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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오늘날의 디자인은 시대의 흐름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산업사

회에서 지향하는 기능성 기반의 합리적인 가치 넘어 감성적인 가치와 

만족감을 추구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의 기

능이나 품질은 이미 평준화를 이루었고, 이제는 생산과 소비를 위한 디

자인을 넘어 디자이너의 철학이 담긴 디자인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의 디자인은 1962년 이후 ‘경제계발 5개년’ 계획을 통한 빠른 

경제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경제의 흐름과 밀접히 연관되어 생산과 

판매를 촉진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 후 4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한국의 디자인은 국가 발전, 물질적인 성장, 부의 증대, 

소비 촉진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물론 한국의 디자인 

경쟁력이 분명 과거에 비해서 크게 성장한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 

세계의 디자인 트렌드를 선도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국의 디자인을 이끌어 가는 

대다수 대기업이나 디자인 전문 회사에서 시장이나 트렌드 분석, 

벤치마킹 전략과 같이 공급자적인 관점에서 비롯된 사고와 접근방식 

에만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도 여러 원인들 중 한 가지라고 생각된다.  

 

이와 다르게 세계의 디자인 트렌드를 선도하는 자기표현적 성향의 디

자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사회문화 전반의 배경과 시대적 변화에 대한 

내적인 성찰과 함께 작가적인 관점에서 비롯된 창작자의 사고가 그들의 

디자인 조형창작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조형창작에서의 창작자의 관점을 경제적 가치향상을 위한 

산업적인 역할로 보는 ‘공급자적 관점’과 문화적 기능으로서 자기 표현

적 가치를 지향하는 ‘작가적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때 창작자

의 사고가 지나치게 공급자적인 관점에 편중되는 경우에는 산업적 특성

이 강조되어 시장에 존재하는 범주를 넘어서는 혁신적인 창조활동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또한 지나치게 작가적인 관점에 편중되는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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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성이나 대중성과는 멀어지게 되어 사람들에게 수용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바람직한 디자인 조형창작은 디자인의 기본 

속성을 고려한 가운데 ‘공급자적 관점’과 ‘작가적 관점’중 어느 한쪽으

로 치우치기 보다는 상호간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창작자의 사고유형에 따른 관점과 조형창작의 

관계를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 조형창작을 

위하여 사고 관점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가능성을 모색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1921년 칼융(Carl Gustav Jung)이 분류하여 정의한 사고

유형에 따라 외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과 내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

작의 기본 특성을 디자인과 예술창작의 이론적인 고찰을 통하여 살펴보

았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조형창작에 있어서 창작자의 사고 유형과 

관점이 창작물의 성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보다 실증적으로 사고유형에 따른 조형창작의 특성을 비

교하기 위하여 사고의 스펙트럼 양 극단에 위치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사고관점과 진행체계를 비교하기 위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한 대표사례로 한국의 대기업 및 디자인 전문회사 소속의 디자

이너들과, 한국의 작가주의적인 예술작가들 총 20인을 대상으로 심층인

터뷰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하여 사고의 유형과 창작자의 관점에 따른 

조형창작 특성을 살펴보았다. 더 나아가 사례연구를 통하여 살펴본 사

고의 유형별 창작자의 관점과 진행 체계의 특성이 통합적으로 적용된 

진행체계 모델을 제안함으로써 균형적 사고를 기반으로 하는 디자인 조

형창작 진행 체계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해 보았다. 

 

 

주요어: 외향적 사고, 내향적 사고, 디자인, 예술, 조형창작 

학   번: 2012-21215 

 

 



 

 iii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 1 

제 2 절  연구의 목적 .................................................................................................. 6 

제 3 절  연구의 체계 및 방법 .................................................................................... 8 

 

 

제 2 장 경제적 가치 향상을 위한 한국 디자인의 형성과 발전 ............. 10 
 

제 1 절  수출 증대를 위한 디자인 개념의 형성기 .................................................... 10 

2.1.1 공예산업의 부흥 (1950~1959) ............................................................... 10 

2.1.2 제품 수출의 본격화 (1960~1969) ......................................................... 13 
 

제 2 절  경제도약에 따른 디자인 성장기 ................................................................. 16 

2.2.1 디자인 포장의 진흥 (1970-1979) .......................................................... 16 

2.2.2 굿 디자인 인식 (1980-1989) ................................................................. 18 
 

제 3 절  산업 경쟁을 통한 디자인 심화기 ............................................................... 21 

2.3.1 디자인 산업 조성 (1990-1996) ............................................................. 21 
 

제 4 절  디자인을 통한 국제 시장의 개척기 ............................................................ 23 

2.4.1 디자인 세계화 추진 (1997-현재) ........................................................... 23 
 

제 5 절  소결............................................................................................................ 26 

 

 

제 3 장 자기표현적 디자인 사례를 통한 창작자의 사고특성 고찰 ........ 28 
 

제 1 절  디자이너 ..................................................................................................... 28 

3.1.1 에토레 소트사스 ..................................................................................... 28 

3.1.2 알레산드로 멘디니 ................................................................................. 31 

3.1.3 필립스탁 ................................................................................................. 35 

3.1.4 자하하디드 ............................................................................................. 40 

3.1.5 론 아라드 ............................................................................................... 44 
 

제 2 절  디자인 기업 ................................................................................................ 48 

3.2.1 알레시 .................................................................................................... 48 

3.2.2 드룩 ....................................................................................................... 53 
 

제 3 절  소결............................................................................................................ 59 

 



 

 iv 

제 4 장 외향적 사고와 내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의 이론적 고찰 ..... 61 
 

제 1 절  조형창작의 사고유형 .................................................................................. 61 

4.1.1 조형창작 ................................................................................................. 61 

4.1.2 사고의 유형 ............................................................................................ 64 
 

제 2 절  외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 디자인 ......................................................... 69 

4.2.1 디자인의 정의 ........................................................................................ 70 

4.2.2 디자인의 역사적 개념 고찰 .................................................................... 72 

4.2.3 디자인 조형창작의 사고과정 .................................................................. 76 
 

제 3 절  내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 예술 ............................................................ 83 

4.3.1 예술의 정의 ............................................................................................ 84 

4.3.2 예술의 역사적 개념 고찰 ....................................................................... 86 

4.3.3 예술 조형창작의 사고과정 ...................................................................... 91 
 

제 4 절  소결............................................................................................................ 97 

 

 

제 5 장 외향적 사고와 내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 특성 비교 및 

균형적 사고기반의 디자인 조형창작 개념모델 제안 .................. 99 
 

제 1 절  인터뷰 배경 ................................................................................................ 99 

5.1.1 인터뷰 개요 ............................................................................................ 99 

5.1.2 예비인터뷰 ........................................................................................... 100 

5.1.3 심층인터뷰 ........................................................................................... 102 
 

제 2 절  외향적 사고와 내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 관점 비교 ........................... 108 

5.2.1 개념화 단계에서의 창작관점 ................................................................ 108 

5.2.2 시각화 단계에서의 창작관점 ................................................................ 114 

5.2.3 구체화 단계에서의 창작관점 ................................................................ 120 

5.2.4 외향적 사고와 내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 관점의 비교 .................... 124 
 

제 3 절  외향적 사고와 내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 진행체계 비교 ..................... 127 

5.3.1 개념화 단계에서의 진행체계 ................................................................ 127 

5.3.2 시각화 단계에서의 진행체계 ................................................................ 140 

5.3.3 구체화 단계에서의 진행체계 ................................................................ 150 

5.3.4 외향적 사고와 내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 진행체계 비교 ................. 160 
 

제 4 절  외향적 사고와 내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 특성 비교 ........................... 167 

5.4.1 문제의식 ............................................................................................... 167 

5.4.2 조형창작의 사고체계 ............................................................................ 167 

5.4.3 창의적인 조형창작 ............................................................................... 168 

5.4.4 조형창작을 위한 영감의 근원 .............................................................. 168 

5.4.5 조형창작의 원동력 ............................................................................... 169 



 

 v 

5.4.6 조형창작의 주안점 ............................................................................... 169 
 

제 5 절  균형적 사고기반의 디자인 조형창작 개념모델 제안 ................................. 171 

5.5.1 문제 수용(Accept problem) .................................................................. 174 

5.5.2 정의(Definition) ................................................................................... 177 

5.5.3 발상(Ideation) ...................................................................................... 178 

5.5.4 창작(Creation) ..................................................................................... 182 

5.5.5 평가(Evaluation) .................................................................................. 183 

 

 

제 6 장 결    론 ............................................................................ 185 

 

 

참고문헌 .......................................................................................... 187 

 

부록 ................................................................................................. 191 

 

Abstract ........................................................................................... 197 



 

 vi 

표 목차 

 

[표 1-1] 디자인 가치의 변화 .............................................................................................. 2 

[표 4-1] 칼융의 정의에 따른 사고의 유형적 분류 ........................................................... 65 

[표 5-1] 심층 인터뷰 대상의 소속과 인원 ..................................................................... 103 

[표 5-2] 조형창작의 3단계 과정 .................................................................................... 103 

[표 5-3] 조형창작의 관점 비교 ...................................................................................... 105 

[표 5-4] 조형창작의 진행체계 비교................................................................................ 106 

[표 5-5] 외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과 내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의 특성비교 ........ 170 



 

 vii 

그림 목차 

 

[그림 1-1] 디자인 패러다임의 변화 ................................................................................... 4 

[그림 1-2] 연구의 목적 ...................................................................................................... 6 

[그림 1-3] 문헌연구 ........................................................................................................... 6 

[그림 1-4] 사례연구 ........................................................................................................... 7 

[그림 1-5] 균형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 ............................................................................. 7 

[그림 1-6] 연구의 진행체계 ............................................................................................... 8 

[그림 2-1] 1959년 A-501라디오 ...................................................................................... 11 

[그림 2-2] 1988년 올림픽 마스코트와 엠블램 .................................................................. 19 

[그림 2-3] 2001세계산업디자인대회 ................................................................................. 25 

[그림 2-4] 공급자적 관점에서의 한국의 디자인 ............................................................... 27 

[그림 3-1] Valentine Portable Typewriter and Cover (좌) / Carlton Bookcase (우) .......... 29 

[그림 3-2] Proust Chair .................................................................................................... 31 

[그림 3-3] Swatch (Lots of Dots) ..................................................................................... 32 

[그림 3-4] Groninger Museum ......................................................................................... 32 

[그림 3-5] Anna G. .......................................................................................................... 33 

[그림 3-6] Alessandro M. ................................................................................................. 33 

[그림 3-7] W.W.Stool ...................................................................................................... 35 

[그림 3-8] Juicy Salif ........................................................................................................ 36 

[그림 3-9] Toothbrush ..................................................................................................... 38 

[그림 3-10] Starck Naked ................................................................................................ 38 

[그림 3-11] Vitra Fire Station ........................................................................................... 40 

[그림 3-12] Nuragic and Contemporary Museum in Cagliari, Italy ................................. 42 

[그림 3-13] WMF Cutlery (좌) / Mesa Table (중) / Genesy Lamp (우) ............................ 42 

[그림 3-14] Well-Tempered Chair ................................................................................... 45 

[그림 3-15] Book Worm .................................................................................................. 46 

[그림 3-16] FPE (Fantastic, Plastic, Elastic) ...................................................................... 46 

[그림 3-17] Alessi Product Design .................................................................................... 48 

[그림 3-18] La Conica ..................................................................................................... 50 

[그림 3-19] La Cupola ..................................................................................................... 50 

[그림 3-20] Bird Kettle(Michael Graves) .......................................................................... 51 

[그림 3-21] 9091 Kettle(Richard Sapper) ......................................................................... 51 



 

 viii 

[그림 3-22] 알레시의 브랜드 라인 ................................................................................... 52 

[그림 3-23] Chest of Drawers (Tejo Remy) ...................................................................... 55 

[그림 3-24] Rag Chair (Tejo Remy) ................................................................................. 55 

[그림 3-25] Knotted Chair (Marcel wanders) .................................................................. 56 

[그림 3-26] Do hit ........................................................................................................... 57 

[그림 3-27] Table Tennis Fence (좌) / Bicycle Fence (중) / Share Fence (우) .................... 57 

[그림 3-28] 작가적 관점에서의 자기표현적 디자인 ......................................................... 59 

[그림 3-29] 창작자의 사고가 중심이 되는 조형창작 과정 ............................................... 60 

[그림 4-1] 막스빌이 설명한 조형의 개념 ......................................................................... 63 

[그림 4-2] 외향적 사고와 내향적 사고 ............................................................................ 64 

[그림 4-3] 조형창작 분야에 따른 사고 유형의 차이 ........................................................ 67 

[그림 4-4] 균형적 사고관점의 중요성 .............................................................................. 68 

[그림 4-5] 월러스(Wallas, 1926)가 제시한 사고모형........................................................ 78 

[그림 4-6] 돈코베르그와 짐배그널(Don Koberg & Jim Bagnall, 1991)의 문제 해결적 

사고과정 ............................................................................................................................ 79 

[그림 4-7] 트레핑거와 아이작센, 도어발의 CPS(Creative Proble m Solution, 2011)  

모형 ................................................................................................................................... 81 

[그림 4-8] A model of aesthetic experience, Leder, Belke, Oebest, & Augustin ................ 92 

[그림 4-9] 역사적 흐름에 따른 디자인과 예술의 개념 ..................................................... 97 

[그림 5-1] 사고유형 및 관점의 양 극단에 위치한 사례집단 ............................................ 99 

[그림 5-2] 심층 인터뷰 대상 .......................................................................................... 102 

[그림 5-3] 조형창작의 관점과 진행체계 분석을 위한 프레임 ........................................ 104 

[그림 5-4] 조형창작의 목적 ........................................................................................... 108 

[그림 5-5] 조형창작 활동에서의 고려대상 ..................................................................... 109 

[그림 5-6] 조형창작의 방향설정을 위한 기반 ................................................................ 111 

[그림 5-7] 조형창작 영감(모티브)의 근원 ...................................................................... 114 

[그림 5-8] 형태 발상에서의 주안점 ............................................................................... 117 

[그림 5-9] 조형언어 ....................................................................................................... 120 

[그림 5-10] 기대가치 ..................................................................................................... 121 

[그림 5-11] 사고의 유형별 조형창작의 관점 .................................................................. 126 

[그림 5-12] 사고의 유형별 개념화 단계에서의 진행과정 ............................................... 139 

[그림 5-13] 사고의 유형별 시각화 단계에서의 진행과정 ............................................... 150 

[그림 5-14] 사고의 유형별 구체화 단계에서의 진행과정 ............................................... 160 

[그림 5-15] 외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에서의 개념화 단계 ........................................ 161 



 

 ix 

[그림 5-16] 외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에서의 시각화 단계 ........................................ 161 

[그림 5-17] 외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에서의 구체화 단계 ........................................ 162 

[그림 5-18] 외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 시스템 ........................................................... 163 

[그림 5-19] 내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에서의 개념화 단계 ........................................ 164 

[그림 5-20] 내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에서의 시각화 단계 ........................................ 164 

[그림 5-21] 내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에서의 구체화 단계 ........................................ 165 

[그림 5-22] 내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 시스템 ........................................................... 166 

[그림 5-23] 사고의 유형에 따른 조형창작 진행체계 비교 ............................................. 167 

[그림 5-24] 사고의 유형별 문제의식.............................................................................. 168 

[그림 5-25] 사고의 유형별 조형창작의 사고체계 ........................................................... 168 

[그림 5-26] 사고의 유형별 창의적인 조형창작 .............................................................. 169 

[그림 5-27] 사고의 유형별 조형창작을 위한 영감의 근원 ............................................. 169 

[그림 5-28] 사고의 유형별 조형창작의 원동력 .............................................................. 170 

[그림 5-29] 사고의 유형별 조형창작의 주안점 .............................................................. 170 

[그림 5-30] 디자인 조형창작의 5단계 과정 ................................................................... 172 

[그림 5-31] 균형적 사고기반의 디자인 조형창작의 개념 모델....................................... 173 

[그림 5-32] 문제상황에 대한 통합적 접근체계 .............................................................. 174 

[그림 5-33] 문제수용 단계의 통합적 접근 ..................................................................... 175 

[그림 5-34] 정의 단계의 통합적 접근 ............................................................................ 178 

[그림 5-35] 발상 단계의 통합적 접근 ............................................................................ 179 

[그림 5-36] 로저마틴이 설명한 지식생산필터 ................................................................ 181 

[그림 5-37] 창작 단계의 통합적 접근 ............................................................................ 183 

[그림 5-38] 평가 단계의 통합적 접근 ............................................................................ 184 



 

 1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1.1.1 현황이해 

 

한국의 디자인은 1962년 ‘경제계발 5개년’ 계획과 함께 산업화를 통

한 빠른 경제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경제의 흐름과 밀접히 연관되어 생

산과 판매를 촉진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후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에도 한국 대다수의 기업에서는 디자인을 시장의 수요를 

자극하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여, 여전히 경제

의 흐름과 요구에 맞춰진 제품들이 끊임없이 시장에 쏟아져 나와 소비

를 촉진시키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즉, 수요를 예측하고 소비

자의 니즈를 충족시켜 자본이 원활하게 순환하도록 만드는 상품 미학

의 수단으로서 활용되는 것이 오늘날 한국 디자인의 일반적인 모습이

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한국의 디자인은 “굿 디자인은 굿 비즈니스다 

(Good design is Good business)"라는 토마스 왓슨 (Thomas Watson)의 

말처럼, 새로운 물질적인 대상을 창조하여 기업의 경제적 가치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로 인하여 정확한 시장의 분석과 이해를 통해 

디자인을 행하고 이를 통해 판매를 촉진시키는 것이 디자인의 핵심적

인 속성인 것으로 너무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대다수의 디자인 연구자들이 21 세기의 디자인 가치를 삶의 

질 향상, 오감을 통한 감성만족, 의미창출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경제적 가치 증진으로서의 물질과 분석에 바탕을 둔 디자인 사

고만으로는 미래 사회의 새로운 유형의 문제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으

로 보인다. 특히 디자인에 대한 요구가 과거와 달리 다양해지고 확대되

고 있는 오늘날에는 디자인을 생산과 소비의 시스템에서만 바라보기 

보다는 우리 사회에서 디자인의 본질적인 의미를 되돌아 볼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사회, 문화, 환경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시대적 문제들이 

화두로 떠오르는 이와 같은 때에 과거 공업생산과 기계생산에 의한 대

량 생산의 결과로 인한 획일적인 형태의 생산품에 반기를 들고, 수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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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닌 아름다움을 회복하고자 노력한 ‘미술 공예 운동’과 같이 디자

인의 역할과 의미를 되짚어 보고 디자인의 가능성에 대하여 탐구함으

로써 디자인의 미래 비전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는 시도가 필요하다.  

 
 

20C 

 

 

 

21C 

 

생산과 소비 

 

객관적 

 

 

 

 

 

 
 

 

 

삶의 질 향상 

 

주관적 
 

절대적 

 

상대적 

 

시각을 통한 물성 

 

물리적 
 

오감을 통한 감성 

 

정신적 
 

물질적 

 

비물질적 

 

기능, 품질 

 

경제적 
 

(기능, 품질)+의미 

 

사회적 
 

기계적 

 

유기적 
 

[표1-1] 디자인 가치의 변화1 

 

 

1.1.2 문제인식 

 

세계 명품디자인은 기업이나 브랜드를 굳이 드러내지 않더라도 소비자 

들이 단번에 구분 할 수 있는 고유의 정체성을 보유 하고 있다. 예컨대 

벤츠, BMW, 아우디의 디자인은 자신들의 디자인 철학에 근거한 

디자인 정체성을 통해 자동차의 일부만 보아도 회사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물론 한국의 디자인 경쟁력도 오늘날 

세계 시장에서 분명 과거에 비해서 크게 성장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의 디자인은 세계적인 명품 디자인들과는 달리 그 고유의 

가치에 대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아직까지 

세계의 디자인 트렌드를 선도하는 정도의 수준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한국의 디자인

이 지금까지 성장하게 된 기반이 선도자이기 보다는 실패비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후발주자 전략을 취하고 있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다시 말하

면, 한국의 디자인을 이끌어 가는 대다수 기업의 디자이너들이 시장이

나 트렌드 분석, 고객 타겟팅, 벤치마킹 전략 같은 논리적 이고 분석적

                                            
1 이순종, 디자인 사고와 창의성, 연구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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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접근을 중심으로 하는 제품개발 방식에 크게 의존하여 제품을 만들

고 판매하는 공급자적인 관점에 편중된 시각으로 디자인을 대하고 있다

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디자인 접근 방식을 통해 상대의 장점을 따라가다 

보면 비슷한 장점을 가지게 되는 수준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 문화 전반의 배경과 시대적 변화를 통찰하여 디자인의 본질과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창조적으로 예측해 보려는 노력과 

용기 없이는 결국에는 세계적인 디자인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문영미 교수는 그의 

저서인 ‘디퍼런트’를 통해 대다수의 기업들이 점점 ‘차별화의 

대가(大家)’가 아닌 ‘모방의 대가(大家)’가 되어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며 작은 차이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한 나머지, 끊임없이 

차별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2 

 

과거에는 제품을 기획하기 위한 시장조사라는 것도 통계적으로 유효한 

데이터를 얻는 활동에 집중되어 왔다. 당시 세상이 비교적 느리게 진행

되는 시기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객관적인 사고와 접근방식이 어

느 정도 신뢰할 수 있었다. 하지만 토론토 대학의 교수이자 세계적인 

경영학자인 로저 마틴(Roger Martin)은 과거 데이터와 지식에 기반한 

분석을 도구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위험은 감소할 지 모르지만, 혁신

을 이끄는 데에는 적합하지 못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Dog Years3라 

불릴 만큼 변화 속도가 빠른 현대 사회에 있어서 과거 정보의 분석이 

미래예측에 대한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인 것이다.  

