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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 y on t h e Corre lat ivi ty b etw ee n a 

Fron t ier Spirit of Industria l Design ers a nd 

Nationa l Competitiven ess 

Under wha t econ omi c circumstan ces a re we 

at present7 

lt is too sh ocking a chance to ascribe i ts 

cau se to m e r ely b y acc id en t' . Wh o ca n 

have imagined being forced to be supported 

by I. M.F. just on th e eve of t he age of the 

n at ion a l a nnu a l in come per cap i ta $ 

10 , 000 , t h e number of ca rs 10 , 000 , 000 , 

a nd the number of h ouses 10.000.0007 The 

hands of a c lock in Korean hi sto ry has been 

turned ten yea rs back wards . For th e pas t 

s ix mon th s o[ I. M. F. system our everyday 

l i[ e h as b een co m p lete ly ch ange d . Our 

li ving standard h as become th at of te n 

yea rs ago just as a ree l of f ilm is forced to 

be rewound speedil y. A s imple d ream o[ th e 

age of t h e n a tiona l a nnu a l in co m e p e r 

ca pi ta $ 10 , 000 h as in a mo m e n t b ee n 

t ransfo rmed in to a disappoin t ing d ream of 

the age of $ 6 , 000 , th e level at th e end of 

t h e e ig h t i es. Wh at w i t h m ass 

unemploymen t , high prices of commodi t ies . 

sa la ry r edu c ti on a nd s lump in pri ces of 

houses , na tional assets has dwindled just 

as it h as tha wed. Acco rdingly , s uch m yths 

as full employmen t , lifelong jobs a nd real 

estate m yth , by-products of high - d egree 

growth have disa ppeared . If we should fa il 

in restructuring governmen t a nd industries. 

it w ill r esult in: unch a n geabl e n a tiona l 

a nn ua l income per capi ta $ 5 , 000 , economic 

growth ra te minus or 1 % leve l, h igh prices 

of com moditi es inc reas ing by m ore than 

5%. high unemploymen t rate 7% or so. lf 

we fa il in or delay our rest ructuring them , 

i t is ha rd for us to look on the brigh te r side 

of our economi c s i t uat ions . It is r eported 

that we have been su ffe ring f rom th e wo rst 

economi c cris is a fter Korean Wa r. that is 

we a re now leading ou r li ves s upported b y 

I. M.F. 

In consequence , the purpose o[ thi s s tudy 

is to p rese n t so m e ways to r e infor ce 

nat ion a l compet it ive n ess de r ived f r om a 

fron tier spi r it o[ indust ri a l design pionee rs , 

w hi ch I be li eve can be the Wisdom o f 

So lomon' w i t h w hi ch we can ti d e ove r 

nat iona l economic cri s is a n d survive th e 

co ld wave. Besides , at present wh en we a re 

be ing s u ppo r te d b y I. M.F . , t hi s stud y in 

pursu it o[ beau ty from th e smalr trying to 

th in k s mal l, n ot b ig , is in tended to presen t 

some ways as a philosoph y of des ign s o as 

to overcome the tide of being f orced to be 

s uppor ted by I. M.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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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 llowings are demonstrated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is study : First , as far 

as histor ica l backgro unds of indust ri a l 

d es ign a nd p ioneers’ fronti e r s pirit are 

concern ed , th ey are analyzed fo cus ing on 

how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 ided over 

internat ional economic panics occurring in 

th e twenties . Second , as fa r as the pursu it 

0 1' the turning point of industrial design is 

concerned , they are th oroughl y investigated 

a nd analyzed ce n te r in g arou nd the 

standpo in ts of ergonomics and eco logy of 

industria l design . Third , In other to ins pire 

self-confidence of we-can-do-it keeping it in 

mind that nationa I competitiven ess wholl y 

depends upon d es ig n. 1 would lik e to 

emphas ize t h e importa n ce of industrial 

d es ign attac hin g importan ce to t h e 

settle m e nt of th e q u est ion s . Why does 

nat ional eco nomy or ex istence of en te rprises 

depend on d es ign? Wh y do we h a ve to 

compete with other coun tri es in design? 

