

이다. 

그런의미에서 보아 싱가포르(Singapore)은 비 

교적 상업무역 도시국가로 천연적 양질의 항구를 

갖고 있어 무역‘ 수출입만으로도 국가 경제를 지 

탱할 수 있으나 영국의 영향권이 많은 영연방이라 

영국의 실용주의적 디자인 팔러시를 시행해 나가 

고 있다 . 우리의 KIDP보다는 적은 규모나마 

4 ， 50명의 디자인 관리자와 디자이너들의 무역시 

장에 동향과 수출품목별 중점 디자인 개발과 중소 

기업의 지원 디자인들을 지원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디지-인 메니지먼트와 관리 쪽을 지중 

하고 그 나라는 국토의 협소한 관계로 대 메이커 

나 중화학- 제품이나 건재‘ 젤강 들을 수입해서 쓰 

는 나라인 것이다， 주로， 시계 ， 카메라 등의 어셈 

불리나 조립공장들을 위주로 하며 중소기업에 디 

자인은 디자이너들의 정부 공기관과 함께 지원관 

리하고 있는 것이다. 디자인 관리 체제는 유럽 선 

진형으로 아주 잘된 디자인 에드미니스트레이션을 

생& 



5. 국가간 상호 이득을 위한 디자인 정책 교류의 ‘허와 실’ 지켜 가고 있다. 

끝으로 우리의 디자인은 앞서 말한 두나라 보다 

디자인 정보교류나 디자인 정책과 시책에 보완을 연구소 디자인 디자인 관리공기관과 대기업의 '
'-

매우 유익(有益)스러운 류
 

” 위해 국가간 상호 실용을 다힘께 이루는) 이들 연 응용， (기초， 

것만은 아닌것 같다 중요 디자인 정책이나 주요 구 시스댐은 많은 편이나 대그룹의 회장들의 인식 

크 디자인 시행 계획이 인접국가나 타국에 알려져 액티브티 융성한 팔러시의 디자인 부족으로 인한 

손실을 볼 수도 있고 기타 리에이티브의 아이템의 그러나 디자인만이 제품 는 바랄 수 없는 것이다. 

외국의 디자인 개발 소스(so urc e)를 알아내어 우 이나 융성한 상품을 판촉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있으나 산 :느E 
--'-

도1 
己디자인 시책에 인용(관|태) ",,1 :zL 9... 

.lL '--회장은 그룹의 중 2.3개 메이커 5대 으로 

손상을 염려하여 서로 이득에 생산제품의 엽적인 디자인 마인드를 잘 펠쳐나가는 회 관심과 전략적 

염려하여 갚은 사료와 기피현상으로까지 가 주의 장들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 

선득 공개 교류는 힘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디자인 벤쳐기업에서 기업이나 중소 우리 특히 

요즘과같이 벤쳐기업에 안전 보전성이라든가 독점 공기간 우리의 마인드는 온전하지가 못하고 시책 

등을 고려하래 매우 어려운 문 의도에 의상 특허 K I DP나 중소기엽 진흥공단 등에서 디자인 지 인 

제들이 야기되는 것이다 효 원지정 업소만 명맥을 유지하는 디자인 시책의 

독일과 영국 등 디자 미국과 한국‘ 일본과 미국， 율성 이 보이나 중기업에서는 디자인 피 (f ee) 대해 

인 시책 행사는 합동으로 많이 시행(旅行)하나 정 앞으로 우 보여 과민의 반작용이 서 너무나 신경 

작 디테일 (detai])한 정책， 시책의 공식표현은 국 및 시책에도 많은 문제 리나라 디자인 개발 정책 

가간에 상호 기피 현상마저 생기는 것이다 데이터 필요로하고 기초응용의 점에 보완(補完)이 

교류 교육 시책에는 ’ 97 . ’ 98년도 초기 디자인 팔러시를 탄탄하게 규 를 헝-상 저l공해주는 디자인 

디자인 개발시 많은 호응(11乎感)을 하나 대 정 책적 정 지워 주어야 할 것 같다-

책과 외국의 디자인 시책 및 정책은 인색한 교류 

현상으로 밖에 볼 수 없다 

註 1 Max 8mall 그러하고 다음 미국， 

우리도 기발한 디 그래서 

특히 일본의 디자인 시책이 

그러한 것이다 독일이 

conpaCl design 에셔 기인된 말 

Max 8mall design은 콘팩트로 수냥한다는 적은 수용물 

최소형 디자인물이 수출시장에서 각망을 빌는다 

8mall is Beau1if 비’ 

픽토그램이나 컴 데이터 기본 자인 개발아이댐의 

에트럭스 차드를 하루속히 데이터 시뮤레션 퓨터 맥스 스올 디자인은 21세기도 게속 될 것이다 

Callfornla S1a1 In U8A 응主 2 8ilicon Valley 
기반을 제작의 기초응용이나 실제 디자인 만들어 

조극전자 연구단지 일영 전자 전산 컴퓨터의 MechalllC Idea 

구축해야 할 것이다 
Factory의 집단취락지 센프란시스코에서 가깝다 

a훌 

D esign시책도 구조조정적 개척을 위해 취사선택 

우리도 패러다임을 정책의 디자인 전략 이 깃든 



한 지구에서 국가 지역별로 대별하면 동남아에서 꼭 구축해 놓아야 한다. 