 

여기에서 애플의 故 스티브 잡스가 “혁신제품을 위한 시장조사 따위는 

하지 않는다”고 한 이야기를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을 통해 그

는 기존과는 다른 접근 방법을 취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제록스 

연구소에서 대수롭게 여겼던 현재의 데스크탑 GUI를 가치 있게 판단하

                                            
2 문영미, 박세연역, 디퍼런트, 살림Biz, 2011, p35  
3 Dog Years란 개의 1년은 인간의 7~8년과 맞먹는다는 뜻으로 그만큼 변화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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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적용한 점이나, 관성 스크롤과 같이 장난스럽게 치부될 수 있었던 

솔루션을 아이폰에 적용하여 자연스러운 조작이 가능한 형식을 부여한 

것을 볼 때, 그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여 새로운 가치를 도출해낸 것

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그는 분석이나 조

사를 통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보다는 직접 관찰하고 경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주관적인 사고를 통해 판단하고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또한 뱅앤올룸슨의 수석 디자이너 데이비드 루이스 역시 “소비자는 정

작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디자이너의 주관

을 중요시하여 라이프 스타일을 선도하는 제품을 개발한다”4라고 말한 

것을 볼 때 혁신적인 제품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소비자에게 물

어서는 알 수 없다는 자각이 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Form follows function

Bench marking Future marking

Form follows market Form follows thinking

 
 

[그림 1-1] 디자인 패러다임의 변화 

 

더욱이 오늘날의 소비 가치는 시대의 흐름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에 따

라 기능성 기반의 합리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산업사회를 넘어 감성적인 

가치와 만족감을 추구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세

계적인 경영학 학자이자 경영사상가인 톰 피터스(Tom peters)는 “벤치

마킹(bench marking)의 시대는 가고 퓨처마킹(future marking)의 시대

가 왔다.”5라고 말하며 성공사례를 벤치마킹 할 것이 아니라, 혁신을 위

해 전통적인 방법에 도전하고, 미래 사람들의 생각이나 시대의 결을 읽

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4 하송, 류한호, 디자인의 진화와 기업의 활용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8, p27 
5 영웅은 만들어진다(Heros are made), 문화일보, 20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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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 아니라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도 그의 저서인 ‘새로운 미래가 온

다(A Whole New Mind)’에서 미래에 다가올 하이컨셉 시대에는 기술이 

아닌 예술, 감성을 어우르는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예술가적 창조

성이 21세기 승부의 최대 관건이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예술적 감성

의 우뇌 시대가 열린다는 학자들의 예견은 이미 실천의 단계에 들어섰

다. 좌뇌 형 사고가 우리를 풍요롭게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풍요는 그 

자체만으로 인간에게 만족을 주는데 한계가 있다. 이는 디자인의 궁극

적인 목적이 부의 증대가 아니라, 부를 수단으로 아름답고 감각적인 가

치를 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한국의 디자인은 상품미학의 수단으로 활용되

는 수준을 넘어서서 예술, 과학, 문화 등 시대의 흐름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함께 창작자의 사고가 중심이 되는 창조적인 활동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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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공급자적인 관점에 편중된 한국의 디자인 조형창작에 작가

적 관점에서 비롯된 창작자의 사고가 중심이 되는 형태의 디자인 접근

을 보완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 조형창작의 가능성을 모

색해 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공급자적 관점
(외향적 사고)

작가적 관점
(내향적 사고)

한국의 디자인

 
 

[그림 1-2] 연구의 목적 

 

따라서 창작자의 사고유형에 따른 조형 창작 특성을 비교하여 살펴보

고, 사고의 유형별 특성이 통합적으로 적용되는 균형적인 사고기반의 

디자인 조형창작 개념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심리학자 칼 융이 정의한 사고유형에 따라 [그림1-3]과 

같이 외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과 내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의 기

본 개념을 디자인과 예술창작의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6 
 

 
[그림 1-3] 문헌연구 

                                            
6 본 논문에서 사용한 ‘외향적 사고’와‘내향적 사고’는, 심리학자 칼 융이 정의한 사고유형에 

따라, 외향적 사고는 객관적인 사실들이나 이성적인 생각을 기반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

며, 내향적사고는 자신의 생각과 주관적인 해석을 통해 사고하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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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사고유형과 창작자의 관점에 따른 조형창작의 특성을 실증

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그림1-4]와 같이 사고의 스펙트럼 양 극단에 

있는 조형 창작가들을 선정하여 심층 인터뷰를 통한 사례연구를 실시하

였다.  

 
[그림 1-4] 사례연구 

 

이를 위해 외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의 대표사례로 한국의 대기업이

나 전문회사의 디자이너들을, 내향적 사고기반의 대표사례로 한국의 작

가주의적 성향의 예술작가들과 같이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선정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사고의 유형에 따른 각각의 조형창작 관점과 진행체계

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사고의 유형별 조형창작 

특성을 도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외향적 사고와 내향적 사고의 특성

이 통합적으로 적용되는 디자인 조형창작의 개념모델을 제안하여 균형

적 사고 기반의 디자인 조형창작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그림 1-5] 균형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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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체계 및 방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체계로 진행된다. 

 

서론

연구배경 / 연구목적 / 연구체계

한국 디자인의 형성 배경과 발전사를 통해 한국의 디자인이 공급자적 관점에 편중되어 있음을 확인

자기표현적 디자인의 사례분석을 통한 작가적 관점에서 비롯된 창작자의 주관적 사고의 중요성 인식

디자인과 예술창작의 문헌연구를 통한 외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과 내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의 기본 특성 이해

사고의 스펙트럼 양 극단에 있는 분야별 전문가들의 조형창작 관점과 진행체계의 특성이 통합적으로 적용된
진행체계 모델을 제안함으로서 균형적 사고를 기반으로 하는 디자인 조형창작 진행 체계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

경제적 가치 향상을 위한 한국 디자인의 형성과 발전

자기표현적 디자인 사례를 통한 창작자의 사고특성 고찰

외향적 사고와 내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의 이론적 고찰

외향적 사고와 내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 특성 비교 및
균형적 사고기반의 디자인 조형창작 개념모델 제안

결론

 
[그림 1-6] 연구의 진행체계 

 

제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명시함으로써 본 연구가 한국의 

디자인 조형창작이 자본의 유통을 촉진하는 공급자적인 관점에 지나치

게 편중되어 있음에 대한 연구자의 문제의식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밝

힌다.  

 

제 2장에서는 경제적 가치지향으로서의 한국의 디자인이 형성된 배경

과 발전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공급자적 관점의 디자인이 한국의 디자인 

에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확인한다. 

 

제 3장에서는 자기표현적인 디자인에서 보여지는 창작자들의 사고 특

성을 고찰함으로써 작가적 관점에서 비롯된 디자이너의 주관적 사고가 

디자인 조형활동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는 것을 인식한다.  



 

 9 

제 4장에서는 외향적 사고와 내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의 기본 특성

을 디자인과 예술창작의 이론적인 고찰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제 5장에서는 사고의 스펙트럼 양 극단에 위치한 외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의 대표사례로 한국의 대기업이나 전문회사의 디자이너들과, 

내향적 사고기반의 대표사례로 한국의 작가주의적 성향의 예술작가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통한 사례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사고의 유형과 

창작자의 관점에 따른 조형창작 특성을 비교한다. 이를 통하여 사고의 

유형별 창작자의 관점과 진행 체계의 특성이 통합적으로 적용된 균형적 

사고를 기반으로 하는 디자인 조형창작 진행 체계에 대한 가능성을 제

시한다. 

 

제 6장에서는 본 연구에 대한 결론으로 연구내용을 정리하고 후속연구

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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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경제적 가치 향상을 위한 

한국 디자인의 형성과 발전 

 

본 장에서는 한국의 디자인 발전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디자인의 

형성 배경과 주된 흐름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 디

자인이 지향하는 가치와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디자인사는 디자인의 형성 개념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범위

가 달라질 수 있다. 전통공예까지 범위를 확장한다면 한국의 디자인 사

는 오천 년의 역사가 될 것이고, 근대적 문물을 기준으로 한다면 일제 

강점기, 대중적인 생산물을 기준으로 한다면 미군정기, 산업화에 기반을 

둔 대량생산을 근거로 한다면 1960~1970년대가 우리나라 디자인의 출

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디자인의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한 1950년 이후를 기준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 1 절 수출 증대를 위한 디자인 개념의 형성기 

 

2.1.1 공예산업의 부흥(1950~1959) 

 

광복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는 가내수공업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

나지 못하고 수출의 대부분을 공예품이 차지하였다. 당시 우리 나라는 

공예를 통해 산업을 부흥시키고자 하였고, 디자인에 대한 개념이 형성

되어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전문 디자이너를 육성하여 제품을 창조하

고 양질화하기 보다는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의 제품을 벤치마킹 

하여 시장에 유통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였다. 

 

1950년 이후는 한국 전쟁 당시에 유입된 미 군수품이나 전쟁후의 원

조물품들이 당시 한국인의 생활용품이 되었는데, 염색한 군복, 식기, 침

구, 지프를 개조한 시발택시, 군용트럭을 개조한 화물차 등을 통해 생활

의 편리함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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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였다. 특히 산업시설이 파괴된 전쟁 기간에는 군수품 관련 디자

인의 역할이 강조되었으며, 종전 후 산업 생산시설이 건설되기 시작하

고 경제개발이 촉진되면서 디자인의 중요성이 급격히 부각되었다.7  

 

당시 한국의 산업은 자동차와 가전을 

중심으로 성장하였다. 미군의 트럭이나 

지프 등의 부속품을 조립해서 버스나 

택시 등의 운수사업이 성황을 이루던 

시기인 1955년에는 국내 최초의 조립 

자동차 ‘시발 자동차’가 생산 되었다. 

또한 1957년에는 금성사 (LG전자의 전신)가 설립되어 우리나라 가전 

산업의 역사를 선도하게 되었다. 이후 1959년에 한국의 제품 디자인 

사에 한 획을 그은 한국 최초의 라디오인 금성사 ‘A–501’이 

생산되었다. 이 라디오는 독일인 행케의 디자인 자문과 일본 

히다치사의 디자인 모델로 생산되었으며, 부품을 수입하지 않고 직접 

제작하여 ‘A-501’의 생산을 시도한 것은 높이 평가 받을만한 일이었다. 

이를 계기로 1962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전자 제품인 라디오를 

수출하기 시작하였다.8 

 

50년대 초반에는 전쟁의 여파로 인하여 제품 개발이나 디자인을 통

한 산업성장에 큰 관심을 가질 수 없었지만, 50년대 중반 이후 산업화

가 현안이 되면서 1958년 미국인 사무엘 셔(Samuel Scherr)에 의해 ‘한

국공예시범소’(韓國工藝示範所: KHDC)라는 디자인 진흥을 위한 기관이 설

립되었다. 이 기관은 한국의 디자인 진흥의 출발점을 이루었다는 점에

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한국공예시범소(KHDC9)는 미 국무부 산하의 국제협력처(ICA10)의 기술

원조기금을 바탕으로, 미국 대외원조기관(USOM), 주한 유엔군사령부, 

                                            
7 박암종, 한국 근현대디자인사의 전개와 정리:근현대디자인박물관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조형연구

소, 2009, pp129~130 참조 
8 Ibid., p130 
9 Korea Handicraft Demonstration Center 
10 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그림2-1] 1959년 A-501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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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8군사령부의 협조로 운영이 되었다. 1955년 ICA는 스미스 셔 

맥더모트(SSM11)사의 파트너인 사무엘 셔를 한국 담당자로 선임하여 한

국의 수공예 산업 진흥을 위한 전략적 제안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하였

다. 이를 통해 1957년 한국의 수공예 산업과 소규모 가내공업을 육성하

려는 원조계획의 일환으로 ICA와 SSM의 계약을 통해 KHDC가 설립

되었고, 1958년 SSM은 3명의 디자이너 스탠리 피스틱(Stanley Fistick), 

폴 탈렌티노(Paul Talentino), 오스틴 콕스(Austin Cox)를 한국으로 파

견하여 한국의 주요 대학교에서 디자인과 마케팅 등의 과목을 가르쳤다. 

 

KHDC의 가장 큰 목적은 전통적인 공예와 소규모 가내 공업 제품의 

디자인, 품질, 기능의 수준을 높여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으로의 판매를 

통해 농업경제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통로를 통해 생존을 위

한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었다. 

 

특히 KHDC는 한국 공예에 기반을 둔 제품의 수출을 통해 국가 경

제에 큰 기여를 했다. 3년여 기간 동안 2,700여 점의 프로토타입(Proto 

Type)을 제작하였고, 1,246가지 샘플(Sample)이 미국과 유럽에 소개되

어, 1960년에는 총 60만 달러, 1961년에는 75만 달러의 수출고를 올렸

다.12 이 같은 실적은 당시 한국의 총 수출고가 4천 달러 내외였다는 것

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당시 KHDC가 이렇게 수출

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은 뉴욕에 매장을 설치하여 현지의 시장 정보를 

신속하게 디자인과 생산에 반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기 때문인 것

으로 분석할 수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시기는 디자인 개념의 개화기로 KHDC를 중심

으로 수공예 산업에 기반을 둔 제품의 수출이 이루어지면서 국가경제에

도 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 이 같은 사실은 KHDC가 우리 정부의 주도

하에 설립되지는 않았으나, 준 정부기관과 같이 국익을 위하여 많은 투

자와 노력을 하여 이후 정부 산하 진흥기관 설립에도 자극제가 된 것으

로 볼 때 한국의 디자인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11 Smith Scherr & Mcdermott 
12 거대한 전환점: 새로운 디자인 선진국을 향하여, 디자인네트, 1998.7, pp18~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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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제품 수출의 본격화(1960~1969) 

 

이 시기는 미술, 도안, 공예 그리고 디자인의 개념이 혼재되어 사용되

던 때로, 제품을 화려하게 치장하여 수출에 총력을 기울이던 때였다.  

 

1960년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경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 하였는데, 

1961년에 일어난 군사혁명으로 정권을 수립한 군부는 산업화를 

신속하게 도모하고 농토에 의존하던 농경사회의 빈곤을 몰아내기 

위하여 ‘수출입국(輸出立國))’이라는 구호와 함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낙후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운동을 시작하였다. 이는 

미국의 원조 절감과 함께 자립화를 위한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미온적이던 경제정책을 탈피하려 한 것이다. 산업생산 구조가 

소비재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대량생산된 제품들이 널리 보급되어 

디자인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였고, 수출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경쟁력 

있는 디자인의 필요성이 한층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미술수출 

(美術輸出)13’이라는 구호를 내건 박정희 대통령의 의도에 따라 수출품 

디자인의 질적 향상과 동참에 디자인의 역할을 기대하였다.14 

 

당시 1962년을 제 1차 연도로 하는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하면서 수출 제1주의를 당면 시책으로 책정하였고, 수출 신장을 위

하여 무역정책을 비롯한 재정, 금융, 관세정책 등 모든 분야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하여 1차 5개년 계획 중반기부터 수출이 급격하게 

증대하기 시작하였으며, 수출 산업의 체질도 크게 개선이 되었다. 또한 

이 기간 정유 공장을 비롯하여 비료나 시멘트 등 기간산업이 신설되거

나 확장되었고, 전력이나 운수 등 사회 간접자본 시설도 크게 확충되었

다. 그러나 1차 개발 계획을 통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경제 체질상의 여

러 가지 문제점이 표출되었고, 지속적인 수출신장을 통한 국민경제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서는 수출 상품의 양적인 증가뿐 아니라 질적인 성

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특히 기존의 노동집약적

                                            
13 이는 당시 대한민국 총사령관 박정희가 한국 디자인계에 내린 명령이었다. 디자인은 수출을 위해

서 하는 것이고 수출은 경제개발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경제개발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범, 한국의 디자인 신화를 넘어서, 안그라픽스, 2013, p26 참조) 
14 박암종, op.cit., 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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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1차 산품(産品) 중심에서 기술집약적이고 고부가가치의 공산품(工産品)

중심으로 수출의 구조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디자인과 포장에 관

한 문제는 당시의 수출 확대 정책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주요 과제였

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출을 총괄하던 상공부(현 산업자원부)에서도 

수출 상품의 디자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당시 디자인이

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서는 디자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점차 인식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국가와 기업, 언론에서는 산업생산을 뒷받침하고자 디자인을 

육성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하여 조일광고창작상(조선일보, 1964), 중

앙광고대상(중앙일보, 1965)등이 만들어졌고, 디자인이 공업제품 생산에 

적극적으로 도입되면서, 1966년에는 서울대 부설 (사)한국공예디자인연

구소와 같은 공적인 성격의 기관이 국내 최초로 설립되었다. 또한 1966

년에는 상공부 주관으로 대한민국 상공미술전람회가 개최되었으며, 이

는 디자인 질적 수준 향상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였다. 당시 일품적, 

감상적, 순수미술적인 공예작품들은 대중적인 실용성과는 무관하다는 

인식하에, 디자인이 생산증대, 수출진흥이라는 산업의 경제적 발전의 촉

매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었던 것이었다.  

 

상공미전을 통해 점차 디자인과 공예의 개념은 이분되어 형성되었고, 

이를 기점으로 한국의 디자인은 사회적인 변화와 요구로 인하여 시각, 

공업, 공예 분야로 분업화되어 산업계와 다양한 연계를 가지며 본격적

으로 협력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68년 최초의 상업적인 성격의 한국무역박람회가 선보이게 되

면서 전시장 디자인 및 디스플레이를 비롯해 환경디자인의 업무가 디자

이너의 몫으로 자리 잡음으로서 디자이너들의 활동 무대가 급격히 확대

되었다.15 이와 더불어 소비재 중심으로의 산업 생산 구조 변화로 인한 

제품들의 대량 생산화는 디자인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그 필요성을 강

조하게 되었다.  

 

                                            
15 Ibid., 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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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후반 정부의 수출 확대 정책은 한국 디자인 포장 센터 설

립을 야기시켰다. 수출 물량의 단순한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질적인 발

전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시각이 생기면서 수출 상품의 고급화를 위한 

각종 시책이 강구되었다. 수출품의 경쟁력 강화의 관건으로 제기된 것

은 디자인 및 포장의 개선 문제였으며, 이는 당시 우리나라의 수출 확

대 정책에 있어 반드시 뛰어넘어야 할 과제였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 

인식이 곧 센터 설립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1965년 한국 디자인 포장센터의 모체

가 된 ‘한국 포장기술 협회’와 ‘한국 공예기술 연구소’가 만들어졌다. 디

자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긴 하였으나,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

럼, 처음에는 ‘디자인’이 아닌 ‘포장기술’이나 ‘공예기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던 것이 그 당시 우리나라의 실정이었다. 단지 포장 기술의 개선

을 통해 생산, 유통, 소비의 합리화를 이루어내고, 상품 가치를 향상시

켜 수출 증대와 경제 발전을 일으키는 것이 이 기관들의 설립 목적이었

던 것이다. 그러나 점차 국가 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와 함께 디자인 문

화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 수출디자인 센터’로 개칭되었고, 

산업계 전반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이 시기의 디자인 분야의 육성과 진흥은 수출을 위한 동반

자적인 역할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을 위해 본격적으로 체계화되기 시작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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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경제도약에 따른 디자인 성장기 

 

2.2.1 디자인 포장의 진흥(1970-1979)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무역과 경제는 본격적인 도약기

를 맞이하였다. 1960년대의 각종 무역 제도 정비와 수출 지원 체제를 

기반으로 1970년에는 10억 달러 목표의 수출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

과 사업, 즉 한국 수출입은행법 제정, 수출 정보센터 설치, 수출 보험제

도 실시 등이 전개되었다. 당시 수출 주요 분야는 가발, 의류 및 간단한 

가전제품 등의 공산품들이 주류를 이루었고, 이러한 제품들의 디자인과 

포장 분야의 육성에 대한 관심은 계속 높아갔다.  