1 . 뻐究텀的 및 提릅 

「소득 l 만달러 시대 」 ， 「지동차 1 ， 000만대 시대j ， 

「주택 1 ， 000만호 시대」를 맞는해에 국제통화기금 

(IMF)셰제가 몰아닥칠 줄이야. 모든 것을 10년전으 

로 돌려놓고 말았다. rIMF체제j 6개월은 우리 일상생 

활을 송두리채 바꿔났다 영화 필름이 비1년속도로 역 

회전 하듯이 6개월만에 생활상은 10년전A로 후퇴했 

다 r소득 1만달러 시대」가 눈깜짝할 사이 80년대말 

수준인 6 ， 000달러대로 떨어지고 대량실업， 고불가 감 

봉 집값 폭락등으후 자산이 눈녹듯이 줄어들었다. 이 

에따라 완전고용， 평생직장， 부동산신회등 고도성장이 

낳았던 각종 신화(피햄굶)들이 사라졌다. 이제 구조조정 

이 실패한다면 1 인당 국민소득 만년 5 ， 000달러， 경 

제성장률 마이너스 또는 1 %선， 매년 5%이상 상승하 

는 고물가， 7%안팎의 고실업 . 구조개혁이 실패하거나 

지연될 경우， 우리경제는 더 이상 희망을 갖기 어렵 

다 6 .25전쟁이후 가장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한다. 즉， IMF시대에 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살아 

남을 수 있는 지혜를 인더스티러열디자인 선구자들의 

개척정신에서 국가경쟁력을 모색하여 심기 일전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디자인의 중요성은 내일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의 문제라는 점이다， 디자인 분야가 제품 

의 차별화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름길이기 때문 

이다 그런 점에서 IMF시대를 살아가는 현섯점에서 

인더스티리얼디자인의 시대적 배경과 선구자들의 개척 

정신을 살펴 보는 것도 그 시사(示俊)하는 바 크다 할 

것이다. 

연구 목적에 따라서 논의될 주요 논제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인더스티리열디자인의 시대적 배경과 선구자들 

의 개척정신에서는 1 920년대에 시작된 국제적 경제 

공황을 미국은 어떻게 극복하였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으며， 

둘째， 인더스티리얼디자인의 전환점의 모색에서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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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트리얼디자인의 인간공학 (Ergon o mics; 

Human Factors Engineering) l l적 관점과 생태학 

CEco logy )2 )적 관점을 중심으로 소비자가 주체(主體) 

가 되는 「사용자 중심 디자인 (Use r Orien ted 

Des ig n)J , r환경 친화 디자인 (Envir o nm e nt 

Fri en dl y Des ignJ , 또는 「그런 디자인 (Green 

Design)J을 심도있게 연구 분석하였다. 

또한 디자인이 살아야 국가경쟁력도 산디는 평범한 

진리를 각인하여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즉 IMF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혁명) 신념， 국가경제나 기업의 존폐가 

왜 디자인에 달려 있나? 왜 디자인A로 승부를 하는 

가?의 의문점을 해결히는데 중점을 두어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1) 인간공학(Ergonomics. Human Factors Engineer ing 희랍어인 

노동 Ergon 과 관리업칙 Nomos 학문 Ics 의 셰 탄어를 조합하여 만 

듣 용어이디 산업계에서는 인간공학적인 노력을 지짐하는데 주로 사용되 

고 있으며 유럽에서 더욱 널리 샅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심리학을 중심 

으로 Human Factors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두 용어 

를 흔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 기계 설비 

또는 활경을 설계할 때 인간의 특성이나 능력의 한계들 고려하며 설계힘 

으로써 더욱 효율적이며 안전한 체계를 만들고자 연구하는 분야이다 디 

자인 사전 안그라픽스 1996. p 160- 16 1) 

2) 인간문화는 잠재적으로 인간의 특성에 가장 빨리 적응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가야할 길을 헌영하게 결정할 수 있게 해준다 문화의 

문화의 번전파정은 디자인과 샘태학의 도움을 맡아왔고 걸과적으로는 생 

태학 (Ecology'과 디자인에 영황을 미치게 도|었다 

1I. 인더스트리얼디자인의 時代的 背景

20세기로 접어들면서 미국의 산업은 경이적인 추세 

로 팽창되었다. 특히 제 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미국은 

군수품(軍需品)산엽에 힘입어 세계 제 1위의 공엽생산 

국으로 부상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은 포드의 자동 

차 생산 방식이었다. 이러한 대량생산 방식은 빠론 속 

도로 각 산업분야에 파급 되었으나 종전후(終파져종 1차 

세계대전)부터 군수품산업을 일반 대체 산업으로 육성 

하지 못한 미국의 경제는 중대한 위기에 봉챔}게 된 

다. 그것은 비-로 1920년대에 시작된 경제공황이었다. 