크랩트 디 홍콩 싱가포르 들 수 있으며 일본， 국， 
g 

핸
 

자인으로서는 체고와 오스트리아 ， 헝가리 

브라 멕시코 암제치 ”• ’ 10.- "- ,,-, 겠고 미주는 미국 ， 캐나다， 6 . 국제 산업디자인 정책 단체들이 효율성과 

산업디자인정 그 에의 국가들이 되겠다. 질 등이 폐쇄적 디자인 아일랜드화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I CSID 대 표단체 로 세계적인 단체로서 책 

ICOGRADA 3l

’ 
IF I 등을 들 수 있고 지역국가 별 가는 지금의 세계 각국 글로벌화가 되어 디자인 

로의 예는 핀랜드 헬싱키에는 북구 ICS lD 본부가 ;ζ 
{ 수 없이 많이 에 디자인 시책 ， 정책 단체들이 

본부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있고 구주(歐洲)지 역 직되어 단체 Ac tion들을 시행하고 있다 인접 일 

벨지움에 것 이다 . 구 실 도 세계본부의 본에만도 5개 공기관 및 민간 디자인 단체들이 그 

ICOGRADA 본부를 두면 국가별 지역별 본부 동 도L료; 
"'- '--있다. 하고 。-E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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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ICSID나 ICOGRADA나 I FI가 세계디자인 

동향과 협동상황 및 디자인 정보교환 과 디자인 

ltem 디스플레이 등으로 각국 상호간에 디자인 

교류의 의미외- 새로운 비전과 디자인 개발 크리에 

이티브에 관한 의견을 공유(共有)하고 시정 시책 

의 방향도 협의회동(Meeting & Conference) 

해 나가야 한다. 

이제껏 글러벌리제이션에 입각한 세계의 모든 단 

체들이 제나름대로 효율성 있게 운용해왔지만 궁 

극적으로 타켓은 자국의 디자인 개발 전략의 선도 

역할과 자국의 이익을 위한 정책 단체를 지원하고 

있는 것밖에는 딴 도리가 없는 것이다. 

결국 세계적이건 ， 자국적이건 디자인 단체들은 

자동 폐쇄적으로 정책 입안을 세우지 않을 수 없 

는 것이다 . 이는 모든 개개의 기업이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디자인 전략 개발도 보완 폐쇄적일 독 

자 아일랜드형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누가 자청 

하고 하자고 한 것도 아닐 터인데 오로지 수출 무 

역 전쟁에 고심한 결과 다 이 런 양상(樣뼈)을 만 

들고 만 것이다. 물론 디자인 시책의 효율성과 정 

보입수를 위한 정책 단체에 교류는 불가피 하지만 

지금의 현실에서는 적어도 폐쇄적 아일랜드(se !f 

island) 형의 국제 교류는 어떤 국가도 원지 않 

을 것이라 사료된다 

응主 ( 1 ICOGRADA 

International Council Organization of Graph ic 

Designer Associari on의 이니설임 

ICSID 

Internarional Council Soc ieaiy of Industrial Design 

결 론 

디자인 시책과 정책 이노베이션 (innovation)은 

금세기 디자인이 글로벨리제이션화 되어 가는 지 

금의 시점에서 정책적 방향전환이 반듯이 이룩되 

어져야 한다. 

그 이유로는 21 세기의 디자인 제품은 지역간‘ 

시공간의 거리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즉， 어제의 

디자인이 진기한 골동의 형태로 되어 버리는 급변 

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로 볼 때 디자인 시책과 디자인 교육도 

맛물려가는 차바퀴와 같고 또 디자인 시책의 이노 

베이트도 시대양상에 따른 멀티미디어와 참신한 

이데아 발상의 전환을 주기 위해서도 불가분 일이 

아닐 수 없다 

2 1 세기 인간의 편리한 매커닉 (mec h anid과 

사용가능(us e r - function)은 더더욱 편리하고 

용이한 사용의 단순성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오늘 

의 디자인의 발달도 논경화 사회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편리하게 살려는 인간의 기본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날이 갈수록 심플 

(simple)화와 생활기능에 적절한 것만을 개발하 

자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21 세기는 전자기기의 정보 산엽화 시대로 생활의 

일도 멸티 정보화 시대 양상으로 갈 것은 명약관 

화한 사실인 것이다 

디자인 멀티 정보화 시대에 꼭 걸맞은 디자인 정 

책과 시책을 위해 우리 디자인계와 모든 디자이너 

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추출과 디자인 개발 전략에 

전력투구가 필요할 것이다 누가 이 시책이나 정 

a용 



책을 입안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접 아니 우리 

스스로 각기 디자인 크리에이티브와 액티비 티를 

위해 열성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오늘날까지 우리의 디자인이 성숙하고 완숙된 위 

치를 못 찾아 온 것은 현대 우리 디자인계의 문제 

점과 개발 시책의 미흡함과 정책입안 부서 등의 

미래비전 등이 적었던 탓이 아닌가 생각 해본다. 