 

이에 따라 ‘한국포장기술협회’, ‘한국수출디자인센터’, 그리고 ‘한국수

출품포장센터’의 통합인 ‘한국디자인포장센터(KDPC)’가 설립되었다. 수

출의 견인차로 포장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디자인 포장 연구의 개발을 위한 통합 기관이 필요했던 것이다. 디자인

의 향상과 포장기술의 개선을 기하고, 우수한 수출품 포장기재의 공급 

및 연구 개발에 필요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이 이 센터의 설립 이념이었다. KDPC의 설립과 함께 디자인과 포장 

분야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센터는 인재 발굴

과 함께 디자인 및 포장관련 계몽 활동, ‘디자인 포장’지 창간, 주요 수

출 품목에 대한 우수산업디자인전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특히 

1975년 오일 쇼크로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각국의 수출 경쟁

이 더욱 본격화 됨에 따라 제품의 부가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일환으

로 디자인의 관심이 더욱 증가되던 시점에 각종 해외 우수 산업디자인

전을 개최하여 최신 디자인 동향과 정보를 국내에 전파하기 위하여 노

력하였다. 그러나 KDPC는 디자인과 포장(기술)이라는 두 분야를 한 기

관에서 관리함으로 인하여 따르는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그 당시 디자인은 상품의 겉모양을 장식하는 포장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한계가 있긴 하였지만, KDPC의 적극적 활동은 디자이너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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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을 주선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더 나아가 디자인 분야별 중요한 

단체들이 설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제품 분야의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

와 시각분야의 한국그래픽디자이너협회, 그리고 공예분야의 한국공예가

회의 전신이 모두 이 시기에 탄생하여 오늘날까지 한국의 디자인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 산업계를 이끈 가전제품 3사도 같은 시기에 본격적인 디자인 경

쟁에 뛰어 들었다. 1970년대로 접어들며 우리 경제에서 전자산업이 차

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다. 1969년 ‘전자공업진흥법’의 제

정, 1970년 제1회 전자전람회 개최, 1971년 구미전자공업단지가 만들어

졌고, 이와 더불어 정부의 다양한 전자 산업 진흥활동이 전개되었다. 기

본적인 생산 시설이 완비되고 기술력 또한 축적되면서 점차 전자업계에

서도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하여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가전 산

업의 선두주자였던 당시 금성사는 63년에 이미 공산품 디자인 연구를 

위하여 ‘공업의장과’를 설치하여 한국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공업디자인

을 연구하는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금성사의 강력

한 경쟁자인 삼성전자는 1971년 디자이너를 공개 채용함으로써 본격적

인 디자인 업무를 시작하였고, 특히 74년 제품디자이너 갈종호가 전면 

패널을 2종으로 사출하는 독특한 디자인의 국내 최초 카세트 라디오를 

디자인하여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TV를 주력으로 생산한 당시 대한

전선 또한 수직 형이나 포터블 형처럼 참신한 디자인을 개발하여, 우리

나라 제품 디자인의 질적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또한 70년대 우리나라 경제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은 국산 자동차 

개발이라 할 수 있다. 1973년 현대자동차는 조르제토 주지아로(Giorge 

tto Giugiaro)의 이탈디자인(Ital design)사와 자동차 설계 계약을 체결하

고 고유모델 설계에 착수하여 국민차 포니가 탄생하게 되었다. 외국 디

자이너의 참여로, 국내 자동차 디자인 역사의 오점이라고 비판한 이도 

있으나, 포니의 탄생은 국산 자동차 수출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국내 자동차 디자인의 기반 구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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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금성과 삼성 등의 가전 제품 디자인에 대한 투자와 현대자동

차의 국산 고유 모델 포니 자동차의 탄생으로 한국의 제품 디자인은 그 

기반을 견고히 다질 수 있었다. 

 

197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민간 발행의 전문 디자인지도 탄생하게 

되었다. 1976년 월간 ‘디자인’이 창간되어 국내 디자인의 정보 수집의 

체계화와 확산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디자인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 또

한 불러 일으키는 데도 성공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로 매뉴얼까지 

제작한 서린호텔 CI를 시작으로 아이텐티티 디자인의 개념이 널리 확

산된 것도 이 시기이다. 기업에서는 이를 이용한 이미지 관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쌍용에 이어 코오롱 그룹 등 각종 기업에서 CI도입 

붐이 일어났다.  

 

1978년도에는 디자인 학술 활동의 효시라고 볼 수 있는 ‘한국디자인

학회’가 창립되어 본격적인 산업디자인 연구를 시작하였다. 디자인에 

관한 여러 분야의 학문적 연구를 수행하고, 산업시대에 대응한 정보 교

환 및 새로운 디자인 개발을 위한 교육을 목적과 함께 한국 디자인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중요한 통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살펴본 바와 같이 1970년 이후로 디자인 포장센터를 중심으로 한 

디자인 진흥이 이루어 졌으며, 기업 주도형 디자인이 발전하면서 경제 

도약의 중심에 디자인이 있었다. 

 

 

2.2.2 굿 디자인 인식 (1980-1989) 

 

굿 디자인이란 사용하기 쉽고 아름다운 제품의 디자인으로, 80년대의 

굿 디자인 인식기는 좋은 포장 디자인으로 인한 판매 증가뿐만 아니라, 

포장 안에 있는 제품의 질과 기능이 뛰어나야 판매가 된다는 점을 인식

하여 ‘좋은 디자인이란 무엇일까?’를 자각하며 디자인한 시기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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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구체적인 방안으로 KDPC

는 1985년 ‘GD16마크’를 제정하여 

기능과 디자인이 우수한 국내 공산

품을 선정하는 제도를 만들었으며, 

현재까지 매년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관련자뿐 아니라 일반 소비

자 및 생산 유통업자에도 디자인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산업

계에는 디자인 개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상품의 디자인 수준 

향상을 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하였다.  

 

또한 다양한 디자인 및 포장의 연구개발과 교육이 70년대에 이어 계

속되었는데, 특히 생산기술과 연계된 기초 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제품

의 치수 및 설계 표준화 연구가 이루어졌다. 또한 1982년부터는 제품 

디자인 전문교육을, 1985년부터는 시각디자인 전문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실무와 연계된 디자이너 양성에 중점을 두어 기업 디자인 수준 향상에 

기여하였다. 더 나아가 1987년 이후에는 컴퓨터의 사용이 확대됨에 따

라, 이를 디자인에 적용시키기 위한 컴퓨터 응용 디자인 교육 또한 실

시하게 되었다. 

 

KDPC는 이와 더불어 디자이너 등록 제도를 실시하여 인적 자원 활

용을 위한 기초 자료로 이용했다. 1984년 시각디자인, 공예, 제품 및 환

경디자인부문으로 등록된 디자이너들이 각각 231명, 151명, 176명으로 

총 558명이었으며, 이듬해 535명이 더해져, 전체 등록된 디자이너의 수

는 1000명을 넘어서게 되었다.  

 

1980년대에는 KDPC의 다양한 활동과 더불어, 국내외의 축제였던 

‘86 아시안 게임’과 ‘88 서울 올림픽’이 개최되면서 디자인의 역할이 다

시 한 번 강조되었다.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 행사를 위하여 정부와 기

업의 전폭적인 투자 아래, 다양한 광고 디자인과 포스터들이 제작되었

고, 양뿐 아니라 질적으로 한 단계 발전된 시각 환경을 만들어냄으로써, 

                                            
16 Good Design 

[그림2-2] 1988년 올림픽 마스코트와 엠블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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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계는 물론 전체 산업 분야에서 창작에 대한 의욕이 높아지는 계

기가 되었다. 이와 같이 디자이너의 활동 무대가 마련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기회 또한 가지게 되면서, 디자인 사에서 중요한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국가적인 이벤트를 통해 한국의 잠재적인 창조적 가능성을 

밖으로 표출하기 위한 각종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올림픽 문화행사를 

위해 매스컴을 통한 다양한 광고디자인들과 포스터들이 제작되었고 전

체적으로 말끔해진 시각환경은 디자인의 수준을 한 단계 향상 시켰다. 

또한 이러한 국제 행사로 인해 디자인계는 물론 전체 산업분야에서 창

작의욕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17 이를 통해 일반인들의 디자인에 대

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 

되었다. 

 

 

 

 

 

                                            
17 Ibid., 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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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산업 경쟁을 통한 디자인 심화기 

 

2.3.1 디자인 산업 조성 (1990-1996) 

 

90 년대 급변하는 세계 경제 속에서, 국내외 시장은 WTO(세계 무역 

기구)의 설립과 함께 완전개방 체제로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산업이나 경제는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세계라는 시장을 

통하여 열띤 경쟁을 가져오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세계화라고 하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시장이 넓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세계의 시장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 18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업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지면서 생산 비용을 

절감하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대만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권 국가들의 부상과 더불어 

국내 가격 경쟁력 위주의 상품생산 및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OEM)의 

제품 생산 체제의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해외 제품과의 무한 

경쟁에서 고부가치를 창출하는 제품 개발이 급선무라는 인식이 

팽배해졌다. 정부의 신경제 5 개년 계획과 함께 산업 디자인 

분야에서는 이 시기를 정점으로 제조업 분야에 본격적으로 디자인을 

지원하게 되었으며, 그 일환으로 당시 상공부와 KIDP 는 디자이너들의 

위상 확립과 디자인계의 단합을 다지기 위한 다양한 행사 또한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90 년대 전반기는 산업에 있어서 

디자인이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또한 이를 특성화 시키기 위한 

환경을 확고히 조성한 기간이라 볼 수 있다. 

 

1970 년 디자인 포장에 관한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 

디자인포장센터’는 시대의 흐름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991 년 ‘한국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KIDP 19 )’으로 개편하였다. 이후 

KIDP 는 GD 마크제도를 정부에서 공인 받아 좋은 디자인, 차별화된 

고유 디자인에 대한 관심을 부각시키고, 신경제 5 개년 계획에 따라 

                                            
18 디자인, CEO의 비즈니스, 월간디자인, 2003년 6월호, p141 
19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Design & Packaging 



 

 22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디자인을 위한 투자 방안 들을 마련하였으며, 

1996 년 KIDP 부설 ‘국제산업디자인대학원(IDAS20)’을 설립하여 실기 

중심의 디자이너 배출의 산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90 년대 국내 가전업계의 최대 관심은 수입 완전 개방에 따른 무한 

경쟁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인의 정서를 고려한, 우리 국민들의 생활 

습관에 맞춘 한국형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물걸레 진공청소기’, 

‘가마솥 보온 밥솥’, ‘쌀통’, ‘김치 냉장고’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문화를 고려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기 

시작하였다. 1992 년에는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KAID) 주최로 ‘한국 

산업디자인 포름’이 개최되었으며 1994 년 한샘 서울 디자인 박물관 

개관, 1994 년 대우전자의 ‘탱크주의’ 선포, 1995 년 현대 자동차의 한국 

자동차 디자인 공모전을 통해 우리나라 제품디자인은 날로 발전해 

나갔다.21 

 

이와 더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2) 가입과 함께 선진국 대열에 

진입 하는 시점에서, 저임노동력 바탕의 대량생산방식에서 벗어나, 

기술력 신장을 바탕으로 한 우수 품질의 공산품에 좋은 디자인이 

병행되어 제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디자인 산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1996년 6월 세계화추진위원회가 ‘디자인산업 세계화 방안’을 

마련하여 디자인 진흥 방안을 마련하고, 디자인 산업을 21세기 신 기반 

산업으로 육성하여 2000년까지 디자인 선진국 진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이는 실질적으로 ‘세계그래픽디자인협의회 (ICO 

GRADA23)’와 ‘세계산업디자인단체협의회(ICSID24)’를 개최하는 원동력 

으로 작용하여 디자인 세계화의 발판이 되었다. 

 

                                            
20 International Design school for Advanced Studies 
21 박암종, op.cit., pp134~135 
22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3 International Council of Graphic Design Association 
24 International Council of Societies of Industria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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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디자인을 통한 국제 시장의 개척기 

 

2.4.1 디자인 세계화 추진 (1997-현재) 

 

디자인 사에 있어서 1997년 이후는 세계화 추진위원회의 ‘디자인산업 

세계화 방안’을 토대로 세계화 시대에 어울리는 디자인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디자인 선진국으로 나아가려는 시도와 노력을 한 시기로 볼 수 

있다. 당시 한국에 닥친 경제위기 IMF 관리 체제는 디자인 분야에도 

큰 타격을 주었다. 이로 인해 기업은 물론 광고대행사 및 디자인 

기획실이 무더기로 도산하였다. 디자인은 물론 모든 산업이 자생력을 

가지고 안정과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 및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했다. 더 이상 저임금에 바탕을 둔 OEM전략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고 무한정 양적인 팽창만을 추구할 수 없게 

되었다. 시장개방으로 국제적인 경제전쟁은 한층 치열해 졌으며, 문화가 

가치를 발휘하고 예술이 고부가 가치를 가지는 시대에 디자인 분야의 

발전 없이는 자동차 및 전자, 영상, 캐릭터 산업 등 그 어떤 산업도 

발전하기 어렵게 되었다.25 이와 같은 IMF구제금융 시대에 수출 증진을 

위한 노력으로 디자인 분야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높아졌고, 

이에 디자인벤처기업 육성책 발표, 산업디자인 분야의 기초 응용 연구 

활성화와 기반기술 개발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국내 

디자인계의 내실화를 꾀하였다, 특히 1997년부터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으로 상품화에 성공한 기업들 중 BEST 10을 선정하여 디자인 

개발에 대한 투자 마인드를 확산시키고, 1998년과 99년에는 디자인 

육성 행사에 대통령이 직접 참가하여 디자인 산업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국내의 디자인계 혁신을 바탕으로 한국 

디자인의 세계화를 위한 노력들이 ‘세계그래픽디자인협의회’와 ‘세계 

산업디자인단체협의회’ 유치를 통해 점차 결실을 보이기 시작했다.  

 

1997 년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이 산업디자인진흥법으로 개정되어, 

‘한국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이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KIDP 26 )’으로 

                                            
25 Ibid., p136 
26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Design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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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칭 되었다. 인터넷 기반의 정보화가 체계적으로 추진되면서 KIDP 는 

‘산업디자인 정보화 프로젝트(MIDAS)’ 5 개년 계획을 통해, 디자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 가공, 분석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KIDP 의 디자인 

정보화 추진은 우리나라의 취약한 디자인 정보 체계가 국제적 디자인 

수준으로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인식하에, 디자이너들이 

디지털 환경과 인터넷 기술 기반에서 다양한 정보를 디자인 정보 

서비스로 개발, 공급하고, 산업디자인 관련 전문 정보뿐 아니라 관심 

있는 일반인들을 위한 디자인 관련 일반 정보 제공을 통해 산업 

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위상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한국경제신문’과 함께 21 세기 디자인 강국으로의 발전을 위하여 

한국디자인대상 선정, 뉴밀레니엄 상품 선정, 지자체 캐릭터 개발 지원, 

산업디자인 정보 등 DB 구축, 중소기업 디자인 상품화 지원 등을 5 대 

핵심사업으로 하는 ‘디자인코리아 2000’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국내 디자인계 상황을 바탕으로 세계화라는 시대적 흐름을 

타고 디자인 분야 또한 국제 사회에서의 교류활동을 강화하였다. 

1995 년 한국과학기술원 정경원 교수가 ICSID 이사가 되면서, 한국은 

ICSID 의 이사국이 되었고, 97 년도에 2001 년 개최 ICSID 국내 유치를 

이루어내는 쾌거를 달성하였다. 또한 같은 해, 2000 년 ICOGRADA 

개최 또한 압도적으로 유치에 성공하였고, 홍익대학교 안상수 교수가 

ICOGRADA 부회장으로 선출되어 명실공히 세계 디자인계의 최대 

행사를 개최하는 세계 디자인 진흥의 주도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2000 년과 2001 년 세계 양대 디자인 행사를 준비하면서, 한국 

디자인의 수준 제고와 향상을 위한 디자이너들의 결속과 디자인 대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한국디자이너대회 ‘어울림’이 1998 년 개최되었다. 

디자인 혁명, 수출 2 배, 경제 르네상스라는 주제로 김대중 대통령과 

디자이너 700 여명과 각계 인사들이 참석하여 디자인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와 IMF 경제 위기 극복의 결의를 다지면서, 디자인계의 

결집과 산업경쟁력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였다. 또한 

1999 년 영문 ‘어울림저널’1 호 창간을 시작으로 2001 년까지 연 2 회씩 

발행하며 ICOGRADA, ICSID 개최를 위한 이론적인 토대 정립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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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림 한민족포스터대전을 개최하여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하에서 

상호이해와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세계 최초로 세계 

산업디자인의 3 대 기구인 ICSID, ICOGRADA, IFI(국제실내건축가 

연맹 27 )가 모여, 양대 국제 디자인 행사 개최를 기념하기 위한 국제 

디자인포럼 환영행사로 ‘1999 서울 어울림 국제디자인포럼’을 개최 

하였다. 

 

세계 디자이너들의 국제적 연대와 정보 교환을 위한 ICOGRADA 

국제학술회의는 뉴밀레니엄을 맞이하여 2 년마다 열리는 관례를 깨고, 

2000 년 10 월 24 일부터 29 일까지 ICOGRADA, KIDP, VIDAK, 

KECD 의 주최와 산업자원부, 서울특별시, 성남시의 후원으로 국내 

최초로 세계적 규모의 대회가 한국에서 개최되었다. 자연, 환경, 기계, 

기술 그리고 사람 사이의 조화를 말하는 ‘어울림(Oullim)’이란 주제로 

세계 18 개국에서 모인 유명 초청강사 40 여명을 비롯하여 내외국인 

1500 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정부와 기업체 등의 원활한 협조와 함께 

성공적으로 대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  

 

또한 세계 산업디자인계를 대표하는 

국제산업디자인단체인 ICSID 에서 주최하는 

2001 세계 산업디자인대회(ICSID 2001 

SEOUL)가 서울과 성남에서 개최되었다. 

‘새로운 디자인 패러다임을 찾아서 – 

어울림(Exploring Emerging Design Paradi 

gm, Oullim)’으로 대주제를 정하고, 조화와 

융합의 미를 강조하였으며, 우리 디자인 과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작용하여 

세계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또한 

2008 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ICSID 의 세계디자인수도 (WDC28) 사업에 

2010 년의 지정도시로 서울이 선정되는 등 오늘날에 이르러 디자인 

산업의 세계화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7 International Federation of Interior Architects 
28 World Design Capital 

[그림2-3] 2001세계산업디자인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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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소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디자인은 유럽과 같이 수공예의 전통

이 공업화의 물결에 편승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과는 차이

가 있다. 한국의 디자인은 1960년 이후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박정희 

대통령의 ‘미술수출’이라는 휘호와 함께 국가 주도의 산업화 도구로서 

수출을 위한 생산과 판매를 촉진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미술수출’은 수출을 위한 디자인을 하자는 의미로 박정희 대통령의 ‘수

출입국’이념의 디자인적 판본이라고 할 수 있다. ‘미술수출’이라는 말에

는 식민지적 근대화와 국가주의의 개발 이데올로기와 디자인의 도구화 

이념 등이 모두 들어 있다. 이와 같은 미술수출 이념을 기반으로 국가

주도의, 위로부터 ‘동원된 근대화’의 일부로 ‘디자인 진흥체제29’가 형성

이 된 것이다.  