이 무렵부터 미국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생산 

제일주의에서 판매주의로 이행한다. 그리고 소위 인더 

스트리열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시장조사(Ma r ket 

Research)라는 개념과 함께 때를 맞추어 생겨났다 :3) 

즉， 인더스트리얼디자인은 경제공황의 위기를 극복하 

기 위한 미국인의 개척정신으로 발생되었다는 점이다. 

「물리칠 수 없는 유흑을 불러 일으켜서 물건을 만드 

는 사람」 인더스트리얼디자이너가 독립된 직업으로 

틀을 잡게 된 것은 1 920년대말 대공황(大恐l픔) 무렵 

1 927년 노만 벨 게데스(Normann Bel Geddes)는 

최초의 인더스트리얼디자인 사무소와 연구실을 열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것을 쫓아 상업도시 뉴욕 

에서 월터 도윈 티그CWalter Dowi n Teague) , 헨 

리 드레이퍼스CHenry Dreyfuss) , 레이먼드 로위 

(Raymond Loewy) 등이 연달아 컨설팅 디자이너로 

개인 시무실을 열었던 시기를 학자들은 본격적인 인더 

스트리열디자인의 배경으로 삼는다. 경기 침체에 등장 

했다는 점은 디자이너의 직엽의 성격을 무엇보다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어떻게하면 상품을 잘 팔리게 할 

〈첼 



수 있을까? 디자이너가 전면에 나선 것이다. 

인더스트리얼디자인이라는 말 자체는 1919년， 사이 

넬(J oseph Sinel)에 의해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지만 

이 말이 현재 의미하고 있는 것 같은 내용으로 확정된 

것은 게데스와 티그 이 두사람의 활동이 시작되고 부 

터였다. 이 두사람 이후의 디자이너로서는 뉴욕의 사 

키어 CGeo rge Sakier), 드레이퍼스， 로위 ， 오토 클러 

(O t to Kuh l e r)가 있고 서남부에는 도널드 도너 

CDonaled Dohne r> , 반 도렌(Harold van Doren ) 

등이 있었다. 이들 직엽적인 인더스트리열디자이너 외 

에 모더니스트 건축가라고 불려지는 그룹의 촬약도 인 

더스트리얼디자인 사상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뉴욕 

의 윌리염 레스키즈(W illam Lecas e) , 프레드리히 

키슬려 (Frederi ch Kies l e r)나 캘리포니아의 해롤드 

노이트라(Ha ro l d N eu t ra)등이 그러한 사람들로서 

그들은 설리번 (Louis Sulli van)이나 라이트(Frank 

Lloyd WrighO-' 1의 사상을 이어받아 근대기술과 기 

능에 입각「하여 건축구조를 합리적이고 간단하게 하려 

고 노력했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은 

종래의 건축가의 접근방법보다도 오히려 인더스트러얼 

디자이너의 접근방법에 가까운 것이었다 

3) Sheldon Cheney Art and the Machine 1936 

41 라이트 fFrank Lloyd Wright 1869 1959 미국의 건축가 1887년 

부터 1893년까지 실리번 Louis Sullivan 의 연구살에서 수학하였다 

f\Aies Van de Rohe 독일 Le Corbusier 프랑스 와 함께 미국을 대표 

하는 현대 건축의 거장0 1다 

lU. 인더스트리얼디자인 先짧홈틀의 開흙精神 

인더스트리얼디자인 선구자들은 스스로의 개척정신으 

로 각자의 다양한 방법으로 디자인을 창출한 사람들이 

었다. 그들이 인더스트리얼디자인의 선구자 역할을 한 

것은 그들의 활동의 폭이 넓고 각양각색의 일을 해 왔 

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기계기사였고， 어떤 사람은 

전기기사였다. 또 어떤 사람은 무대장치 설계자이든지 

실내 설계가， 흑은 건축가이기도 했다. 더구나 한 사 

람 한 사람의 일은 「성 냥갑에서 주택계획까지」 또 어 

떤 시 람은 「립스틱에서 기관차까지」 매우 넓은 범위에 

걸쳐 있었다 그러나 그들 모두 소비자의 기호(1볍好) 