모든 산업디자인이 그러하듯 현대 감각적 형상 

화) (形象化)나 작업의 다양성 연구와 추구 컴퓨터 

보급 촬성화에서 얻는 각종 시율레이션 방법 의 철 

저한 활용 시책 등 무한한 멀티 디자인 작업 디렉 

션이 산재해 있는 것인데， 이를테면 조합하고 기 

본데이터화나 이데아 및 크리에이티브 기초 뱅크 

등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도시→ 

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 디자인계가 원하고 있는 첫 번째 문제가 디 

자인 아이디어 뱅크외- 기초 응용 데이터 뱅크 등 

디자인 아이댐플 (j te m -p oo ]) 이 전혀 시책 및 정 

책에 반영되지도 않고 물론 무관심 내지는 등한시 

(等閔視)되고 있는 실정 인 것이 그 문제인 것이 

다， 앞서 도표(p i ctogram)에서 표시된바와 같은 

데이터베이스와 아이디어 뱅크(id ea-ba nk)부서 

들이 반듯이 생성 (生成)되는 디자인 팔러시를 꼭 

시행시켜야만 일본과 미국을 능가하는 제품 빚 상 

품의 디자인 시책에 우월성을 지닐 수 있는 것이다. 

여태껏 수많은 상품이나 내수 시장 제품도 그저 

묘사 ， 모조‘ 표방 ‘ 유사 제품으로 일관했었고 한 

국적 디자인 마인드에서 시초된 세계적인 상품은 

언젠가 하루 속히 아이디어 기본 데이터 베이스를 

충분히 활용(活用)할 수 있는 디자인계가 도래되 

었으띤 하는 마음 간절하다. 

FRANCE 

Agence pour la promotion de la Creation industrie lle 
7 rue de Crillion 75004 Paris France 
33 1 49 962 025 

Centre Georges Pompidou 
Cedex 04, 75 191 Paris France 
33 1 44 784 222 

Design Promotion & Information, Les Ateliers 
48 rue St. Sabin 75011 Paris France 
33 1 49231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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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Zentrum Nordrhein Westfalen 
Gelsenkirchener Str. 181 D-45309 Essen Germany 
49201 30 1 040 

Rat fur Formgebung 
Rat-Haus , messegelande Ludwig-Erhard-Anlage 1 
4969747919 

SPAIN 

Barcelona Design Center 
Av. Diagonal , 452-454 pl. E-08006 
34 93 218 2822 

SWEDEN 

Foreningen Svensk Form 
Renstiernas gata 12 SE-1 16 28 Stockholm Sweden 
4686443303 

The Swedish Industrial Design Foundation 
Industrihuset Storgaton 19 
468783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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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KINGDOM 

The Design Council 
34 Bow Street London WC2E 7DL 
44 171 420 5200 

SWITZERLAND 

JAPAN 

Swiss society 01 Industrial Designers 
Weinbergstrasse 31 CH-8006 Zurich Switzerland 
41 12620311 

ITALY 

Associazione per il Disegno Industriale 
via Bramante , 2920154 Milan, Italy 
39233100164 

USA 

Industrial Designers Society 01 America 
1142-E Walker Road Great Falls, VA. 22066 USA 
1 7037590100 

JDF / japan Design Foundation 
국제디자인교류협회 

Osaka Kitaku Umeda 3-1-800, Osaka, Japan 
Tel: (06) 346-2611 ( 대표전화 

IDCN / International Design Center. Nagoya 
나고야 국제디자인센터 

#18- 1/3 Chome Sakae, Nagoya, Japan 
Tel : (052) 265-2100, FAX : 265-2107 

DAS / Design Authorty Sponser 
Tel : (06) 346-8695, FAX: 346-8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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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orth A m a rica Desig n Soci e ty 

U.S.A & Canada , M exi co Associa tion ‘97 

4 한국디자인 단체 편란， 한국광고 년감(KORAD 刊)

5. D es i g n A dministrat ion & M a magem ent 

US. M eco hill사 刊 C 1992) 

6. KIDP , 20년사， 한국디자인 포장센터 刊

7 한국의 디자인 단체 에니윌 CM . C .l 刊)

(Th e Korea Assoc iat i ons A nnua l of Desig n ' s) 

8. 한국시각 디자인 학회지 (Vo2)한국비쥬얼디자인학회 刊

9. DAS, ldcn , 定期간행물0997 ， 12. 199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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