 

이후, 1972년에는 박정희 정부가 제3차 경제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1970년대 말부터는 농산물이나 광산물 등과 같은 원료중심의 수출에서 

공업제품 수출체제로 전환이 되었다. 이와 같이 수출의 핵심이었던 제

조업은 수출량을 더욱 늘리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디자인에 관심을 가

지기 시작하였다.30 이는 디자인이 기술개발에 비해서 적은 투자비용으

로 단기간에 차별화, 고급화, 부가가치화를 달성하여 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산업과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한국의 디자인은 철저하게 국가의 근대화 논리에 맞추어 

출발하여 정부의 정책주도와 대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에 따라 일찍이 기

업체 내의 ‘인 하우스 디자인’개념이 정립되었다. 또한 인위적으로 진흥

된 디자인은 문화의 한 부분으로 자연스러운 흐름을 형성하지 못하였고, 

대기업 중심의 인 하우스 디자인 체제 역시 디자이너를 부각시키지 못

하였다. 당시의 디자인은 후발산업화 국가로서 하나의 문화적 주류로 

                                            
29 여기서 말하는 디자인 진흥이란 디자인을 국가 목표에 철저히 종속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디자인을 발전국가의 도구로 삼음으로써 디자인의 본질적 가치와 문화의 성장을 원천적으로 방해

하는 결과를 초래 할수도 있다. (최범, 한국의 디자인 신화를 넘어서, 안그라픽스, 2013, p28 참조) 
30 김종균, 한국디자인사, 미진사, 2008, p97, p1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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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되기 보다는 시장전략에 충실한 경제적 가치로 평가되어 산업화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디자인의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한 이 당시에는 ‘발

전’이 최고의 이념이었고 ‘경제 부흥’이 최우선 과제였다. 다시 말하면 

정신적인 근대화이기 보다는 물질적인 근대화만을 추구하고자 한 것이

다. 이와 같은 가치 척도는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 까지도 사회 각 분야

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특히 오늘날 한국의 디자인이 기업을 중심으

로 발전하게 되면서 대부분 대량생산과 규격화를 전제로 하는 거대 기

업적인 관점이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로 인하여 디자이너의 주관

성이나 개성보다는 경영자원으로서 디자인이 운용되어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의 의사와 전략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적 가치지향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대다수 한국의 디자인
공급자적 관점

(외향적 사고)

작가적 관점
(내향적 사고)

 
 

[그림2-4] 공급자적 관점에서의 한국의 디자인 

 

이와 같이 생산과 소비를 위한 소위 ‘공급자적 관점’에서 비롯된 디

자인은 지금까지 한국의 디자인에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

다. 하지만 디자인을 생산과 소비라는 공급자적인 편향된 관점에서만 

인식하여 바라보게 되면 생산이라는 틀 속에서 디자인의 인식이 한정 

되어 창의적인 디자인을 위한 사고의 폭이 협소해질 뿐만 아니라. 디자

인이 가지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가치들을 제대로 인식

하기 어렵다. 더욱이 오늘날의 디자인은 기능성을 기반으로 하는 합리

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산업사회를 넘어 감성적인 가치와 만족감을 추구

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의 기능이나 품질은 

이미 평준화를 이루면서 생산과 소비로서의 디자인을 넘어 창작자의 철

학이나 사상이 담긴 디자인을 필요로 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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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자기표현적 디자인 사례를 통한  

창작자의 사고특성 고찰 

 

본 장에서는 창작자의 뚜렷한 철학과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자기표현

적 디자인 사례를 살펴 봄으로서, 디자인 조형창작에 있어서 창작자의 

철학과 사상에서 비롯된 주관적인 사고의 중요성과 특성을 고찰해 보고

자 한다.  

 

 

제 1 절 디자이너   

 

3.1.1 에토레 소트사스31 (Ettore Sottsass. 1917~2007) 

 

에토레 소트사스는 2차 세계대전 후 이탈리아 산업이 어려웠던 상황

에서 디자인을 시작하여, 1980년대 이후 이탈리아 디자인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이끈 이탈리아 디자인계의 대부라고 불린다. 

 

그는 1960년대 당시 우세했던 합리주의적인 모더니즘에 대해 강한 

회의를 느끼면서 보다 감각적이면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장으로의 디

자인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그는 디자인이 사람들에게 미치

는 영향력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며, ‘기능’보다는 ‘의미’를 우선시하는 

새로운 디자인 접근방식을 발전시켜 하나의 조형물로써 예술적인 미와 

인간의 자유로운 정신을 담아내려고 노력하였다. 이로 인해 그는 팝 아

트와 팝 문화, 그리고 인도의 신비주의에 심취하여 이탈리아 모더니즘

의 주류와는 벗어난 길을 걸었다. 이 시기에 그의 도발적인 작업은 디

자인계에서 눈에 띄는 존재였으나, 그것을 단순히 ‘대안 문화’로 인식하

                                            
31 1917년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출생 

1939년 토리노 폴리테크닉 건축과를 졸업 

1958년 올리베티와 함께 20년 이상을 일하면서 수많은 아이템들을 디자인 

1967년 페르난다 피바노, 앨런 긴즈버그와 함께 <피아네타 프레스코>지를 창간 

1970년 런던의 로열 칼리지 오브 아트에서 명예학위 수여 

1973년 디자인&건축대학인‘글로벌 툴스’를 설립  

1978년 알키미아 그룹 

1981년 멤피스 그룹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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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주류세계의 사람들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에토레 소트사스는 1969년에 이탈리아 최초의 타자기 제조 회사인 

올리베티(Olivetti)사를 위하여 발렌타인(Valentine) 타자기를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발렌타인 타자기를 ‘반(反)기계적인 기계’라고 말하며, 기

존의 타자기와는 다르게 선명한 컬러와 네이밍을 사용하여 상징적인 이

미지를 부여하였다. 또한 ‘새로운 형태는 본질적으로 설명적이기보다는 

상징적이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사람들이 제품을 쉽게 이해하고 사용

하도록 하기 위해 색상, 형태 그리고 아이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32 

이와 같이 에토레 소트사스는 형태와 기능 사이의 관계에 집착하지 않

고, 순수조형과 자신의 신념을 담은 표현의 관계로 새로운 조형 이념을 

추구하였다. 

 

이후 1970년대 이탈리아의 디자인계에서는 기능주의로 인한 각박한 

디자인 양식과 미학적 가치에 대한 회의적인 여론이 조성이 되면서, 

1976년 에토레 소트사스는 알레산드로 멘디니(Alessandro Mendini), 안

드레아 브란치(Andrea Branzi)와 스튜디오 알키미아 그룹을 만들어 좀

더 급진적인 디자인 활동을 하였다.  

 

 

                                            
32 하비 몰로치, 강현주,장혜진,최예주 역, 상품의 탄생 그리고 디자인 이야기, 디플, 2007 참조 

[그림3-1] Valentine Portable Typewriter and Cover (좌) / Carlton Bookcase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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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980년대에 들어서 에토레 소트사스는 디자이너 스스로의 자각

을 통하여 개성 있고 독창적인 디자인의 가치를 추구하고자 마르코 자

니니(Marco Zanini), 알도 시빅(Aldo Cibic), 마테오 튠(Matteo Thun)

과 함께 ‘반(反)바우하우스’로서 포스트모더니즘 디자인 시대를 여는 선

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멤피스 그룹을 형성하였다. 멤피스 그룹의 활동

과 함께 기능주의의 익명성에 숨죽였던 디자이너들은 자신의 이름을 밝

히며 디자인의 흐름을 주도하기 시작했고, 이탈리아 산업은 이러한 디

자이너들의 혁신적인 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이와 함께 그들은 자연과 인간의 신비로운 경험과 유기적인 삶의 형

태에 대한 동경으로 인간의 이성보다는 감성과 직관, 보편성보다는 개

성적이고 차별적인 성향을 선호 하였다. 이 시기에 제작된 칼튼 책장을 

살펴보면, 책장의 기능적인 역할보다는 유머러스 한 상황을 만들어 책

장을 보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상상을 유발하는데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보면 에토레 소트사스의 경우 디자인 접근에 있어서 

스스로 화가나 조각가와 같은 작가적인 입장에서 자신의 조형세계를 구

현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그는 고착된 선입견에 있어서는 파격

적인 디자인의 대표 주자로 꼽히지만, 그의 디자인이 환기시키는 정서

는 과격하고 부정적이기보다는 즐겁고 긍정적인 방향을 향해 있다 

 

이로 인하여 에토레 소트사스는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디자이너로 인

정받고 있으며 그의 디자인은 디자이너 개인의 자기 표현성과 작가 의

식을 통해 역사와 문화에 대한 해석과 비전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특성

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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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알레산드로 멘디니33 (Alessandro Mendini, 1931 ~ )  

 

알레산드로 멘디니는 1931년 이탈리아의 밀라노에서 태어난 건축가

겸 디자이너다. 그는 밀라노 공과대학인 폴리테크니코(Politechni co)를 

졸업하고 1970년부터 1985년까지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건축 및 인테리

어 디자인 잡지인 ‘카사 벨라(Casa Bella)’, ‘모도(Modo)’, ’도무스(Dom 

us)’편집장을 지냈다. 

 

그는 당시 소위 모더니즘으로 분류되던 기능주의 디자인으로 인해 등

한시되었던 개인성이나 문화적 가치에 대한 반발로 기능보다는 심미성

과 감성에 중점을 두었다. 이로 인해 그는 순수예술 작품에서 디자인 

모티브를 찾거나, 화가의 기법이나 팝 아트적 요소들을 도입하여 디자

인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또한 진보적이고 아방가르드 한 미의 근간을 

대중문화에서 찾고자 하였으며, 일상생활로부터의 평범한 물건들이 미

적인 재료로 변화되어 사용되도록 시도하였다.34  

 

이로 인하여 멘디니는 오래된 것

들에 영혼과 감성을 부여함으로 새

로운 형태의 시각적인 메시지를 전

달하고자 기존에 존재하던 기억에, 

자신의 상상력을 부여하여 재 표현 

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에 따른 대

표적인 사례로 1978년도에 디자인

한 ‘프루스트 의자’(Proust Chair)를 

꼽을 수 있다. ‘프루스트 의자’(Prou 

st Chair)는 획일적인 직선의 단색가

구에 익숙한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는 반 기능주

                                            
33 1931년 이탈리아 밀라노 출생 

1959년 밀라노 공대 건축학부 졸업 

1970년 니촐리 아소치아티 건축 사무소  

1973년 글로벌 툴즈 창립 

1976년 그룹 알키미아 창립 

1977년 모도(Modo)잡지 창간 

1980년 건축,디자인 잡지 도무스(Domus)제작 
34 V.Fisher, Design Now, Thames and Hudson, 1986, P73 

[그림3-2] Proust Ch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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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신을 표현하기 위하여 18세기 고전적인 이탈리아의 의자에 신인

상주의 화가 폴 시냑(Paul Signac)을 연상하게 하는 모자이크식 점묘화

를 도입하였다. 이와 같이 멘디니는 3차원의 대상까지 순수 시각적 리

얼리티 회화로 보았는데 이와 같은 ‘회화적 디자인35’을 통해 심미적인 

감성이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멘

디니만의 사물에 대한 해석과정이 없었다면 프루스트 의자 역시 여느 

가구와 다를 바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멘디니는 조형에 자신이 생각하는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부여

하였고 다양한 분야 응용되면서 재구성 하여 새롭게 재해석 하였다. 특

히 1992년에는 스와치와의 협업을 통해 점묘법을 시계에 적용하기도 

하였고, 1994년에는 ‘그로닝거 미술관(Groninger Museum)’에서 곡면 

구조를 가진 계단에 모자이크 타일을 이용한 점묘법을 도입하여 장식적

인 계단의 형태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멘디니는 조형을 이

루는 요소들을 장식적인 특징을 부여할 수 있는 오브제로 인식하여 디

자인에 적용하였는데, 이는 멘디니의 디자인 철학에 많은 영향을 주었

던 순수 예술과 회화적인 배경이 디자인의 조형적인 모티브로 도입된 

것을 알 수 있다. 

 

 

                                            
35 회화적 디자인은 디자인 바깥에서 행동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착상이나 제작에 있어서 혼합된

 방법을 선택하여, 현대적인 것과 전통적인 것, 컴퓨터사이언스, 방법, 재료등이 상호작용 하는 것

을 말한다.(Alessandro Mendini, Painting design & Pictorial design, Design, 1986, p85) 

[그림3-3] Swatch (Lots of Dots) [그림3-4] Groninger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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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멘디니는 감정이 드러나고 느림의 미학(美學)을 자극해주는 오

브제들로 채워진 공간에 관심이 많아 사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과 연결시키는 작업을 많이 해왔다. 이에 따른 대표적인 

작품으로 1994년 알레시(Alessi)사의 와인따개 안나 G(Anna G.)와 알

레산드로 M(Alessandro M.)을 꼽을 수 있다. 안나 G는 1000만개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로 그의 여자친구인 안나 질리를 형상화한 것이다. 

그는 와인 병의 마개를 따는 순간을 하나의 퍼포먼스로 느끼면서 와인 

오프너에 발레 하는 듯한 움직임을 표현하고 싶어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와인 오프너라는 수식어가 붙은 안나G를 보면 마치 친구와 함께 

있는 듯한 친근감이 느껴진다. 이와 짝을 이루는 알레산드로 M 

(Alessandro M.)은 패션을 즐기는 자신을 표현한 작품으로 슈펴맨복장, 

연미복, 휴양지룩등 다양한 변화를 통하여 매년 새로운 의상의 리미티

드 에디션으로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이 멘디니는 대상에 대한 특별한 경험과 사물에 대한 시각적

인 변화뿐만 아니라 의미적인 변형을 통하여 인간과 디자인 대상 사이

에 특별한 의미와 관계를 조형적인 요소로 표현하고자 하였고, 공간 속

에 존재하는 사물 역시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공간과 사물의 맥락을 강

조하여 공간 속에 디자인 요소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멘디니는 디자인이 과학이나 기술의 정확성을 토대로 해야 하는점에 

대하여 반대를 하는 것 아니지만, 지나치게 기계적인 정확성을 추구하

는것도 바람직 하지 않다고 하였다. 무엇보다도 인간이 가진 예술적 기  

[그림3-5] Anna G. [그림3-6] Alessandro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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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이나 감성을 중요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날 포스트모던 스타

일이 아직까지 영향을 끼치는 시대에서 멘디니의 디자인이 눈에 띄는 

것은 이와 같은 인간적인 감성과 함께 유연하고 낭만이 어우러진 작품

을 디자인 하기 때문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멘디니는 이탈리아의 포스트모더니즘의 중심에 서

서 시대성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디자인에 변화를 주도한 작가로 디자

인의 대중성을 추구하였고, 의미적 재해석을 통해 인간과 디자인 대상

의 관계를 재조명 하고자 하였다. 그는 “좋은 디자인이란 시와 같고, 감

성을 주며 생각하게 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미소와 로멘스를 건네주

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을 볼 때 그의 디자인 철학은 인간의 감성을 기

반으로 인간적인 디자인 소통을 통하여 제품에 이야기를 덧입히고 감동

을 주면서 소비자의 감성과 영혼에 호소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훌륭한 디자인은 디자인을 하기 전에 왜 이것을 디자인해야 하는

지에 대해 깊은 자각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이것이 좋은 디자인의 

필수조건이다”라고 말하며 창작자의 자의적인 인식과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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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필립스탁36 (Philippe Patrick Stark. 1949~ ) 

 

필립스탁(Philippe Starck)은 1949년 파리에서 태어나 1960년대 중반 

에꼴 카몽도(Ecole Nissim de Camondo in paris)를 다녔다. 그는 어린 

시절 항공기 엔지니어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공작실 같은 환경 속에서 

자전거나 모터싸이클을 해체하거나 조립하면서 기계적 원리에 대한 이

해와 발명에 관한 상상력을 키워 나갔다.  

 

오늘날 필립스탁의 디자인은 상품의 

기능성과 실용성을 넘어 하나의 소장하

고 싶은, 수준 높은 조형성을 지닌 작품

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의 다양한 디자

인들은 마치 조각작품 같은 효과를 통

해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하여 필립스탁 

고유의 스타일을 나타내는데, 이는 페인

팅, 조각, 영화와 같은 다양한 예술분야

에 대한 그의 관심으로부터 영향을 받

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독일의 명감독인 파스 빔 벤더스를 위

해 디자인한 W.W.스툴을 꼽을 수 있다. 이는 의자라고 하기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세 개의 가지처럼 뻗은 다리형상이 하나의 조각

작품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는 형태로 강한 인상을 준다. 또한 이와 같

은 비대칭적인 형태는 실용성과는 거리가 먼 순수 예술품처럼 보인다. 

이로 인하여 그의 디자인은 사용하지 않을 때는 예술작품으로, 사용할 

때는 디자인 제품으로 역할이 전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36 1949년 출생  

1979년 Starck Product 를 설립 

1982년 엘리제궁 안의 개인사저 인테리어를 설계 

1989년 일본에서 새로운 형태의 빌딩 제안 

1990년 뉴욕의 파라마운트 호텔 

1994년 호텔 페닌슐라 호텔  

2003년 파리 콩 레스토랑 

[그림3-7] W.W.S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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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그의 작품은 창작자의 주관적 사고를 기반으로 자연물의 

한 부분을 재해석한 듯한 유기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대다수의 디자인이 기능적으로 형태가 다듬어진다면, 필립스탁의 디자

인은 상징성을 중심으로 형태가 만들어 진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그의 디자인이 오늘날 대다수의 디자이너들이 추구하는 최첨단의 차가

운 느낌과는 거리가 먼 것을 볼 때, 유행에 대한 강박관념도 없어 보인

다. 

 

필립스탁의 디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눈이라는 시각적인 감각에 자

극을 주지 않고자 형태와 컬러를 섬세하게 다듬고 있으며, 형태를 절제

하여 심플한 특징이 있지만, 세상의 수많은 심플한 디자인과는 다르게 

건조하기보다는 감동을 주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기능과 더불

어 유기적으로 연결된 형태, 색채, 재질의 아름다움을 통해 인간의 근원

적 욕구를 충족 시키고자 하였으며, 시대성, 민족성, 사회성 등을 복합

하여 대중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볼 때 그는 자신의 디자인에 조형적인 새로움을 넘어 사람들

의 마음을 자극하려고 하는 창작자의 의지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른 대표사례로 1990년대 그가 

디자인한 주시 살리프(Juicy Salif)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조형 작품과 실용품을 

오가는 신비로운 특성으로 지금도 인기 

있는 제품으로 손꼽힌다. 이와 같이 그

의 디자인이 오랫동안 사랑 받을 수 있

는 이유는 외형적인 화려함보다는 사람

들을 감동시키고자 한 그의 노력 때문

이며, 전통적인 모던디자인 방식에 머무

르지 않고 자신의 사상을 표현한 자유

로운 작품 활동으로 그는 시간에 구애 

받지 않는 자신만의 디자인 세계를 형성하고 있다. 

 

20세기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큰 변화는 산업화로 인해 나타난 물질

[그림3-8] Juicy Sal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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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배하는 인간의 힘과 끊임없는 물질 추구라 할 수 있다. 필립스탁

은 물질 만능을 통해 사랑이 희생되고, 사랑이라는 개념자체가 포기되

어 버리는 것에 대해 깊은 문제의식을 느꼈다. 그는 인류에 의해 사랑

의 개념이 사라진다면, 인간은 정신뿐만 아니라 동물과 구분 지을 수 

있는 유일한 요소를 읽을 것이며, 이로써 인간은 가정, 사회, 문명, 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이러한 물질주의를 물리치게 

되면, 다음 세기는 정신적이고, 인간적인 세상이 올 수 있을 것으로 보

았다. 따라서 자신의 디자인이 기본적으로 사랑과 관심에서 출발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로 인하여 디자이너는 문제의 성공적인 해결 외에도 사회와 인간의 

삶에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고 향상시키겠다는 책임의식37을 가져야 하

며, 디자이너 개인의 예술적, 기능적인 측면과 함께 문화로서의 디자인

과 같은 사회적 측면 또한 중요시 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또한 디

자인이 자본이나 산업에 종속 되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정서적으로 풍

요롭게 하고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 데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을 가장 중요한 디자인의 역할로 보았다. 따라서 디자인이 사회

의 발전에 따라 아무리 기능적으로 분화되고 전문화 된다고 할지라도 

인간과 조화되어야 하는 것이며, 세분화되고 전문화됨으로써 파생되는 

온갖 병폐를 제거해야 하며, 종국에는 각각 세분화, 전문화된 분야들이 

체계적으로 재통합되어 하나의 생활이라는 인간 환경으로 완결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그는 디자인이란 사람들의 삶을 위한 과정적

인 존재로 생각했으며 디자인이 추구해야 하는 목적을 뚜렷이 가지고 

있었다. 그의 디자인은 기존의 기술이나 유행에 입각한 수많은 디자인

들이 가지는 가치와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의 삶과 마음을 따뜻하게 감

싸며 진정한 행복이나 아름다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38 

 

그의 디자인은 대량생산 기반의 디자인과 작가적인 개성이 담긴 디자

인 사이에서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향은 다음과 

같은 그의 말에 잘 나타난다. 

                                            
37 경노훈,윤민희, 디자인 문화와 생활, 예경, 1999, p19 
38 최경원, Worldwide Great Designer 10: 20세기 위대한 디자이너 10인의 삶과 열정, 길벗, 2006,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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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적은 것이 많은 것이다’, 혹은 ‘적을수록 많다’라는 말을 믿지 않는다. 

나는 ‘적음’과 ‘많음’을 믿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반드시 둘 중 하나를 선택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이 중요함을 잘 알고 

있으나 더 많은 유머와 더 많은 환상, 더 많은 사랑도 필요하다고 믿는다. 우

리는 때로는 적은 것을 원하며, 때로는 많은 것을 원한다. 우리는 모두 인간이

기 때문이다.”39 

 

이 말은 미스 반 데어 로에와 로버트 벤투리의 대표적인 경구를 들어 

자신의 디자인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나’라는 주체의 

감정에 따른 표현을 통해 디자인에 창작자의 주관성이 강조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적음’과 ‘많음’을 믿는다” 라는 말을 통해 어느 한 쪽으

로만 치중하지 않고 포괄하는 그의 디자인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더욱이 그는 디자인을 삶과 철학으로 연결 지어 “사람을 움직이고, 

감정을 전달하며, 기억, 놀람, 한계를 뛰어넘는 것으로 삶의 일상성을 

벗어나 시적인 삶에 이르도록 하는 작용”으로 보았다. 예컨대 칫솔을 

디자인 할 때도 칫솔의 형태를 고민하기 보다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선반 위에서 무엇인가 밝고 명랑한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 날마다 

여름날의 풍경이 보이는 욕실 창문을 여는 듯한 기분이 들것이라는 생

각에서 출발하여 칫솔이 들어가는 입, 그 입의 주인공인 사람, 그 사람

                                            
39 강현주, 디자인의 역사가 들려주는 것들2, 디자인 네트, 2004, 11월호 

[그림3-9] Toothbrush [그림3-10] Starck Na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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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존재하는 사회를 먼저 생각하였다고 한다. “나는 사람들의 평범한 일

상 속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린다”는 그의 말처럼 사물에 대한 

기발한 해석을 통하여 필립스탁의 디자인은 하나의 조각작품처럼 보는 

이의 눈을 즐겁게 해준다. 또한 그는 1998년에 월포드사(Wolford)의 

신개념 드레스 ‘Starck Naked’를 선보였는데 이는 스타킹과 튜브형태의 

드레스가 연결된 옷으로 하나의 옷을 여러 단계로 변형하여 입을 수 있

는 파격적인 디자인이다.  