를 이끌어 새로운 상품 가치를 창조해 냈다는 점에서 

20세기를 움직인 인물로 평가를 받는다， 수많은 소비 

재에서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선택하게 하속E 차별화의 

한 방법을 제시한 사람들， 인간 삶의 질을 호냉시켰다 

고 그들 스스로 날뷰l고 있다 

“내가 팔 수 있는 것은 시간과 아이디어 ， 조언， 경험 

이 전부다. " 1927년 최초로 개인 사무실을 냈던 인더 

스트리얼디자이너 게데스의 직업 설명이다 게데즈二가 

유선형의 기관차나 자동차를 디자인할 때 그는 사전에 

독창적인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했으며， 현재의 관 

점에서 보아도 그 실험들은 공기 역학적 실험의 기본 

에 속하눈 것이었다 그가 묘출(端出)해낸 형태는 모 

두 이상한 실험의 결과로 얻어낸 것이다. 이것이 소위 

유선형 (Stream L in e) 5 1이 였으며 , 유선형 의 유행은 

움직이는 것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의 디자인 까지로 

확대되어 1 930년대의 미국에서는 스트림 라인이라는 

말이 유행했다. 1 930년대 미국 인더스트리얼디자이 

너들의 성공이 「상상력의 승리」라고 할 만름 모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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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에 「디자인」을 불어넣어 디자인시대 터전을 넓혀 놓 

았다. 그 실예로 연필깎이도 독특하게， 만년필은 잉크 

가 새지 않으면서 날씬하게， 부엌 전체를 명랑하게 바 

꾼 하얀 냉장고， 바람처럼 매끄러운 자동차 ... 유선형 

과 인체공학이 일반인들의 생활용어로 자리잡게 만든 

것도 디자이너들의 기능연구- 미적표현의 결과이다. 

게데스가 라디오 스피커와 배선판의 조립 방식을 바꾸 

어 곁모양을 우。}하게 디자인한 필코제품을 내놓았을 

때 상점앞에 구경꾼들이 모여들어 결국 1932년 판매 

량을 50%로 급등시킨 일， 올리베티의 날씬한 타이프 

라이터가 뉴욕 쇼윈도에 나타나자 직장여성들이 줄서 

서 구경했고 이 광경에 충격 받아 마침내 IBM사장이 

디자인 전략을 세우게 됐다는 일회는 대량생산 대량소 

비시대의 가장 강력한 자극제로서 디자이너가 역할을 

찾게된 것이다. 확실히 1920년대 후반에 혜성처럼 출 

현한 게데스， 드레이퍼스， 로위등은 그 활동범위가 넓 

다는 의미에서 만능인적이었고 또한 미개척분야를 혼 

자의 힘ξ로 개척한 선구자로서 독특한 개성을 갖춘 

천재였다. 

티그는 게데스와는 대조적i로 현실주의자였다 또 

그 때문에 결코 실패하지 않는 견실함으로 명성이 높 

아 최근까지도(1960년도 사망) 매우 호흡이 긴 촬동 

을 해 왔다 티그도 성냥갑에서 도시에 이르는 모든 

것을 손수 다루었지만， 1939년 뉴욕 만국박람회 계획 

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전체 계획에 참여한 사실은 그의 

능력의 다양함을 보임과 동시에 인더스트리얼디자이너 

에게 건축가 및 기술자와의 공동으로 활약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의미에서도 주목된다， 좋은 의미에서의 비 

지니스맨이었던 그는 아름디움이란 말을 혐오하여 애 

매한 길을 걷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디자인은 디자 

인해야 할 물건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발 

견하고 구체화시키는 것이 디자이너의 임무라는 생각 

을 견지하여 일반 소비자의 제 요구 및 회사의 각 부 

문(기술부문， 영엽부문등)으로부터 제출된 제조건을 

잘 조정하여 매듭짓는 것. 그리고 회사의 최종 이익을 

최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을 발견해내는 것이 

그의 신조이며 또 가장 득의(得意)로 생각하는 바였 

다. 여기에서 게데스오1는 대조적인 인더스트리얼디자 

이너의 또 다론 전형을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발생이후 10년도 되지않는 단기간내에 인 

더스트리얼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어떻게 이렇게 화제가 

되고 사회적으로 부각되어온 것일까? 사실 대량생산 

방식하에서는 특정한 개인이 제품을 창조한다든지 그 

모든 과정에 완전히 책임을 지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어느 경우에도 제품은 많은 사람(시장 조사원， 기술 

자， 디자이너 , 판매부원등)의 공동작업하에 만들어지 

는 것이고， 이 20세기 사회의 생산물에는 익명성(뽑 

名性: Anonymous)이라는 특정이 필연적으로 붙어다 

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920년대 인더스트리얼 

디자이너라고 하는 일종의 예술가가 탄생되어 명성이 

나 개성을 특히 강조하는 경향이 생긴 것에는 어느정 

도 모순이 있는 것 처럼 생각된다. 초창기 인더스트리 

얼디자이너들이 경제 침체기의 활력소 역할을 했다면 

오늘의 디자이너들은 2차세계대전이후 줄기차게 전개 

된 세계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확산펀 소비문화에 개성 

주의를 불어넣는 감성의 마술사로 변신했다고 말할 수 

있다 r감각」 「느낌」 「이미지」를 앞세우는 디자인， 디 

자이너 이름 그 자체가 상품을 차별화하는 시대로 바 

꾸어 놓았다. 

5 유선혈 rStream Line) 1930년대 미국 산업디자인을 특징 지운 앙 

식 원래는 공기나 수류의 저힘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기나 선박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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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던 유체 역학의 개념이었으나 마침 대량생산과 소비주의로 방항을 

잡아나가던 미국의 산업디자인이 이를 채택하면서 당시의 거으 모든 제풍 

에 적용된 앙식심의 관용어가 되었다 그러나 유선형의 앙식적 기원은 이 

미 이탈리아의 미래파에서 나타나며 1920- 1930년대의 아르 데고에서도 

찾아돋 수있는데 유선형은 이를 대랑샘산 제품에 적용한 것으로서 디자 

인 사상 최초의 본격적인 산업디자인 앙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유선 

헝 (S t ream L l ne )은 C7 1능적인 순수함ß I 라는 근대디자E의 미학적 전제 

를 결정적으로 변경시킴으크로써 표피적인 스타일링 (Styleling )으로서의 

디자요의 출발이 되기도 한다 

IV. 인더스트리얼디자인의 轉換點 模索

1. AnUI생(Ergonomics; Human Factors 

Engineering)的 폐뿔ll 

오토메턱 三요 E 츠료 
'---2 시스템 (A u tomatic Cont r ol 

Sys tem)과 택트 시스템 (Tact System)을 갖춘 공 

장과 같이 복잡화한 기구(繼옳)속에서 인간과 기계의 

관계(Man-Machine Inte rface)를 유기화하는 것이 

기계공학(Machine En g in ee rin g)과 조직공학 

(System Engin eering)이었지만 이것은 기계쪽에 

비중을 둔 것이기 때문에 그나릉대로 결점도 나타났 

다. 그래서 기계와 인간의 관계를 전문적유로 과학화 

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 이 「인간공학 (Human 

Factors Engineering)J 이라는 학문이다 6l 

에르고노믹스는 인간공학이라고 번역되어， 휴먼 엔지 

니어링 (Human Engineer ing)의 인간공학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에르고노믹스쪽이 보다 인 

간의 쪽， 즉 인간인자(Human Factors)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기기 (캄觸)디자인을 할 때 인간의 특질을 

고려하는 과학이다7l라고 말할 수 있다 기계디자인은 

스타일링 (Styl e ling)보디는 기계 성능의 호t상과 사용 

상의 편리 호t상을 꾀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기 때문에 

인간공학적 지식이 필요하고 또 이것을 적용한 효과도 

상당허 크다. 그러나 인더스트리얼디자인에 있어서는 

기물(器찌)의 성능과 사용상의 편리를 다소 무시하더 

라도 외관상의 아름디움에 중점을 두고 정서적요소 보 

다 중요시하기 때문에， 기계디자이너가 필요로 히는 

만큼 인더스트리얼 디자이너는 인간공학적 지식이 필 

요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우리들은 모양과 색의 아 

름다웅 때문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기도 

하고 비능률적이고 기능이 나빠， 다루기 쉽고 편러한 

것과는 거리가 멸어도 취향에만 맞으면 그것을 사용하 

는 시용자 심리를 간과할 수 없다. 생활예술을 담당하 

는 인더스트리열디자이너는 이와같은 인간의 생활예술 

을 미적 감각을 만족시키기 위해 스타일링에 중점을 

두기 쉽지만， 소비자조사(Consume r Researching) 