 

이와 같이 기존 디자인과는 다르게 필립스탁만의 디자인이 차별성을 

보이는 것은 어떤 사물이라도 자신만의 해석과정을 통해 형태를 창출하

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같은 그의 생각들은 감성적이고 혁신적인 디자

인을 창출하는 원천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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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자하하디드40 (Zaha Hadid. 1950 ~ ) 

 

자하하디드는 현존하는 최고의 건축가이자 디자이너로 손꼽히며, 건

축계의 노벨상인 프리츠커상(Pritzker Architecture Prize)의 첫 여성 수

상자이다. 또한 그녀는 작가적이고 실험적인 작품 활동을 통하여 2010

년 타임지가 선정한 ‘영향력 있는 100인’중 사상가(Thinker)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적지 않은 나이지만 지금도 예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아방가르드의 선두에서 많은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그녀는 1980년에 자신의 건축 사무소 ‘Zaha Hadia Architects’를 설

립하여 1983년 홍콩에서 열린 피크레러클럽(The Peak Leisure Club)공

모전을 통해 세계 건축계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시작했다. 당시 심사

위원이었던 Atata Sozaki가 그녀의 작품에 대해 모더니즘의 최종 형식

인 러시아 절대주의의 자율적인 형식과 운동성을 구체적으로 검증한 작

품이라고 평가한 것처럼 러시아의 절대주의는 그녀의 초기작품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41    

이 시기 자하하디드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 중력의 법

칙을 무시하는 듯한 지나치게 독

창적이고 개념적인 형태로 인하여 

실제로 구현할 수 없는 건축이라

는 지배적인 견해 때문에, 그녀에

게 건축 설계를 맡기는 건축주가 

드물었다. 당시 ‘페이퍼 건축(Pa 

per Architect)’으로 불리던 그녀에게 세계적인 명성을 안겨준 건물은 

1993년 독일에 세워진 비트라 소방서(Vitra Fire Station)다. 비트라 소

방서는 칼처럼 날카로운 예각이 두드러지는 건축물로 기존 건축의 룰을 

                                            
40 1950년 이라크 바그다드출생 

1971년 바그다드 American Univ 수학전공 

1972년 영국 AA School  

1983년 홍콩 The Peak Club 현상설계 당선 

1993년 비트라소방서 

2004년 프리츠커 아키텍쳐 여성 최초수상 

 

[그림3-11] Vitra Fire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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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면서, 선의 기하학적인 느낌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마치 러시아 구성

주의의 대표적인 작가인 ‘말레비치’의 순수한 기하학 형태들로만 이루

어진 회화작품을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또한 급속히 좁아지거나 

공간과 공간이 충돌할 듯 하여 보는 이에게 불안함을 조성하고, 처음 

용도인 소방서라는 관공서의 이미지를 짐작할 수 없게 만든다. 현재 이 

건물은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가구 전시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그녀의 작품은 기존의 관습적인 방법론에 대항하여, 새로운 것을 추구

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이 시대를 표상하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기존

의 건축이 가진 고정관념을 벗어나 새로운 일상성 표현의 질서체계를 

구축하려는 모색의 수단으로서, 건축계에서는 새로운 공간 구성의 실험

을 추구하는 기운으로 파급되었고, 급기야 비평가들을 통해 현대의 불

안과 부조리를 해체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평가 받으며 해체주의

(Deconstructivism)라는 하나의 큰 줄기로 자리매김 하였다. 

 

또한 그녀는 일반적으로 건축을 설계하는 방식만으로는 자신이 계획

하는 새로운 공간을 표현하는데 한계를 느껴,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으

로 과정 중심의 표현 방식을 선택하여 3차원의 입체를 연구하였다. 이

를 통해 건물에 움직이는 느낌을 부여하는 등 공간 속에서 자신의 개념

적인 형태에 대한 표현을 더욱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자하하디드의 

건물을 보면 관람자의 시선에 따라 공간들이 연결되고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평면과 입체를 오가는 추상적 공간 해석의 결과이다. 

또한 어디에도 구애 받지 않는 그녀의 자유로운 디자인 접근방식과 분

석을 통해 도시의 그리드 구조를 건물로 흡수하기도 하고 건물 내에서

의 공간을 외부로 연장시키기도 하면서 특유의 해체되고 왜곡된 형태를 

창출한다. 초창기 그녀의 작품은 복합적인 각도로 뻗은 역동적이고 긴

장감 있는 날카로운 라인과 모서리가 특징적이었으나 오늘날에는 물이 

흐르는 듯한 유연하고 부드러운 라인의 사용을 통해 내부에서는 천장, 

바닥, 벽의 경계가 없이 무한히 변형되며, 외부에서는 살아 움직이는 듯

한 유기적인 형태의 미학을 보여준다. 이탈리아 칼리아리(Caglari)의 뉴

라지크 현대 미술관(Nuragic and Contemporary Museum, 2007)은 그

녀가 추구하는 복잡하고 역동적이며 유동적인 공간이 잘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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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그녀의 건축은 관람자로 하여금 시각적 긴장감과 경외심을 갖

게 하는 형태적, 공간적 유인력의 응집이라고 할 수 있으며, 평면과 입

체의 구성을 통해서는 기존의 상식적인 방법에서 탈피하는 실험적인 경

향을 보인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또한 그녀의 작품이 일상성을 이탈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로 인하여 관람자가 새로운 충격과 이에 따른 

유인력을 가진다고 할 때,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층화된 문화현상 가운

데 하나의 단층을 건축적으로 구현하는 대중문화의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그녀는 가구, 조명, 인테리어와 같은 소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중요성도 대규모 스케일 프로젝트에 못지않은 비중을 두어 실행하고 있

다. 이를 통하여 건축을 중심으로 적용되었던 자하하디드의 철학과 사

상은 문화적인 상호작용을 위해 다양한 소품들에 반영되어 사람들과 더

욱더 가까워 지고 대중과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자하하디드의 디자인은 현재보다는 미래를 기준으

[그림3-12] Nuragic and Contemporary Museum in Cagliari, Italy 

[그림3-13] WMF Cutlery (좌) / Mesa Table (중) / Genesy Lamp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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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두고 있으며, 예술, 디자인, 건축의 경계를 넘어 자신의 사고의 틀을 

넓게 가지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관습적인 요소를 벗

어나 새로운 호기심을 창조하여 자신의 생각을 공간 속에서 건축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그녀의 건축은 실험적인 디자인에 대한 지속적이

고 폭발적인 에너지에 의해 광대한 프로젝트로 구현되고 있으며, 관념

적이고 단일한 형태의 기존 건축에 맞서 현대의 다양성의 삶을 통합하

고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과제로서의 건축을 구축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그녀의 건축은 구조적 발전요소로부터 최대한 가능성을 

구체화 했다는 명성을 얻었고, 실제의 건축으로 구현하는데 필요한 기

술의 발전은 디자인을 더욱 깊이 있게 발전하게 만들어 주는 추진력이 

되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기존의 건축에서 통용되던 관습적인 사고를 

넘어서고자 한 그녀의 강한 의지가 없었다면, 건축에서 이와 같이 유동

적이며 역동적이고 복잡성을 가진 구조물을 창조하는 것은 불가능 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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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론아라드42 (Ron Arad. 1951 ~ ) 

 

론아라드는 전위적인 디자인을 통하여 디자인의 발전에 핵심적인 역

할을 한 인물로 1980년대 초 신소재, 신기술 등의 개발에 따라 더욱 기

계화되고 산업화 되어가는 당시 세계 디자인계에 만연해 있던 관습에 

저항하는 과감한 디자인 작품활동을 통해 국제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

다. 이로 인하여 1994년부터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일본 등 세계 

유수의 디자인 상 및 올해의 디자이너 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당시 기

성 디자인계의 전통과 통념에도 불구하고 그만의 철학과 독보적인 창조

과정을 개척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2년에는 영국 왕실로부터 영국 디

자이너 최고의 영예인 RDI(Royal Designer for Industry)칭호를 수여 받

았다.43 

  

론아라드는 해체주의적인 경향의 조각의 기법을 응용한 개성 있는 디

자인을 통하여 자신의 철학을 담은 작품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

다. 그는 활동 초기에 각종 제품들이 폐기되는 산업사회에 대한 비판의

식으로 버려진 공업자제를 사용하여 일상용품을 만드는 하이테크적 기

법을 디자인에 적용하였다. 1981년에는 폐차의 시트와 철재 파이프를 

소재로 사용하여 폐기된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드러낸 ‘Rover Chair’를 

선보였다. 또한 1983년에는 런던 디자인 공방과 쇼룸을 갖춘 ‘One-off 

Ltd’를 설립하여 혁신적이고 예술적인 작품을 선보였다. 1985년에는 콘

크리트를 사용하여 하이-파이 전축을 디자인 하였는데 전쟁터의 폐허

에서 나온듯한 콘크리트 덩어리로 만든 턴 테이블에서 음악이 흘러나오

는 ‘Concrete Musical System’을 통해 폐허의 느낌과 음악이라는 감성

적인 매체를 접목하여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이와 같은 과격한 디자인

을 통하여 기존의 상업적으로 치장하는 디자인과 산업문명의 허망함에 

대해 반감을 나타내었다. 당시 해체주의적인 형태와 포스트모더니즘적

                                            
42 1951년 이스라엘 텔 아비브 출생 

1971년 예루살렘 예술아카데미 수학 

1974년 영국 런던의 컨축협회(Architectural Association) 건축전공 

1981년 캐롤라인 토만(Caroline Thorman)과 One-Off Ltd설립 

1989년 Ron Arad Associates 

1998년 영국왕립미술학교(Royal College of Art) 디자인 학장 
43 고자경, 심은주, 미래주의 관점에서 본 론아라드의 공간 표현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

문집, 2008, p5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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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향으로 비평가들에게 거부감이 있었으나 그는 단지 실용성만을 추

구하는 기존의 디자인에 대하여 자신의 비판적인 견해를 담아내는 작가

적인 디자이너로 자리잡게 된다. 이로 인해 그는 새로운 기술들을 장인

정신과 융합하여 새롭고 감동적인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그

는 기술에 대한 호기심으로 혁신적인 제품을 통하여 디자인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고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1980년대 말부터 금속을 

주된 소재로 사용하여 작업하였는

데, 간단하면서도 재료의 특성을 

그대로 강조한 ‘Well-Tempered 

Chair’를 세상에 내놓으며 주목 

받게 되었다. 특히 그는 여백의 미, 

격렬한 움직임의 대비, 긴장감 있

는 형태 등을 활용한 독창적인 표

현을 통해 금속의 날카롭고 딱딱한 재료를 부드러운 선과 면으로 풀어

내는 시도를 하였다. 금속에 별도의 표면착색이나 도금처리를 하지 않

고 소재가 가진 거칠고 차가운 특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대신 부드러운 

곡선과 유기적인 형태의 조형을 통하여 풍부한 감수성을 지닌 오브제적

인 디자인이 특징적이다. 그는 의자나 소파를 디자인 할 때 쿠션이나 

가죽과 같이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통념에 반기를 들고, 

고유의 기능성이나 편의성을 고려하면서 추상적인 조각과 같이 미적으

로 흥미로운 형태로 재 탄생 시켰다. 이로 인하여 차가운 금속을 사용

하였지만 곡선적인 면 처리를 통하여 차가운 금속에 따뜻한 감성을 느

낄 수 있는 작품으로 평가 받는다. 또한 그의 작품은 특정한 소재나 영

역에 국한되지 않고 실험적인 기법과 디자인을 통해 마치 조각작품과 

같은 감성을 느낄 수 있다. 이와 같이 그는 수공예적인 기법을 통해 물

질의 성질을 유지한 가운데 조형의 미학적인 본질에 큰 비중을 두는 작

업을 고수하면서 다른 디자이너와 차별성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론아라드는 주로 한정된 디자인 제품을 생산하였지만 자신

의 이름이 알려지면서 여러 제조업자들과 함께 대량생산 디자인을 하기

[그림3-14] Well-Tempered Ch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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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1990년대 제작된 책꽂이인 Bookworm 

bookcase, Bookmark bookcase, Book table 연작은 수평적인 선반형태

의 고정관념을 뒤집으면서 유연한 형태의 선반에도 편리하게 책을 꽃을 

수 있도록 디자인 한 것으로, 1981년 소트사스(E. Sottsass)의 걸작 ‘칼

톤(Carton)’책장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훨씬 과격한 문제해결이라 할 수 

있다. 이탈리아 가구업체인 카르텔(Kartell)사에서 판매한 이 책꽂이는 

심미성뿐 아니라 실용성까지 갖추고 있어 상업적으로는 큰 성공을 거두

면서 많은 양이 제조되었다.44 이외에도 카르텔의 요청에 의해 그가 디

자인한 대표적인 의자 중 하나인 FPE(Fantastic, Plastic, Elastic)는 이름

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폴리프로필렌과 알루미늄 프레임을 사용하여 곡선

미를 강조하면서 대량생산이 용이하도록 디자인 되었다. 

 

 

 

특히 론아라드의 작품은 단순한 제품을 넘어서는 형이상학적인 형태

로, 마티스(Matisse)나 올덴버그(Oldenburg)를 떠올리는 대담한 표현을 

통해 ‘물질’ 그 자체를 보는듯한 유기적인 형태로 발전하였다. 이와 더

불어 감각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뿐 아니라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물

질적 다양성 속에서 순수함과 단순함이라는 미적인 철학을 중심으로 당

시 소홀히 여기던 잊혀진 가치를 찾아 큰 의미를 부여 한다는 점에서, 

기능적인 형태나 생산성만을 중시하는 당시 디자인과는 크게 차별화 되

었다.  

 

이와 같이 론아라드는 일상제품의 형태와 재료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

                                            
44 서병기, 론 어래드 가구의 디자인 특성과 철학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2005, 참조 

[그림3-15] Book Worm [그림3-16] FPE (Fantastic, Plastic, Ela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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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보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형태의 작업을 통해, 기존의 관습을 탈

피한 혁신적인 문제해결을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서 그는 기존의 

디자이너들과 다르게 자신의 생각을 중심으로 조형을 창조하는 자기표

현적인 성격의 디자이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는 여전히 다수의 디

자인 전시와 건축 프로젝트 등을 통해 자신의 메세지를 담은 작품활동

을 펼치고 있다. 이와 같이 현대 사회의 시대적인 문제에 대한 성찰을 

통해 창출된 급진적이고 혁신적인 그의 작품세계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디자이너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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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디자인 기업 

 

3.2.1 알레시 (Alessi, 1921 ~ ) 

 

알레시는 일상적인 생활용품에 감각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독창적이고 

감성적으로 디자인함으로 차별화를 이룬 브랜드이다. 이를 위하여 세계

적인 디자이너나 예술가들과의 협업을 진행함으로 단순히 스타일의 변

화를 통하여 차별성을 두는 것이 아닌 감성적인 가치구현을 위한 디자

인을 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그들은 디자인을 시나 예술로 표현하면서 

생활용품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함으로 알레시라는 브랜드를 강하게 인

식시키고 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회사를 ‘꿈의 공장’이라 부르며 주방도 예술로 

바뀔 수 있다는 신념으로 대중성과 예술성을 적극적으로 결합함으로 디

자인이 미술관에 박제되어 있는 전시품이거나, 특권층만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함께 숨쉬며 일상의 즐거움을 발견하게 하려는 그

들의 신념을 구현하고 있다.  

 

알레시는 1921년 이탈리아 북쪽에 위치한 오메그나(Omegna)에서 선

반 제조공장과 주물 고장을 차리고 고객의 주문에 따라 니켈과 청동제

품을 주로 생산하는 기술자였던 지오반니 알레시(Giovanni Alessi)에 의

해 설립되었다. 이와 같이 초기에는 고객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주방용

품을 생산하였으나 1924년부터 자체적인 제작을 통하여 사업의 형태나 

[그림3-17] Alessi Product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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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를 키워나가기 시작하였다. 당시 디자인 교육을 받은 창업자의 아

들인 카를로 알레시가 ‘Bombe 커피포트’, ‘티포트 세트’등을 디자인 하

였으며, 1945년 이후에는 스테인리스 스틸을 다루는 기술을 가진 에트

로 알레시가 합류하면서 독창적인 디자인 제품을 계속해서 선보이기 시

작했다. 1950년대에는 건축가 루이지 마소니(Luigi Massoni), 카를로 마

체리(Carlo Maqqeri), 안셀모 비탈레(Anselmo Vitale) 등과 같은 외부 

디자이너와의 협업을 통해 호텔용품과 케이터링(Catering), 연회용 그릇 

제품 위주로 디자인 하였는데 현재 까지도 베스트셀러로 기록 된 것이 

있다.     

 

그 후 전쟁을 겪으면서 사업에 위기를 겪기도 하였으나, 1970년 창업

자의 손자인 알베르토 알레시(Alberto Alessi)가 합류하면서 각기 다른 

분야를 모아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목표로 ‘복합예술(Multiplied Art)’이

라는 개념을 전개하면서 알레시가 세계시장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는 

진정한 예술품을 대중적인 가격에 대량 소비재로 제공한다는 계획으로, 

이를 통하여 새로운 소비문화를 창출하고자 하는 전략이었다. 이에 따

라 알베르토는 당대 최고의 예술가, 디자이너들을 초빙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독창적인 제품을 개발하여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었다. 알베

르토 알레시는 일반적으로 판매가 부진하거나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면 실패했다고 생각하나,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

면서 실패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는 자신이 진행한 모든 

프로젝트를 소중히 여긴다고 ‘The Dream Factory: Alessi since 1921’와 

같은 그의 저서에서 언급하였다. 이와 같이 꿈을 만드는 공장에 실패라

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의 철학은 세계의 많은 디자이너나 예술

가들이 알레시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 이유일 것이다. 

 

알레시의 디자인은 유연성과 즉흥성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는 어떤 

형상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 않으려는 균형 감각과, 심미성과 기능성

의 경계를 뚜렷하게 구분하지 않으려는 그들의 디자인 철학으로부터 유

래 한다. 이로 인하여 그들은 문화, 정치, 철학, 사회에 대한 의식과 함

께 적극적인 실험정신으로 개성 있는 형태를 창출하고자 한다.   

 



 

 50 

또한 알레시는 대중들에게 가장 이탈리아적인 디자인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는 이탈리아 디자인의 역사의식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2차 대전 이후 1960년 이탈리아 디자인은 미적으로 단순하지만 기능적

이고 과도한 장식을 배제하는 벨(Belle)디자인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는

데 이는 20세기 전반에 걸쳐 세계적으로 지배력을 펼쳤던 모더니즘과 

기능주의에 대한 이탈리아식 해석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객관적

이고 기능적인 관점만을 중시하는 일반적인 모더니즘과는 다르게 제품

의 상징적 표현이 크게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1960년대 후반에 벨 디자인에 반발하는 래디컬(Radical)

디자인, 안티(Anti)디자인을 주장하는 신세대 디자이너들이 등장하여 보

다 포괄적이고 개념적이며 세계적인 관점에서 디자인을 바라볼 것을 강

조하였다. 1980년대 전후에 이들은 스튜디오 알키미아와 멤피스 그룹으

로 발전하게 되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모더니즘의 형태에 반하는 포스

트모더니즘 디자인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후 이들은 알레시의 디자인 

프로젝트를 통하여 자신들의 철학과 이념이 사상과 이론에 머물지 않고 

현실 속에서 일상의 사물로 재현하면서 디자인 역사에 중요한 기록을 

남길 수 있었다. 에토레 소트사스(Ettore Sottsass), 알렉산드로 멘디니

(Alessandro Mendini), 라차드 사퍼(Richard Sapper), 아킬레 카스틸리

오니(Achille Castiglioni), 알도 로시(Aldo Rossi), 마이클 그레이브스

(Michael Graves), 필립 스탁(Philippe Patrick Starck), 엔조 마리(Enzo 

Mari), 스테파노 조반노니(Stefano Giovannoni), 구이도 벤투리니

(Guido Venturini)등과 같은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이 알레시의 프로젝트

에 참여하면서 이들은 이탈리아 디자인의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림3-18] La Conica [그림3-19] La Cup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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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시는 1983년에 11명의 건축가들과 진행하여 선보인 ‘Tea & 

Coffee Piazza’프로젝트를 진행할 당시 11명의 건축가들은 건축조형을 

생활용품에 적용하여 실험적인 시도를 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알도 로

시의 ‘라 코니카(La Conica)’와 ‘라 쿠폴라(La Cupola)’ 커피메이커나 

마이클 그레이브스의 ‘버드 케틀(Bird Kettle)’과 리차드 사퍼의 ‘9091 

케틀(9091 Kettle)’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레이브스가 디자인한 ‘버드 케

틀(Bird Kettle)’은 물이 끓으면 휘파람 소리를 내는 플라스틱 새가 주둥

이에 앉아 있게 디자인 되었으며, 사퍼의 ‘9091 케틀(9091 Kettle)’은 

마치 증기기관차의 연통 또는 권총의 탄창을 연상케 하는 주둥이 부위

와 함께 그 주둥이를 당겨서 여는 방아쇠 고리 모양의 손잡이 모양의 

은유적 형태와 주전자의 기능이 결합 되었다. 특히 이 주전자는 물이 

끓을 때 마치 증기 기관차를 연상케 하는 소리를 내도록 디자인 됨으로

써 이후 전세계 시장에서 대부분의 주전자에 휘슬(Whistle)이 부착되도

록 이끌었다.45   

 

 
 

이후 2003년에도 21명의 건축가들과 함께 테이블 위의 건축물이나 

조형물을 연상시키는 ‘Tea & Coffee Towers’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데, 

이 프로젝트의 디렉터인 멘디니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22명의 건축가에 

대해서 이들은 알레시의 신제품 향방을 좌우할 건축가들이라고 말하였

다. 또한 ‘Tea & Coffee Towers’ 프로젝트에서 일반 디자이너와의 협업

대신에 제품디자인을 해보지 않은 건축가들을 선택한 이유로 그들은 디

자인 분야와는 다른 관점으로 새로움이나 미래지향적인 요소를 모색하

                                            
45 김민수, 21세기 디자인 문화 탐사, 솔, 1997, p296, 참조 

[그림3-20] Bird Kettle (Michael Graves) [그림3-21] 9091 Kettle (Richard Sa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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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멘

디니는 21명의 건축가들에 대해서 “그들은 명백하게 그들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또

한 창조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며, 시대적인 배경을 인식

하는 사람들, 늘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다. 장식으로 끝나

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건축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라 그들을 선

택했다”라고 말하며 창의적인 조형창작을 위하여 창작자의 주관적인 사

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알레시는 각기 다른 개성과 가치관을 가진 세계적인 예술

가나 디자이너들과의 협업을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다. 이로 인하여 생

활 속에서 디자인이 할 수 있는 역할에 한계를 두지 않는 알레시의 도

전정신과 디자이너들의 실험정신이 만나 대중들은 수준 높은 디자인들

을 일상 속에서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2006년 이후로는 알레시만의 아이덴티티를 지니면서 서로 다른 

컨셉을 가진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데,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으

로 소량이나 한정생산을 하는 오피시나 알레시(Officina Alessi), 가장 

대중적이며 대규모 생산품인 알레시(Alessi), 친근한 디자인의 저렴한 

가격대의 아 디 알레시(A Di Alessi)까지 모두 세가지 브랜드 라인을 가

지고 있다. 

 

 

이와 같이 알레시는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이나 예술가들에게 알레시가 

추구하는 디자인을 요구하기 보다는 그들의 철학을 알레시라는 큰 그릇

에 담는 역할을 한다. 이로 더불어 20세기 정보사회에서 삶 속에서 의

미를 향유하는 디자인 가치를 제시함으로 단순한 중소기업을 넘어서서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문화 제조업체가 되었다. 

[그림3-22] 알레시의 브랜드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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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드룩 (Droog) 

 

네덜란드의 디자인 그룹인 ‘드룩 디자인(Droog Design Foundation)’

은 아방가르드적 보석디자이너 출신의 디자이너인 헤이스 바케르(G. 

Bakker)와 디자인 미술 비평가이자 역사가인 레니 라마커스(R. Rama 

ker)가 1994년에 공동으로 설립하여 주로 조명이나 가구 같은 일상제

품 위주의 디자인을 하는 회사다.  

 

‘드룩(Droog)’이라는 명칭은 영어’dry’를 뜻하는 네덜란드어다. ‘드룩’

이라는 말에는 네덜란드적인 경향을 담고 있는데, 네덜란드에서 멋진 

유머를 구사한다는 것은 아주 ‘건조한 유머(dry humor)’를 뜻한다. 이는 

주제에 대하여 직설적으로 이야기 하기 보다는 이면에 또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드룩이 설립될 당시인 1990년대 초반의 대다수의 디자인 방식은 개

념보다는 제품의 외형에 치중하였다. 당시에는 의뢰를 받아서 디자인하

는 방식이 엄격하게 지켜졌던 터라 보기 좋은 형태를 의한 컬러, 재료

에 대한 연구를 통해 고객들의 요구를 맞추는 데에만 집중하였다. 하지

만 드룩은 대다수의 대중성을 기반으로 하는 디자인 개념들과 이와 같

은 디자인 상황을 보다 개방시키고자 하였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왜 

이 제품을 디자인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을 제기하면서 

보편적인 관점에서 현존하는 사물과 형태 그리고 재료에 대한 개념들을 

재정의(Re-define)하기 시작하였고, 이어 이러한 사물이 지니고 있는 

개념과 상징은 물론 기능의 본질까지 재정의 하기 시작하였다.46  

 

이와 같은 드룩의 디자인 철학은 그들의 조형활동에서 잘 나타나 있

는데, 그들은 다양한 가공법의 적용과 자유로운 사고과정을 통하여 방

법적인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즉, 재료를 다룸에 있어서도 수공예 기

법을 적용한 조형을 통해 경험을 디자인 하고 있으며 기능을 존중하면

서도 실험적인 조형을 시도함으로써 형태와 기능간의 조화를 꾀하고 있

다. 또한 기존의 양식적 유행과 기능적 모순의 재정의를 통하여 사용자

                                            
46 Zijl, I.van, Droog Design 1991-1996, Centraal Museum, Utrecht,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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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상하지 못했던 기능과 효과성을 제공한다. 이들의 디자인 적용범

위와 방법은 선구적이며 매우 실험적으로 접근하는데, 이들의 디자인은 

특이한 발명품 제작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일상의 친근한 이미지와 형

태로부터 새로운 조형을 재발견하게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47     

 

또한 이들은 지금까지의 디자인이 지나치게 양식에 의존하였음을 비

판하면서 기존의 디자인 양식을 부정하였다. 드룩이 강조하는 디자인 

정신인 ‘근본으로 돌아가자(back to the basics)’나 ‘필연적 장식(the 

inevitable ornament)’과 같은 그들이 주창한 경구를 보면 양식화된 조

형을 거부하면서 과거의 전통과 기본을 무시한 채 무한정 확대되면서 

나타나는 기존의 디자인의 폐단과 모순을 지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드룩의 설립자인 레니 라마커스(R. Ramakers)는 “디자인은 더 많은 

물건을 만들거나, 더 많은 재료를 사용하거나,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게 아니며 현존하는 물건과 이미지, 공간과 아이

디어의 가능성을 실험하고 확장하는 방법을 발견하는 일이다.”라고 말

하며 그들의 컬렉션이나 프로젝트 자체가 이 시대의 디자인을 비평하는 

활동이며, 좀더 똑바로 디자인을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활동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48 즉, 드룩의 디자인은 “창조성(Creativity)이라는 

것은 발명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기 보다, 이미 존재한 그 무엇을 재인

식함에 있으며, 혁신(Innovation)이라는 것도 “재료(material)에 이미 내

재한 질서를 제대로 발견함에 있다”라고 한 움베르토 에코(Umberto 

Eco)49의 입장과 같다고 볼 수 있다.50  

 

이와 같이 드룩의 디자인은 현존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예리하게 비판

할 수 있는 개념적 사고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지금까지의 디자인을 통해 삶의 질은 향상되었으나, 그 이면에 파생된 

                                            
47 김윤진, 문무경, 네덜란드 디자인 그룹 ‘Droog Design’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연구, 2002, p16

2, 참조 
48 Rie Nishikawa, What’s DROOG?, casa BRUTUS, Japan, Nov, 2000 
49 움베르토 에코(Umberto Eco, 1932년 1월 5일 ~ )는 알레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이탈리아의 기호

학자, 미학자, 언어학자, 철학자, 소설가, 역사학자이다. 현재 볼로냐 대학의 교수로 기호학뿐만 아

니라 건축학, 미학도 강의하고 있다. 
50 김윤진, 문무경, 네덜란드 디자인 그룹 ‘Droog Design’: 디자인 시고와활동을 중심으로, 디자인

학연구, 2002, p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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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문명의 폐단에 따른 문제의식과 함께 인간과 사물의 관계 개선의 

측면에서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히 그들은 

인간과 사물의 관계를 단순한 수단으로 보지 않고 감성적이고 경험적인 

기능으로서의 관계를 가지게 하고자 한다. 이로 인해 새로움을 기존 개

념에 대하여 창작자라는 필터에 의한 재 사고와 기존 사물의 재정의에 

두어,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사물과 재료에서 출발하고 있다. 관련 사례

로 ‘테요 레미(Tejo Remy)’의 ‘누더기 의자(Rag Chair)’를 꼽을 수 있는

데 이는 사람들이 50kg이나 100kg가량의 낡은 옷을 배달시키면 디자이

너가 직접 그 옷으로 의자를 만드는 것이다. 디자이너는 낡은 옷들을 

재활용한 의자에 추억이라는 의미를 담아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자신

이나 아이들에 대한 옛 기억을 회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드룩은 이와 같은 창작자의 개념적 사고과정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디자인으로 순환시키는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평가 받는

다. 이로 인해 드룩의 디자인은 규정할 만한 시각적인 양식 없이 소박

하기도 하지만 디자이너의 주관적인 사고(Mentality)를 강조하여 사물

에 대한 깊은 이해와 철학적인 통찰을 담고 있다.  

   

[그림3-23] Chest of Drawers (Tejo Remy) [그림3-24] Rag Chair (Tejo R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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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드룩은 1995년부터 매년 주제

에 따른 프로젝트 결과를 이태리 밀

라노 가구전시회를 통해 공개하여 세

계 여러 곳에서 컬렉션이 되거나 상

품화가 되고 있다. 드룩이 진행한 프

로젝트 사례를 살펴보면, 1995년에 드

룩은 델프트 공과대학교 항공우주공

학실험실(ASL)과 2년간 공동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소재와 기술로 전혀 

새로운 조형해석을 행하는 ‘Dry Tech’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대표적

인 작품으로 M. Wanders의 ‘Knotted Chair’를 꼽을 수 있다. 탄소섬유

로 만들어진 이 의자는 처음 볼 때는 로프로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사

용해 보면 로프와 달리 단단한 재료로 만들어진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은 하이테크 섬유에 대한 장인적인 호기심에서 시작하여 드룩의 로

우테크와 최신기술이 연결된 것으로 이들은 그것을 하이테크(Hi-tech 

as an advanced material)와 로우테크(Low-tech as a manual treatment)

의 새로운 만남의 결과라고 표현하고 있다51  

 

2000년에는 밀라노 가구 전시회를 염두 하여 ‘Do(Do Create)’프로젝

트를 진행 하였는데, 이는 암스테르담에 위치한 네덜란드 홍보업체인 

‘Kessels Kramer’의 기업 브랜드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제품과 소비자의 관계를 재정의하기 위한 실험적이고 경험적으로 접근

한 프로젝트였다. 따라서 소비자가 수동적으로 받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프로세스에도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제품과 

소비자의 양방향성에 관심을 두고 소비자에게 제품 제작의 권한을 부여

하였다. 이 프로젝트에서 보여지는 제안들은 개별 사용자의 경험을 존

중하여 개인의 상황에 따른 ‘행함’의 디자인을 제안하고 있다. ‘Do add; 

chair short leg’, ‘Do add; chair extended-seat’, ‘Do hit’, ‘Do swing’, 

‘Do frame’, ‘Do reincarnate’, ‘Do scratch’, ‘Do link’, ‘Do break’, ‘Do 

post’, ‘Do eat’, ‘Do cut’, ‘Do design’, ‘Do connect’등을 주제로 선정하

                                            
51 Ramakers. R, Bakker. G, Droog Design: Spilit of the Nineties, 010 Publishers, Rotterdam, 19

98 

[그림3-25] Knotted Chair (Marcel wa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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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주제별로 디자이너와 사용자가 함께 행위(Do)를 마쳤을 때 완성이 

된다. 그리고 ‘Do’프로젝트의 전시는 사용자가 그 작품에 관하여 행하

게 될 일련의 과정이 마친 후의, 즉 정체성을 확인한 상태의 모습이 담

긴 커다란 사진과 함께 전시되었다.52 이와 같은 형태의 프로젝트는 디

자인을 단순히 생산이나 소비의 산물로만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다. 

 

 

 

이후 2001년에 드룩은 ‘Me, Myself and you’ 프로젝트를 통하여 인

간적인 관계회복과 개선을 의도하고자 ‘제품과 인간 체계’에 대한 제안

을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일상에서 정지된 상태로 존재하는 제품

을 사용자간의 관계를 유도하기 위한 사물로 재정의하여 새로운 관점의 

디자인을 시도하였다. 예컨대 공간을 분리하는 담(벽)이라는 기존의 기

능은 공유를 촉진하는 매개로 재정의 되고, 부분적으로 채택된 소재로

서의 사물들을 재 사고하고 재정의하여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Droog Design 설립 초기의 입장과 그 해석이 그대로 연결된 듯한 프로

젝트이다.53  

 

 

                                            
52 김윤진, 문무경, op.cit., p165~166 참조 
53 Ibid., pp166~167 참조 

[그림3-26] Do hit 

[그림3-27] Table Tennis Fence (좌) / Bicycle Fence (중) / Share Fence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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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디자인 접근방식과 독특한 아

이디어와 함께 개성 있고 독창적인 디자인을 통하여 드룩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헬라 용게리우스(Hella Jongerius)는 드룩의 

디자인을 ‘규율과 고정관념으로부터의 자유’라고 정의 하였다. 이는 일

률적인 기존 디자인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드룩 디자인만의 특징을 함

축하고 있다. 또한 레니 라마커스는 디자이너가 아무리 참신한 아이디

어를 제안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는 자신들이 본 것에 대해서만 반응을 

할 수 있으므로 보다 소비자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기존에 존재하는 디

자인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살피기 보다는 다양한 시도를 통해 이것

이 통용될 수 있는 제품 시장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기술이 빠르게 진보하고 변화하는 사회에서 디자인

은 이제 정신적인 것에 관계되어야 한다고 호소하며 “디자이너는 실제

적인 필요에 의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상상력에 호소하고 새로

운 지평을 여는 디자인 영역을 가져야만 한다” 54라고 말했다. 이 말은 

디자인이 하나의 도구적인 수단이기 보다는 상징적이고 심리적인 기능

을 해야 하며 새로운 관점에서의 디자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드룩의 디자인은 값비싼 재료를 사용하는 것도 아

니고, 혁신적인 기술이 적용되지도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디자인을 

일상생활의 경험을 바꿔주는 디자인이라고 말한다. 드룩의 디자인은 향

후에 자신들의 디자인이 제품화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들

은 제품자체에 치중하기 보다는 자신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개념을 먼저 

생각한다. 이들은 디자이너의 개념적인 사고과정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

한 실험적 디자인 프로젝트를 통하여 실제 제품간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오늘날의 디자인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54 강현주, op.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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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소결 

 

지금까지 살펴본 자기표현적 디자인 사례를 통해 창작자의 사고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기표현적 가치지향

자하하디드

알레시

필립스탁

에토레소트사스

알레산드로멘디니

드룩

론아라드

공급자적 관점
(외향적 사고)

작가적 관점
(내향적 사고)

 
 

[그림3-28] 작가적 관점에서의 자기표현적 디자인  

 

첫째, 이들은 창작자 스스로의 철학이 사상이 확고하며, 이는 디자인

의 방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동시에 본질적인 요소를 중요하게 다

루어 자신만의 정체성이 담긴 차별화된 창작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이 

된다. 

 

둘째, 이들은 자신들의 제품(product)을 마치 하나의 작품(master 

piece)으로 대하는 특성이 있다. 이와 같은 태도는 작가가 자신의 작품

에 혼을 담는 것과 같이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힘을 주는 원천이 

되어 자신들의 창작에 몰입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넘버원을 넘어 온리원으로서의 가치를 발현하는 것을 살펴 

볼 수 있다. 

 

셋째. 유행을 쫓는 제품을 생산하기 보다는 오랜 기간 사랑 받을 수 

있는 긴 생명력을 가진 제품을 디자인 하는데 집중한다. 이로 인하여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조형과 이에 부합하는 기능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를 통해 유행이 만들어지고 시장이 변화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영역

이 개척되기도 하는 것이다. 

 

넷째, 사회 문화 전반의 시대적 변화에 대한 고찰과 창작자의 주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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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이들의 조형창작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창작자들은 주변환경이나 일상 생활에서부터 주의 깊게 관찰하여 

자신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후, 관찰된 주변의 현상들과 재조합 하여 새

로운 의미를 도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의식 사고 조형언어 조형

 
 

[그림3-29] 창작자의 사고가 중심이 되는 조형창작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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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외향적 사고와 내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의 이론적 고찰 

 

제 1 절 조형창작의 사고유형 

 

4.1.1 조형(造形)창작 

 

조형창작은 창작자가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조형을 구상하여 하나의 

제품이나 작품을 생산하는 활동을 말한다. 조형의 ‘조(造)’는 짓다, 이루

다, 만들다 등의 뜻을 지닌다. ‘형(形)’은 형태(形態; form)와 형상(形

象; image)55을 포함하는 것으로, 우리말로는 테두리, 덩어리, 꼴로 표현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조형을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어떠한 형태나 형

상을 만드는 것이다. 56  이는 물질적인 재료를 가공하여 시각적 표현을 

하는 것으로 재료의 설정과 기법의 개발을 통한 창조적 표현활동을 내

포하고 있다.57 오늘날에는 조형을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하여 구체적

으로 만든 형태나 형상”이라는 명사적 의미뿐 아니라 “자연의 힘이나 

인공의 힘을 이용해 구체적인 형태를 만드는 일”과 같이 동사적 의미로

도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조형창작은 모양, 재질, 색

상, 구조와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形)을 만들기 위한 창조

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조형이라는 용어의 어원은 희랍어의 ‘플라스티케’또는 ‘플라스노’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후 플라스티케라는 말은 플라스티카(Plastica)라는 

라틴어로 쓰여졌는데 그 의미는 조각에서의 원리를 뜻하였고, 18세기 

이르러 조각에서의 모델링만을 의미하는 말로 쓰이기도 하였다. 한편 

                                            
55 보통 형태나 형상을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영어를 살펴보면 그 의미가 확실히 구분된다. 