에서 보여지는 것 처럼 사용자는 스타일링과 사용의 

편리성을 겸한 기불을 바라는 것이 일반적 이다. 또한 

소비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메이커 ， 판매자， 사용자등 

은 삼자의 관계성을 적절히 비판하게 되고 또한 이 분 

야에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매스콤 

에서도 소비자 과학에 기초한 임상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간공학이나 기계 

디자인에서의 에르고노믹스와는 또 다른 의미에서 인 

더스트리얼디자이너는 에르고노믹스를 필요로 하게 된 

다. 

그러면 인더스트리얼디자인을 위한 에르고노믹스란 

사용할 때 기분이 좋도록 만들기 위해서 인간 능력의 

특성을 검토(Check)하는 것이다 즉， 사용자가중심 

이되는， 사용자가 주체(主體)가 되는 디자인을 지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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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근 미국에서부터 「사용자 중심 디자인 (User 

Oriented Design)J이라는 개념이 생겨나서 전세계 

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제품을 사용자가 쓰기에 

편리하여 친근감이 들도록 디자인하는 것이다 8) 전통 

적i로 인더스트리열디자이너들은 제품의 형태를 아름 

답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제품을 사용하기에도 편리 

하게 해주는 이른바 기능의 미학을 성취시켜 주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전자제품류의 경우에 

는 그 현상이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여러 

기업에서는 디자이너들이 제품을 좀더 알기 쉽게 디자 

인하여 소비자들이 친근감을 갖고 대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디수의 제품에는 작동방법 

이 너무나 복집승}고 까다로운 기능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미리 작동방법을 배워야만 λ}용할 

수 있는 제품이 많다. 세탁기의 경우， 사용방법이 너 

무 복잡해서 소비자가 스스로 작동법을 터득하기가 매 

우 어렵게 디자인 된 것도 적지 않다 1 980년대만해 

도 소비자들은 복잡한 기능을 갖고 있으면 값이 비싼 

제품에 매료되는 경향이 있었다 9) 값이 비싸면 그 만 

큼 품질도 좋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때문이다 그러 

나 막상 그와 같은 제품을 여러번 사용해 보면서 부가 

된 기능들이 별로 쓸모가 없음을 이해하게 됨에 따라 

보다 더 간단하고 편리한 제품을 선호하는 경호탤 나 

타내고있다. 

(6 ) 勝見勝 外 朴大I흥번역 현대 디자인 이론의 사상가들 미진사 

1993 

7) 勝見勝 外 朴大l흥번역 현대 디자인 이론의 사상가들 미진사 

1993 

(8) 정경원 디자인이 경쟁력이다 웅진출관 1994. p 43 

(9 ) 위의 잭 p 43 

2 生態學(Ecology)的 淑點

생태학CEcology)의 중요성과 관점에서의 인식문제는 

이제 디자인과 생태학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디자이너와 생태학자들이 자연을 

보는 방법이 같다. 자연을 전체로 보지 않고는 가장 

간단한 공예품이나 가장 간단한 기계， 소박한 오두막 

을 디자인해 내는 것조차도 불기능하다 이러한 생각 

이 이상적이고 비실제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도 모른다. 하지만 실제적인 생각이 우리를 혼란속에 

빠뜨린다고 생각할 때， 지금은 이상주의가 그어느 때 

보다도 더 요구된다고 믿는다. 오늘날 인류가 직면하 

고 있는 많은 환경적 문제들은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디자인 제품 때문에 초래 되었다 거의 2 ， 000년동안 

우리는 우리의 의지대로 세계를 만들려고 노력해 왔 

다 10) 

디자인과 기술과의 관계는 생태학과 생물학의 관계와 

같다. 전문가들은 인류학， 철학， 공학， 예술， 생물학， 

심리학 같은 과목들(모든 디자인에 관련된)은 고도로 

훈련된 지적인 기량이 요구되므로， 그와 똑 같은 건축 

과 디자인을 동시에 숙달할 수는 없다고 또다시 주장 

할 것이다. 디자이너들은 어려운 문제 하나를 완전히 

이해하는데 필요한 모든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가 

능하다고 주장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디자인은 

각 분。빠의 미묘한 관계를 고려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계속주장할것이다. 