형태가 그릇이라면 형상은 그 그릇에 담긴 액체로 비유될 수 있다. 그릇이 없다면 액체를 담을수 

없는 것처럼 형상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형태가 존재해야만 한다. 때로 형태는 형상을 억압하기도 

하지만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형상을 찾아야 한다. (이소미, 다시 시작하는 입체조

형, 미진사, 2008, p16)  
56 이소미, 다시 시작하는 입체조형, 미진사, 2008, p20 
57 김미옥, 백숙자, 입체조형의 이해, 그루, 2000,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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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노라는 말은 중세에 이르러서 형성하는 힘을 지닌 것이라는 의미

로 해석되었으며 르네상스시대에 이르러 형태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

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여기서 형태는 주로 조각의 형태를 의미하였는

데, 이러한 사실로 짐작해 본다면 중세까지는 대체적으로 조각에 관련

된 형태적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시기에는 사물을 사실적

으로 재현하는 ‘형태 짓기’가 주를 이루었는데, 이러한 영역에 국한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조소(彫塑)’로 통칭하였다. 조소는 조각(彫刻)과 소조

(塑造)의 복합어로, 각각 깎아서 만드는(carving, engraving)방법과 빚어

서 만드는(modeling)것을 뜻한다.58   

 

그 후 20세기에 들어서서 추상조각의 출현과 함께 정서적 연상을 배

제하고 자연에 내재해 있는 규칙과 법칙구조를 인식하여 미술의 순수성

과 자율성, 독자성을 통해 형을 이루는 범위를 일컫는 말로 조형의 개

념이 정착하였다.59 이는 조형창작의 개념을 창작자의 내적 표현성에 비

중을 두어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막스 빌(Max Bill)60은 개념과 물체 사이에 기술이나 기법을 통한 가

공이 매개되는 조형의 구조를 언급 하였는데, 조형은 인간이 일정한 목

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물질적 재료를 가공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한 결과이며, 선택된 요소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제작 논리, 그리고 

재료를 재료자체의 속성에 적합하게 가공하여 완성된 상태로 만드는 기

술 및 유기적인 과정 전체를 포함한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조형은 이미지의 설정과 재료의 매개기법을 통한 모든 창조적 표현활동

으로서 여기에서 기법이란 작업과정의 조직을 통해 물리적 힘을 조정하

고 지시하는 활동영역이며 이러한 과정에는 하나의 목표아래, 재료, 가

공의 통합적 추구가 요구된다.61 이는 조형창작에 요구되는 외적인 조건

과의 관계성 속에서 조형의 개념을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8 이소미, op.cit., p20 
59 Ibid. 
60 막스빌(Max Bill, 1908.12~1994.12)스위스의 건축가. 조각가와 디자이너로도 활발히 활동했다. 조

화 있는 환경형성이 그의 목표였으며, 울름(Ulm) 조형대학에서 후진을 양성하기도 했다. (두산백과) 
61 박경애, 입체조형연구, 기문당, 2008 



 

 63 

개념
Idea

물체
Object

가공
Fabrication

유추

전이

재료 기법

 
 

[그림4-1] 막스빌이 설명한 조형의 개념 

 

또한 조형은 사물이 가지는 감각적으로 인식되는 질서로서 기원전부

터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조형의 특성을 규정시키려는 노력이 있어 

왔다. 이는 조형이 가지는 법칙성의 발견뿐 아니라 원리를 응용하여 창

작자가 원하는 여러 가지 형태를 표현하고 만들기 위함이다. 역사적으

로는 많은 예술가들과 수학자, 그리고 일부 물리적 속성에 연구기반을 

둔 과학자 들에 의해 조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영국 태생의 조

각가인 헨리 무어(Henry Moore)62는 조형이념의 근거를 생명력, 인간애, 

그리고 자연성의 이미지로 보았고 조형활동을 재료 연구, 자연의 관찰, 

시각표현으로 해석하여 현대예술뿐만 아니라 20세기 초 산업디자인에

서 조형을 해석하고 구성하는 개념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스위스 태생

의 항공우주공학 교수인 프리츠 츠비키(Fritz Zwicky)63는 사물과 의미

라는 두 영역에 대한 비교 학을 통하여 형태와 구조의 특징을 취급하여 

새로운 형태학(Morphology)을 제안한 바 있기도 하다.64  

                                            
62 영국태생의 조각가, 헨리 무어의 조형 이념의 근원은 생명력, 인간애 그리고 자연성의 이미지라할

수 있다. 무어는 그의 작품과 일치를 이루고 있는 자연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무어는 현대 미

술이 소외되어 있었던 영국에서 엡스테인(1880)과 더불어 아방가르드 운동을 전개시켜 영국의 젊

은 조각가 들에게 새로운 예술 의식을 불러 일으켰다는 점에서, 브랑쿠시와 피카소에 필적할 만한 

조각가로 영국의 현대 예술운동의 주역으로 인정 받고 있다. 
63 스위스태생의 항공우주공학교수, 프리츠 즈위키(Fritz Zwicky) 그가 발전시킨 Morphology의 원래 

의미는 형태학으로 가능한 해결책을 형태적으로 파악시키려고 하는데서 그 명칭이 유래한다. 이 기

법에서는 어떤 물건의 요인(독립변수)을 파악하고 그 변수의 가능성을 정렬하여 형태적으로 배열하

여 가능한 조합을 모두 생각해 봄으로서 가능한한 해결책을 구하는 것이다. 
64 정성모, 휴대폰 디자인의 형태분석과 유형화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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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사고의 유형 

 

1. 외향적 사고와 내향적 사고 

 

조형창작은 창작자를 통한 물질적인 표현의 세계이므로 창작자의 

사고는 조형의 성격이나 속성을 나타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창작자들은 조형창작의 목적과 동기에 따라 사고의 성향을 

달리 하게 된다.  

 

사고의 성향과 관련해서 1921년 칼융(Carl Gustav Jung)은 외향적 

사고’와 ‘내향적 사고’로 두 가지 형태의 사고 유형을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하였다. ‘외향적 사고’는 객관적인 사실들이나 이성적인 

생각을 기반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조형 창작에 

있어서 이 같은 형태의 사고는 외부에 근원을 두어 하나의 현상을 이해 

하고자 하는 창작자들이 여기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다르게 

‘내향적 사고’는 내적인 정신세계를 통하여 사고하는 것으로 자신의 

생각과 주관적인 해석을 기반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사고는 자신의 내면에 향해 있으며, 자신의 주관적 

생각을 중심으로 현실을 이해하고자 하는 창작자들이 대표적인 전형 

이라고 할 수 있다.  

 

외향적 사고 내향적 사고

객관적 주관적 객관적 주관적

 
 

[그림4-2] 외향적 사고와 내향적 사고 

 

 

다시 말하면 객관적인 사고성향이 주관적인 사고성향보다 우위에 

있다면 이를 ‘외향적 사고’라 할 수 있으며, 이와 달리 주관적인 사고 

성향이 객관적인 사고성향 보다 우위에 있다면 이는 ‘내향적 사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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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외향적 사고 

 

 

객관적인 사실들이나 이성적인 생각을 기반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것 
 

 

 

 

내향적 사고 

 

 

자신의 생각과 주관적인 해석을 통해 사고하고 판단하는 것 
 

 

 

[표4-1] 칼융의 정의에 따른 사고의 유형적 분류 

 

20세기 중반 독일태생의 예술 및 영화이론가인 루돌프 아른하임

(Rudolf Arnheim)은 인간의 시각적 행위와 의식작용과의 관계가 그의 

주요 연구주제였다. 그의 이론은 형태심리학에 근간을 두고 있었는데 

인간이 사고하는 매개가 단지 ‘언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지각’이 있

다는 점을 증명하고자 했다. 이와 관련하여 1969년 ‘시각적 사고(Visual 

Thinking)’를 출간했고 이 책에서 ‘시각적 사고’을 통해서도 언어적 사

고 못지 않은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창작자의 사고

에 관한 이론적인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와 같이 ‘언어적 또는 논리적(logical) 사고’와 분리된 ‘시각적 사고’

가 존재한다는 이론적 기반 위에 1987년 하버드대학(Harvard Gradua 

te School of Design) 교수인 피터 로우(P.G.Rowe)는 창작자의 사고 방

식에 대해 연구를 심화시켰다. 로우는 조형창작을 위한 사고의 유형을 

3가지로 분류하였다.65 

 

첫 번째는 문제라는 직접적인 상황적 맥락(Context)에서 나온 ‘정보’를 

기반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창조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조건들을 처리

하기 위하여 얻어지는 정보들에 의존하는 사고이다.  

 

두 번째는 창작자의 심상에 떠오르는 특정 형태(Type)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창작자의 직관에 의존하는 사고라고 할 수 있다.  

 

                                            
65 P. G. Rowe, Design Thinking, MIT Press, 1991 



 

 66 

세 번째는 두 개의 개념이 상충되어 상호보완적으로 채택되는 방식으

로 분류 하였다.  

 

이와 같은 분류는 조형창작을 위한 해석의 두 가지 입장을 취하고 있

는데 하나는 사실주의적 해석의 입장과 다른 하나는 추론적 해석의 입

장이다. 사실주의적 해석의 입장은 조형을 창작할 때 외적인 영역과 관

련시켜서 해석하는 입장으로 외부 정보가 조형창작을 위한 사고의 중요

한 바탕이 된다. 이와는 다르게 추론적 해석은 조형창작을 창작자와 조

형을 이루는 요소들과의 관계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이와 같이 로우에 의해 분류된 사고방식은 칼융이 분류한 사고유형인 

‘외향적 사고’와 ‘내향적 사고’의 범위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즉, 정보의 

객관적 분석과 활용에 기초하는 사고유형은 ‘외향적 사고’에 해당하며 

창작자의 심상 속에 떠오르는 특정 형상에 중점을 둔 사고유형은 ‘내향

적 사고’에 해당한다. 

 

 

2. 외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과 내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 

 

2-1. 창작자의 사고유형 

 

조형창작은 ‘형을 만드는 행위’로 창작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독창 

적인 표현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형 창작은 회화나 

조각과 같이 순수조형을 다루는 예술분야와, 제품이나 건축과 같이 

실용조형을 다루는 디자인 분야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 66  이와 같이 

디자인과 예술은 창의적인 사고와 조형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창작자의 사고유형의 차이로 인하여 서로 다른 조형적 

특성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디자인 조형창작은 합리적인 형태창출을 통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이루어 진다. 즉, 많은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66 한석우, 입체조형, 미진사, 1991, P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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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으로 예술창작에 비하여 외향적 

사고가 요구된다. 이와 다르게 대다수의 예술창작은 개인이 사회를 

대하는 주관적인 의사 표명으로, 일반적으로 창조의 근원이 사적인 

데서 비롯된다. 이로 인하여 예술 조형창작은 자신의 정체성과 

진정성이 담긴 작품을 위한 조형창작 이 이루어지게 되며 창작자만이 

창조의 근원을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예술 창작은 

자신의 내면적인 가치를 추구하기 의하여 창작자의 주관적 사고에 큰 

비중을 두는 내향적 사고기반의 조형 창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디자인 조형창작이 창작자의 주관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술창작에 비하여 창작자의 주관성보다는 객관성이 요구된다는 것이고, 

예술 조형창작의 경우에는 디자인 조형창작에 비하여 객관성 보다는 

창작자의 주관성이 더 큰 비중을 가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정량적으로 수치화 할 수는 없겠지만, 디자인과 예술창작 각 분야별 

속성의 차이로 인하여 [그림4-3]과 같이 사고의 유형에 차이가 

발생한다.  

 
[그림4-3] 조형창작 분야에 따른 사고 유형의 차이 



 

 68 

2-2. 창작자의 관점 

 

조형창작에 있어서 창작자의 관점은 창작물의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창작자의 관점을 2장에서 살펴본 한국의 

디자인과 같이 조형창작을 경제적 가치향상을 위한 산업적인 역할로 

보는 공급자적 관점과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적 기능으로서 

자기 표현적 가치를 지향하는 작가적 관점으로 나누어 보았다. 

 

 조형창작에 있어서 창작자의 관점이 [그림4-4]의 상단의 그림과 같이 

지나치게 공급자적인 관점에만 편중되는 경우에는 산업적 특성이 강조

되어 시장에 존재하는 범주를 넘어서는 혁신적인 창조활동으로 이어지

기 어렵다. 또한 지나치게 작가적인 관점에만 편중되는 경우에도 보편

성이나 대중성과는 멀어지게 되어 사람들에게 수용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디자인은 단지 창작자 한 사람의 취향을 반영하는 것과는 다르게 

타인이라는 외부적 사용자를 배려하여 대중성이나 다양성에 대한 고려

가 전재되어야 한다. 따라서 진정 좋은 디자인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디자인의 기본 속성의 범주아래 공급자적 관점과 작가적 관점 중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기 보다는 적절한 관점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내향적 사고
(작가적 관점)

외향적 사고
(공급자적 관점)

외향적 사고
(공급자적 관점)

내향적 사고
(작가적 관점)

외향적 사고
(공급자적 관점)

내향적 사고
(작가적 관점)

공급자적관점 작가적관점>

공급자적관점 작가적관점<

공급자적관점 작가적관점=

 
 

[그림4-4] 균형적 사고관점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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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외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 디자인 

 

디자인 조형창작은 인간생활에 유용한 물건을 만드는 활동으로 삶 속

에서 인간이 느끼는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욕구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목

적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디자인 조형창작을 ‘목적물에 관한 이

미지를 실현하는 행위’67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디자인이 인간의 의식

적이고 계획적인 조형활동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디자인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창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합목적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목적은 실제적인 사용을 의미

하는데, 자동차는 빠른 이동을 위해, 휴대폰은 소통을 위하여 디자인이 

되는 것처럼 대상이 가진 목적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구현된다. 이와 같

이 디자인 조형창작은 아름다움만의 추구라기 보다는, 인간의 현실적이

고 실질적인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가치를 필요

로 한다. 

 

또한 디자인은 일상에서 사용되는 제품 등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다

수의 사람들에게 수용될 때 보다 큰 가치를 지니게 된다. 따라서 디자

인에서의 심미적인 판단은 독립적으로 존재하거나 판단되는 것이기 보

다는 사용자들로부터 인정되는 아름다움이어야 한다. 

 

 

 

                                            
67 임연웅, 현대디자인원론, 학문사, 1999, p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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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디자인(Design)의 정의 

 

디자인은 일반적으로 응용 미술, 엔지니어링, 건축과 여러 창조적인 

노력을 하는 분야에서의 맥락으로 쓰이는 새로운 물건(기계, 건축, 제품 

등)을 개발하고 독창적으로 만들어 내는 과정을 일컫는 말이다.  

 

디자인의 어원은 16세기 이탈리아의 미술 이론가인 란칠로티(F.Lanci 

lotti)가 자신의 저서인 회화개론(Trattato di pittura, 1509)에 명시되어 

있는 밑그림을 뜻하는 ‘디세뇨(disegno)’에서 유래되었다. 이는 회화에

서 이루어지는 스케치와 같은 드로잉을 의미한다. 또한 ‘지시하다’, ‘표

현하다’,’성취하다’, ‘의미하다’, ‘계획하다’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라

틴어의 데시그나레(designare)는 de와 signare가 합쳐진 어휘로 de는 분

리하다(separate)와 취하다(to take away)의 의미이고, Signare는 기호

(sign)와 상징(symbol)의 의미이다. 이는 ‘기존의 기호로부터 분리시켜 

새로운 기호를 지시하다(to make out)’라는 의미로, “경계선을 긋거나 

구획을 나누어 표시한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디자인은 표면에 나타나

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게 한다는 뜻으로서, 일반적으로 

의도(intention)나 설계(project)를 의미하는 개념이었다.68  

 

철학자 빌렘 플루서는 디자인의 어원에 대해 “그 단어는 기호(sign)를 

뜻하는 라틴어인 ‘시그늄(signum)’에서 유래했고, 시그늄과 기호는 

동일한 어원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어원적으로 볼 때 ‘디자인’은 

‘de-sign’을 의미한다.”69 라고 말하며 디자인을 기호나 상징의 개념에서 

파생된 것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모홀리 나기(Moholy Nagy)와 토머스 말도나도(Tomas Maldo 

nado)는 “디자인이란 물(物)의 표면적인 장식이 아니라 어느 하나의 목

적 아래 사회적, 인간적, 경제적, 기술적, 예술적, 심리적, 생리적 등 

여러 요소를 통합하여 공업생산의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제품을 설계

                                            
68 박연실, 현대디자인의 이해, 한국학술정보㈜, 2010, p22  
69 알렉스 콜스, 김상규 역, 디자인아트, 2006,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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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술”70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디자인이 과학, 인문, 예술, 경제와 

같은 다양한 분야들과 밀접한 관계성을 가지고 심미성, 실용성, 기능성, 

경제성 등의 가치들을 부여하는 통합적인 작업을 필요로 하는 디자인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디자인의 정의는 시대와 정의하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차

이가 존재하는데, 빅터 파파넥(Victor Papanek)과 존 헤스켓(John 

Heskett)은 인간의 특성과 관련하여 디자인을 설명하였다. 빅터 파파넥

은 디자인을 “모든 인간 활동의 기초”71 라고 말하며 디자인은 모든 인

간 활동에 개입하는 과정이며, 궁극적으로 인간의 환경과 도구를 변화

시키며 그를 통해서 인간을 변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는 것으로 보았다. 

이와 함께 존 헤스켓은 인간의 행위와 관련하여 디자인에 대해 설명하

였다. 그는 디자인을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환경을 변형시키고 창조하는 인간 고유의 능력”72이라고 정의하며 디자

인은 인간생활에 유용한 물건을 만드는 조형활동으로 사회 속에서 인간

이 원하는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욕구에 대해 이를 만족시키는 환경을 

만드는 과정으로 보았다. 이와 같이 인간의 행위적 관점에서 정의해보

면 디자인은 인간 생활의 목적에 따라 실용적이고 미적인 조형을 계획

하고 이를 표현하고 실현하는 것73이라고 이해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디자인의 정의는 초기에 ‘의도’나 ‘설계’를 의미하는 개념

에서 출발했지만, 산업과 사회, 인간과의 관계를 포함하면서 오늘날에 

이르러 점차적으로 개념이 확장되어 가고 있다.  

 

 

 

                                            
70 임연웅, op.cit., p15 
71 빅터파파넥, 현용순ㆍ조재경 역, 인간을 위한 디자인, 미진사, 2009, p27 
72 존 헤스켓, 김현희 역, 로고와 이쑤시개: 우리 삶을 엿보는 디자인 이야기, 세미콜론, 2005, p16 
73 임연웅, op.cit.,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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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디자인(Design)의 역사적 개념 고찰 

 

1. 초기모던디자인 (19세기 초반 ~ 19세기 중반) 

 

19세기 예술과 공예에서 분리되어 파생된 초기의 디자인은 오늘날의 

디자인 개념과는 차이가 있었다. 빅토리아 & 앨버트 뮤지엄(Victoria 

and Albert Museum)의 초대관장 헨리콜(Henry Cole)이 1849년에 ‘디

자인과 생산저널(Journal of Design and Manufactures)’을 발간하였는데, 

여기서 산업 디자인이라는 용어대신에 ‘미술생산(Art Manufacture) ’이

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었다.74 또한 그는 출간 목적을 ‘기능, 장식, 지

능을 조화롭게 연결하는 공업 생산 원칙을 확립하고 예술의 위대함과 

기계의 능숙한 솜씨를 결합’하는 것으로 이야기 한 것을 볼 때 19세기

에는 디자인을 ‘미술을 산업생산에 응용하는 것’으로 이해한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19세기 중반에 산업혁명의 부작용을 비판했던 윌리엄 모리스

(William Morris)는 가구와 실내장식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그는 자신

의 일을 디자인이라고 하지 않았고 ‘아르누보(Art Nouveau)’라고 지칭

할 정도로 예술적인 경향이 강하였다. 이로 인하여 그는 디자인을 ‘종

합예술’로 생각하며,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산업화로 인한 수준 낮은 

디자인과 품질을 비판하면서 수공업의 부활을 외쳤다. 그는 디자인을 

‘생활 속의 예술’로 생각하여 이를 통해 ‘생활의 양식’이 창출될 수 있

을 것으로 믿었다. 그의 생각은 ‘모리스 상회(Morris & Co)’나 ‘미술공

예운동(Art & Craft Movement)’을 통해 실천하였다. 그가 수공업을 주

장하였으나 근대 디자인의 선구자로 평가 받는 것은 그가 일찍이 디자

인이 우리들의 일상생활 세계의 감성이나 사고와 관련되어 있음을 간파

하고 디자인을 통해 생활세계의 변혁을 이루고자 했기 때문인 것이다.75 

 

이와 같이 초기의 디자인은 아직 하나의 생활예술이나 응용예술로 여

겨졌으며, 예술과의 완벽히 분리된 개념이기 보다는 그것의 부차적인 

                                            
74 김명환, 아트&디자인, 디자인로커스, 2005, p81 
75 카시와기 히로시, 강현주,최선녀 역, 20세기의 디자인, 조형교육, 1999,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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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디자인 고유의 개념을 

정립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2. 모던디자인 (19세기 후반 ~ 20세기 초반) 

 

19세기 중반에 들어 점차 본격화된 산업화로 인하여 대량생산과 대

중시장이 형성되면서 경제, 사회 문화적인 면에서 과거 유럽사회가 지

녀온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삶의 양식이 출현하였다. 당시 유럽 내에서 

진보적인 아방가르드 미술가나 디자이너들은 사회 변화를 부흥하면서 

새로운 사회에 적합한 예술형식을 탐색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세기말

에 산업디자인에 필요한 요소들이 등장하면서 산업디자인의 개념으로서 

디자인이 정립되어 갔다.   

 

당시의 디자인은 예술적이기 보다 과학적인 방법을 통하여 실천되어

야 한다는 인식을 토대로 독자적인 성격을 구축해 나갔다. 1907년 미술

가와 제조업자들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결성된 ‘독일공작연맹

(Deutscher Werkbund)’의 헤르만 무테지우스(Hermann Muthesius)와 

앙리 반 데 벨데(Henry van de Velde)는 새로운 미학으로서 디자인이 

가져야 할 성격 면에서 극명하게 대립하였다. 무테지우스는 현대에 생

산된 제품들의 주된 미적 결정요인을 ‘표준화’라고 생각했다. 이와는 대

조적으로 반 데 벨데는 대중에 맞선 개인을 강력하게 옹호했다. 반 데 

벨데가 비록 현대의 필요조건들을 고려해 넣을지라도 미술가는 직감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형태를 창조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계속 주장한 

반면, 무테지우스는 기계화된 대량생산의 법칙이 제품의 외관과 문화적, 

상징적 기능을 모두 결정한다는 이론에 충실 했던 것이다.76 이와 함께  

‘ 독일공작연맹(Deutscher Werbund) ’  회원이었던 건축가 피터 베렌스

(Peter Behrens)는 당시 영국 전자제품회사 AEG의 아트디렉터로 채용

되면서 본격적으로 산업적 대량생산과 예술적 가치의 결합이 일어나게 

된다.  