디자인과 생태학 모두 인간이 발명해 낸 모델이다 11 ) 

모든 자연 유기체들이 자신의 생태계에 깊이 관련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단지 그러한 생태계들이 어떻 

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설명할 수 있을 뿐이다. 생태계 

를 변화시킬수 있는 우리의 정신력은(종종 생태계를 

@ 



파괴 시키기도 하지만) 또한 보다 나은 생태계를 창조 

히는데 도움이 된다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태계를 창조할 수도 있고， 낡은 것을 파괴하며， 현 

존하는 것들을 설명할 수도 있다. 디자인과 생태학 사 

이에는 지성과 직관력， 과학과 예술， 심지어 인간과 

자연까지도 동시에 존재하도록 할 수 있을만한 관련성 

이 존재한다. 미학， 즉 아릉다움에 대한 인식은， 우리 

의 인식 유무외는 관계없이 존재하는 자연형태와 생물 

학적 과정에 깊이 뿌리박혀 있다. 우리의 모든 미적 

가지체제라는 것은， 이미 우리내부에 또는 주변에 존 

재해 있는 자연의 추상적인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디 

자인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형태와 과정에 적합한 경우 

에만 거기서 미를 발견하게 된다 뿐만아니라 최근에 

는 환경 오염의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환경 친화 디자인 CEn v ir onment Friend l y 

Designj ‘ 또는 「그런 디자인 CG reen Des i gn)j이라 

는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12) 

환경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인류가 사용하는 

지원의 이용 행태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급격한 

산업화와 인구의 폭증이 환경의 오염을 가속시키고 있 

는 것이다- 그러므로 많은 기업과 국가는 환경에 대한 

배 려 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마케팅 CGree n 

Marketing)에 총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 설예로 

미국의 햄버거 전문회사인 맥도널드시는 높아지고 있 

는 소비자들의 비난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음료수 빨대 

를 가볍게 하여 l년에 45만 kg의 소재를 절의k하였 

다. 또한 모빌화학사도 자연 분해되는 해프티 CHefty) 

쓰레기 봉투를 제직하여 짧은 기간내에 미국 시장의 

점유율을 23%까지 차지하는 성공을 거두었다， 아기 

의 기저귀를 생산하고 있는 프록터 앤 캠블사도 포장 

의 부피를 줄이기 위해 플라스틱 봉지를 사용하여 압 

축 포장 함으로써 80%의 원료를 절감 했고. 1회용 

기저귀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빨리 분해되어 부식되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가속화하고 있다 1 3) 

생태학CEcology)의 관점에서 출발한 「환경 친화 디 

자인 CEnvironment Fri endl y Designj. 또는 「그 

린 다자인 (G r ee n D es i gn) j 의 원리는 「절약 

CReduc in g)j . r 재사용 CReuse) j . r 재활용 

CRecyc lin g) j. r재생 CRegenerat i o n ) j. r재충전 

CRef il J) j의 머 리 글자를 따서 5R로 요약할 수 있 

다 1-) ) 겉모양이나 쓰임새만을 위한 디자인이 아니라 

덜 쓰는 디자인， 덜 남기는 디자인을 찾는다， 

10 ViCiOr Papanek 한도룡 이해묵 공억 Design for Human 

Scale 0 진시 -986 P 14, 
"1 위의 잭 p 148 

12 정경원 디자인이 경쟁력이다 웅진솔반 1994 p 54 

13 정경원 디자인이 경쟁력이다 웅진술판 1994 p 56 

14 우j의 잭 p 58 

= = R 結

커피가 담긴 종이컵부터 책， 신문， 봉투는 물론 클 

럽‘ 의자， 컴퓨터 ， 우리가 살고 있는 집까지 눈앞에 

보이는 모든 사물은 누군가가 디자인한 것이다. 텔레 

비전에 비쳐지는 광고나 사이벼 세계에 그려진 모든 

그래픽도 마찬가지이다‘ 자연을 제외한 모든 것은 디 

자이너의 손을 거쳐서 우리 앞으로 온 것이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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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디자인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디자인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거기서 사회의 움직임이 드러난다 왜냐 

하면 디자인은 디자이너의 것이 아닌 소비자와의 공유 

물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인더스티리얼디자인 선구자들의 

개척정신과 국가경쟁력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는 연구 

목적에 따라 1 920년대에 시작된 국제적 경제공횡을 

미국은 어떻게 극복하였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1930 

년대 미국 인더스트리얼디자이너들의 성공이 「상상력 

의 승리」라고 할 만큼 모든 제품에 「디자인」을 불어넣 

어 디자인시대 터전을 넓혀 놓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실예로 연필깎이도 독특하게 ， 만년필은 잉크가 새 

지 않으면서 날씬하게， 부엌 전체를 명랑하게 바꾼 하 

얀 냉장고， 바람처럼 매끄러운 지동차… 유선형과 

인체공학이 일반인들의 생활용어로 자리잡게 만든 것 

도 디자이너들의 기능연구 - 미적표현의 결과이다 

즉， 사용자가 중심이되는， 사용자가 주체(主體)가 되 

는 「시용자 중심 디자인(User Oriented Design)J 인 

인간공학적 관점과 환경 오염의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환경 친화 디자인 CEnvironment 

Friendly DesignJ , 또는 「그런 디자인 (G reen 

Design)J의 생태학CEcology)의 관점에서 디자인의 

역할과 위상이 시대에 맞게 비뀌어졌다. 초창기 인더 

스트리얼디자이너들이 경제 침체기의 활력소 역할을 

했다면 오늘의 디자이너들은 2차세계대전이후 줄기차 

게 전개된 세계적인 경제성징을 통해 확산된 소비문화 

에 개성주의를 불어넣는 감성의 마술사로 변신했다고 

말할 수 있다 「감각」， 「느낌」 ，「이미지」를 앞세우는 디 

자인， 디자이너 이름 그 자체가 상품을 차별화하는 시 

대로바꾸어 놓았다. 

「정작 디자인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이유는 무엇인 

가η 그것은 상품의 질이나 기술수준이 기엽간의 큰 

차이가 나지 않게 돼버렸기 때문이라고 비지니스위크 

지는 자문자답 한다 셔로 경쟁이 될만한 기업끼리는 

기술개발과 연구에 엄청난 비용이 들 뿐 아니라 기술 

격차도 그리 크게 벌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제품 차별 

화는 디자인쪽으로 옮겨갈 수 밖에 없디는 것이다. 한 

국산업디자인진흥원(KIDP) 본관 건물에 들어서는 사 

람은 「디자인이 살아야 경쟁력이 산다.J라고 커다닿게 

쓰인 글귀를 보게 된다. 이제 어떤 분야 어떤 기업， 

어떤 국가일지라도 이 글귀로 부터 자유로울수는 없 

다 디자인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한다는 밀은 더 이상 

「슬로건」이 아니라 기업들이 경영일선에서 매일 매일 

부딪치는 치열한 현실이 된 것이다 디자인 때문에 외 

국시장 문턱에서 눈물을 임려야만 했던 세일즈맨이 셀 

수도 없으며 누가 보더라도 최고 품질의 제품이 제값 

을 못및l아 분통을 터뜨렬 수 밖에 없었던 사례를 흔히 

접할 수 있다 r과거에는 가격으로， 오늘은 품질로， 

내일은 디자인으로 경쟁한다. J고 말 했다 그러나 더 

이상 내일이 아니다. 수 많은 기엽은 디자인이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의 문제로 절감하고 있는 것 

이다 제품의 질과 기술수준이 국가간 기업간 평준화 

하는 추세가 가속되면서 디자인분야가 차별화와 고부 

가가치의 지름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앨빈 토플러 CAlvin Toffler)는 「미 래의 충격 

CFuture Shock)J에서 “우리의 관심사는 제품 중심 

에서 서비스와 경험에 중점을 두는 후기 산업사회 

CPost lndustr ia l Soc i e ty)로 옮겨갈 것" 1 5)이라 지 

적한 것은 작금의 디자인 현상에서 크게 음미해 보아 

야히는 하나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t흩 



(15) . Alv in Toffl e r. Future S hock. New York:Random 

House .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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