 

                                            
76 페니 스파크, 최범역, 20세기 디자인과 문화, 2003, p81  



 

 74 

이후 1919년 바우하우스가 설립되면서 산업과 연관된 분야로 발전된 

디자인 개념이 전문분야로 구축되는데 이론적인 토대가 마련되었다. 당

시 바우하우스에서 가르치던 디자인 교육의 목표는 예술적 접근과 신기

술의 탐구를 통해 지적, 실용적, 상업적, 심미적인 요소를 고루 갖춘 작

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었다.77 

 

하지만 당시 디자인의 개념은 산업 생산품 만이 관련 사항으로 취급

되었으며, 이른바 미와 유용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업이나 산업에서의 

계획이나 설계로만 여겨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모던디자인은 

산업, 과학, 기술의 도움으로 새로운 형식의 디자인에 도달하기 위한 세

계관을 정립하게 된다. 미스 반데로에(Mies van der rohe)는 ‘적을수록 

많다(Less is more)’라고 말하며 기계미학을 정립해 갔으며, 루이스 설리

반(Louis H, Sullivan)은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Form follows function)’

라고 말하며 모던 디자인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기능주의’를 내세웠

다. 이와 같이 당시의 기능이나 기계미학 등과 같은 특성들은 예술과 

구별되는 디자인의 가치를 구분 짓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1970년대 말에 이르면서 기능주의 모던 디자인의 원리는 단

지 생산 제조업자의 경제성의 논리에 부합될 뿐이었으며, 인간들의 다

양한 삶의 의미를 반영할 수는 없었다. 이로 인하여 인간의 일상 삶의 

전체 영역을 간과하고 산업 생산적인 측면에서 사물의 기능적 효용성만

을 지나치게 강조했다는 회의론이 제기되었다.  

 

 

3. 포스트모던 디자인 (20세기 중반 ~ 현재) 

 

20세기 중반 이후 산업사회의 발전으로 사람들의 소비수준이 크게 

증가하고 소비시장이 다양화 됨에 따라 디자인에서도 다양화의 필요성

이 제기되었다. 1970년대 미국의 건축가인 로버트 벤투리(Robert 

Venturi)는 ‘적을수록 따분하다(Less is a bore)’라고 말하며 당시 근대 

건축과 디자인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일어난 포스트모던

                                            
77 샬로트J, 박혜수 역, 피터 M, 20세기 디자인, 아트앤북스, 2003,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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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Modern) 운동은 건축, 가구, 소비재 전반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새롭게 대두된 감성의 자유로운 표현, 놀이의 요소를 도입한 사고방식

이나 표현 수법으로 다양화된 포스트모던 디자인 스타일은 많은 고객들

을 만족시켰다.  

 

포스트모던 디자인은 매스미디어나 대중문화를 가리키던 말로 상업적

인 테크닉과 다양한 색채를 사용했던 팝아트(Pop Art)에서 시작되었다. 

여기에는 마릴린 먼로, 재클린, 캠벨수프, 코카콜라 등 일상적이고 대중

적인 표현과 반복적인 형태를 작품의 주제로 등장시켰다. 그러한 영향

으로 인해 예술과 일상성의 구별이 와해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이후 오늘날의 디자인의 개념은 점점 확장되면서 모던과 

포스트모던의 이분법적인 구도를 넘어서는 다원주의적 경향의 디자인이 

출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디자인이 실용적인 가치를 넘어 상징적이고 

심리적인 기능도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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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디자인 조형창작의 사고과정 

 

디자인이란 ‘목적물에 관한 이미지를 실현하는 행위’, 즉 ‘이미지의 

실체화’라고 할 수 있다. 78  이로 인해 디자인은 많은 종류의 정보를 

조작하고 그들을 모두 종합해서 하나의 일관된 생각들로 만들어 

종국에는 그런 생각들을 실체화하는 고도로 조직화된 정신적 과정을 

내포하고 있다. 79  따라서 디자인 조형창작은 구체적이고 뚜렷한 목표 

아래 체계적인 과정에 따라 진행이 된다. 

 

돈코베르그와 짐배그널(DonKoberg & Jim Bagnal)은 디자인을 ‘꿈을 

실현시키는 과정’, ‘창조적 문제해결의 과정’, 즉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행위의 과정'으로 정의한 것을 볼 때 디자인 조형창작은 문제해결을 

위한 창조적인 조형창작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디자인 조형창작은 

디자인 전 과정에 걸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조형 창작을 통하여 해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하지만 

디자인은 문제의 따라 해결방법이 다양하여 이를 위한 진행 과정은 

문제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복잡하고 

다양화된 환경 에서는 디자인 문제가 복합적인 경향을 띠고 있어, 이를 

포괄하는 총체적인 사고과정이 요구된다.  

 

 

1. 사고과정의 이론적 연구  

 

일반적으로 디자인은 조형창작을 통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창조적인 과정으로, 문제해결적인 성격을 가진다. 또한 창조적 

사고과정을 어떻게 분석하고 정리하느냐에 다라 다양한 모델로 전개 될 

수 있으며, 많은 연구자들이 이에 관해 연구하여 디자인 조형창작에 

적용 가능한 다수의 이론적 모델이 개발 되었다.  

 

                                            
78 임연웅, 디자인 총론, 형설출판사, 2001 
79 민경우, 디자인의 이해, 미진사, 1997,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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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포드(Guilford, 1967)는 문제해결과 창조적 사고과정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았다. 특히 확산적인 사고와 수렴적인 사고를 

구분하여 제시하면서 창의적 잠재력을 확산적 생산능력과 연관이 

있다고 보았다. 80  마에스키(Mayesky) 역시 무언가를 창조하는 과정 

에서는 독창적으로 아이디어, 계획, 답안 등을 찾아가는 과정과 가능한 

생각 또는 답변을 도출하고 평가하여 적용하는 사고의 과정이 있다고 

보았는데 이 두 가지 모두 문제해결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창의적 사고의 과정에는 두 가지 유형의 사고가 존재한다고 설명하며 

길포드의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를 지지하였다. 이는 문제의 

해결과정에서 사고의 작용을 전제한 것이며, 보다 창의적이고 다양한 

해결책을 제안 하는데 있어서 확산적 사고를 포함하는 창의적 사고가 

중요함을 시사 한다.81 

 

문제해결을 위한 창조적 사고과정의 이론들은 1910 년 듀이(Dewey) 

가 제시한 창의적 문제해결 5 단계론을 꼽을 수 있다.82 그 후 월러스 

(Wallas, 1926)와 오스본과 판즈(Osborn & Parnes, 1963)의 CPS 와 

같은 창조적 사고과정에 대한 연구들은 듀이의 모형을 바탕으로 발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무엇보다도 문제를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을 중심으로 창조적 사고과정을 모형화한 점이 

특징이다. 

 

 

1-1. 월러스(Wallas, 1926) 

 

월러스의 사고모형은 과학적인 추론 중심의 문제해결을 위한 사고 

과정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헬름훌츠 (Helmholtz, 1821~ 

1894)의 아이디어 발전과정에 관한 이론을 바탕으로 창조적 사고 

                                            
80 Guilford, J. P, The Nature of human intelligence, New York: McGraw-Hill, 1967 
81 Mayesky, M, Creative activities for young children, New York: Delmar Publishers, 2002, p4 
82 Friedel, C. R & Hatala, J. P, Incorporating Problem Solving Theory and Social Capital Theory

 to Improve Entrepreneurial Goal Attainment, Journal of International Agricultural and Extension 

Education,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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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준비(Preparation), 부화(Incubation), 조명(Illumination), 확증 

(Verification)의 4 단계로 설명 하였다.83  

 

 
[그림4-5] 월러스(Wallas, 1926)가 제시한 사고모형 

 

먼저 준비(Preparation)단계에서는 창조를 위한 기반 정보를 수집 

하고, 문제에 대해 사유하며, 가능한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산출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을 쌓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등의 활동이 이루어 진다.  

 

이후 부화(Incubation)단계에서는 문제를 의식적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다른 활동을 하더라도 무의식적인 정신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생각한다. 이와 같이 문제에 대한 무의식적인 작용이 작동하는 

과정을 통하여 창조적인 결과물을 구상(gestation)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아이디어가 정교해지고 구체적으로 되면서 생각이 숙성되어 

간다.  

 

다음 조명(Illumination)단계에서는 마치 빛이 문제에 비춰진다는 

의미로 생각들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해결방안이 떠오르는 단계이다. 

이는 무의식 단계의 해결책이 의식단계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나, 

어떤 과정을 통하여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떠오르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창조적 사고에 있어서 신비한 측면이다.  

                                            
83 Piirto, J. E, & Link, J. A, Understanding Creativity, Arizona: Great Potential Press, 2004, pp 

41~42 



 

 79 

 

마지막 확증(Verification)단계에서는 해결방안에 대한 논리적인 

검증을 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해결책의 실제성, 효과성, 적절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면서 해결책이 상세화, 세밀화되므로 이 과정 

에서는 증명과 객관화의 맥락이 중요하며 이 같은 과정을 통하여 

문제해결에 이르게 된다.   

 

 

1-2. 돈코베르그와 짐배그널(Don Koberg & Jim Bagnall, 1991) 

 

돈코베르그와 짐배그널은 디자인을 ‘꿈을 실현시키는 과정’, ‘창조적 

문제해결의 과정’, 즉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행위의 과정'으로 정의 

하였다. 즉, 디자인을 창조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의도적 이고 목적이 

있는 과정으로 설명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창조적 사고과정을 7 단계로 

분류 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4-6] 돈코베르그와 짐배그널(Don Koberg & Jim Bagnall, 1991)의 문제 해결적 사고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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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문제가 있는 상황을 인지하는(accept Situation) 과정으로 

문제가 존재하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는 문제점을 분석(analysis)하고 연구(research)하는 과정으로 

문제점의 내면과 외면을 이해하여 문제점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발견해내는 단계이다. 상황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구체적이고 

보편적인 정보들을 수집하고, 완벽하고 세밀한 관점을 형성하기 위한 

사실들과 느낌들을 조직화 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과정은 문제점을 정의(define)하는 과정으로 문제점에 대하여 

주요 논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결정하고,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방향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즉, 핵심적인 문제나 이슈 등을 확인하고 

문제 상황의 주된 원인이나 본질을 결정하여 문제 있는 환경을 자신의 

관점이나 목표로 전환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네 번째 과정은 아이디어 산출(ideate) 과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조사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을 찾아가는 

단계이다. 따라서 여러 가지 해결 가능한 대안이나 방법을 찾아보며 

목적이나 의도를 실현하려는 활동이 이루어진다.  

 

다섯 번째는 해결안을 선택하는(select) 과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논리적이고 가능한 해결방법을 선택을 해야 한다. 선택 가능한 

아이디어들 중 적합한 방안을 찾아내기 위하여 목표와 대안을 비교하여 

결정을 하게 된다.  

 

여섯 번째는 실현하는(implement)과정으로 선택한 최선의 해결책을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이다. 즉, 계획이나 의도를 실행하거나 형태로 

전환함으로 기대한 바를 실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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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일곱 번째는 평가(evaluate)단계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산출 물을 비교하거나 과정을 재 검토 하면서 해결책의 효과나 효율성 

등을 판단하는 단계이다.84 

 

 

1-3. 트레핑거와 아이작센, 도어발의 CPS(Creative Problem Solution, 

2011) 

 

CPS 모형은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체계적인 사고과정(thinking process)을 개념화한 모델로, 오스본 

(Osborn, 1953)에 의하여 제안되어 다양한 문제해결의 모태가 되었다. 

이후 오스본과 판즈 (Osborn & Parnes, 1963)에 의해 수정, 보완되고, 

트레핑거와 아이작센, 도어발 (Treffinger, Isakson, & Dorval, 2011)에 

의해 발전시켰다. 이처럼 자신들이 제안한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정하는 

과정을 거치며 새로운 버전을 제시하고 있는데, CPS 모형은 창조적 

사고과정을 3 개의 과정과 6 개의 세부적인 단계를 통해 제시 하고 

있으며, 각 단계에는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가 조화롭게 사용되도록 

하였다.  
 

 
[그림4-7] 트레핑거와 아이작센, 도어발의 CPS(Creative Problem Solution, 2011) 모형 

                                            
84 Don Koberg & Jim Bagnall, The Universal Traveler, Crisp Publications. Inc, 1991,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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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과정인 도전을 위한 이해(understanding the challenge)는 

문제해결을 위한 방향을 정하기 위하여 자신의 사고를 명확히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목표와 기회를 확인하고 선택하는 기회의 

구성(constructing opportunities)단계와, 문제의 본질에 도달하기 

위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많은 자료를 탐색 하는 과정인 자료탐색 

(exploring data), 다양한 문제들 가운데 구체적인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문제의 구성 단계(framing problems)로 진행이 된다. 

 

두 번째 과정은 아이디어를 창출(generating ideas)과정으로 별도의 

과정 구분 없이 한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전 단계에서 좁혀진 

문제에 대하여 다양하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가능성을 

확인해본다. 이 단계는 열린 탐색 과정과 유연한 사고를 통하여 잠재력 

있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 과정은 실행을 위한 준비(preparing for action)로 유망한 

아이디어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해 

봄으로서 성공적인 해결을 위한 실행방안이 계획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가능성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하여 효과적인 해결방안으로 

전환하는 해결책 개발(developing solution)단계와 제안된 해결방안에 

대하여 지지를 얻고 반대하거나 거부하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이를 실행하는 수용을 위한 기반 형성(building acceptan 

ce)의 단계가 진행된다.85      

 

 

 

 

 

 

 

                                            
85 Dorval, K. B, Isaksen, S. G, & Treffinger, D. J, Creative Approaches to Problem Solving, 3rd 

Edition, SAGE Publication. Inc,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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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내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 예술 

 

예술은 시대나 문화에 따라 다양한 논의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는 

도덕이나 과학에서의 논제와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 다시 말하면 과학

의 명제가 ‘참’과 ‘거짓’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고, 도덕은 ‘선’과 ‘악’

으로 대상을 규명하려 한다면 예술은 이와 같은 잣대로 분류하거나 평

가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논의는 철학자, 미학자,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제도’나 ‘상징적인 표현’으로서의 관점이나, 더 나아가 ‘열린 개

념’으로서 예술을 규명하려는 시도들이 있어왔다. 하지만 예술과 예술

작품에 대한 보편적인 분류기준을 살펴보면 첫째, 인간의 적극적 행위

의 결과에 의한 ‘인공성(人工性)’이 자연과 대조되어 대표적인 예술작품

의 분류 기준이 되고 있다. 둘째, 어떠한 대상에 대한 적극적인 ‘의미부

여’가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한다. 셋째, 예술가의 ‘독창적 예술세계’를 

엿볼 수 있는 것을 예술작품으로 분류하고 있다.86  

 

이와 같이 예술은 창작자의 내적인 욕구에서 비롯되어 자기를 표현하

는 창작활동으로 인간의 가치표현으로 부단히 발전하면서 다양한 창조

적인 조형세계를 구축하여 왔다. 또한 예술은 시대와 역사, 사회 속에서 

이데올로기적, 사회적, 인식적, 장식적인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

였다. 이와 같은 다양한 역할 중에서 예술의 본질적인 기능은 “인간의 

노동에 의해 이미 인간화된 현실을 작품 창조로 확대시키고 풍요롭게 

하는 일87”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예술창작은 인류의 역사와 함

께 다양한 형태와 의미를 가지고 존재하여 왔다. 예컨대 과거 원시시대

에는 주술적(呪術的)이고 기원적(祈願的)인 목적이 있었다면, 근대 이래

의 예술창작은 인간의 위대한 창조적인 예술행위로 간주하는 경향이 지

배적이다. 즉, 오늘날의 예술은 미적 작품을 형성하는 인간의 창작활동

으로 창작자가 직관한 미적인 이념을 하나의 물적 매체 위에 형상화하

여 작품화 하는 것을 가리킨다.    

 

 

                                            
86 윤민희, 새로운 조형예술의 이해, 예경, 2008, pp12~14 참조 
87 박휘락, 미술감상과 미술 비평교육, 시공사, 2003,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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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예술(Art)의 정의 

 

‘예술(Art)’은 라틴어 ‘아르스(ars)’에서 유래하였는데, 이 아르스는 그

리스어 ‘ 테크네(techne) ’를 직역한 것이다. 하지만 테크네와 아르스가 

오늘날의 예술이 의미하는 것과 동일한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88 테크네

는 여러 번역문에서 공예(craft), 솜씨(skill), 예술(art) 등으로도 옮겨지

고 있는데, 한 가지의 영역으로 압축되기보다는 광범위한 영역을 아우

르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은 숙련된 모든 제작, 즉 정해진 

법칙과 원리들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제작에 적용되는 용어였다.89 현

대어의 ‘기술’에도 가까운 이 단어는 현대를 사는 우리가 예술로서 분

류하는 것과는 다른 시, 문법, 수사학과 같은 학예(arsliberalis)나 구두 

만들기와 의술, 그리고 조각과 말 조련술과 같은 수공업적 기술 등 다

양한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듯 그것은 어떤 대상의 한 부류를 

지칭한다기 보다 ‘무언가를 만들고 행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일컫

는 말이었다. 90 즉, 미적 표현으로서의 예술이란 뜻과 함께 수공예적인 

능력 이나 효용 가능한 기술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예

술의 개념은 18세기 말에 이르러서야 ‘순수예술’과 ‘기계적인 예술’로 

분리되었고, 여기에서 말하는 순수예술(Fine Art)이 오늘날에 일반적으

로 통용되는 예술의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18세기 이후 ‘예술의 근대 체계’가 성립되면서 예술을 ‘미의 

보조물’로 여기고 그에 입각해 내린 정의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릴랑드 

철학사전에는 예술이 ‘지각 있는 존재자가 작품을 통해 만든 모든 미의 

제조품’으로 서술되어 있고, 룬즈(D. Runes)는 예술을 ‘그 원리를 미에 

토대를 준 제조품’91으로 지칭하였다.  

   

또한 19세기 낭만주의에 입각한 톨스토이의 정의도 많이 통용되고 

있다. 톨스토이는 그의 저서 ‘예술이란 무엇인가’에서 “예술은 한 사람

이 어떤 외적인 기호를 수단으로 자기가 살면서 겪은 감정을 의식적으

                                            
88 W. 타타르키비츠, 김채현 역, 예술 개념의 역사, 열화당, 1986, p25 
89 김요한, 예술의 정의, 서광사, 2007, p27 
90 래리 쉬너, 김정란 역, 예술의 탄생, 들녘, 2007, p30 
91 W. 타타르키비츠, 김채현 역, op.cit.,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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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감정에 

감염되어 그것을 똑같이 경험하는 것 속에서 성립되는 인간의 활동이

다”라고 했다. 이러한 정의는 예술에서의 아름다움에 대한 관념들에 대

해 합리적인 능력보다는 감정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되면서 나타난 것으

로 볼 수 있다. 

 

20세기 들어서 타타르키비츠(W. Tatarkiewicz)는 예술의 특징들을 분

석하여 “예술은 사물을 재생하거나 형식을 조성하며 경험을 표현하는 

의도적인 인간 활동으로서, 이러한 재생, 조성, 표현의 산물은 환희나 

정서 혹은 충격을 유발할 수 있어야 한다”92 라고 여러 특징들을 아우

를 수 있는 정의를 내렸다. 이것은 예술의 의도, 효과, 관계, 가치 등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형식과 감성과 미적 측면까지 다 어우르는 포괄적

인 개념의 정의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예술의 개념은 하나의 ‘제작적 지식’으로 출발하여 모방, 

미적 경험, 정서적 표현 등과 결부된 부분적인 정의들을 거쳐 오늘날에

는 행위와 정서, 미적 측면 등 여러 특징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

되어가고 있다. 

 

 

 

                                            
92 Ibid.,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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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예술(Art)의 역사적 개념 고찰 

 

1. 초기의 예술 (18세기 이전) 

 

고대의 테크네 개념의 범주는 현재의 예술, 공예, 과학과 같은 것들을 

포함해 광범위한 영역을 아우르고 있던 것이었다. 그것은 무언가를 행

할 때의 일종의 전문가적 기술, 즉 질서 잡힌 제작의 능력 혹은 방법이

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예술가들은 보편적 법칙을 내재한 하나의 

‘제작을 위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했던 것이다. 이렇듯 고대의 예술

은 다방면에 적용되는 하나의 ‘지식’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

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고대의 예술 개념에는 근대적 개념에서 강조

하는 상상력과 독창성, 그리고 자율성이 확연히 결여되어 있었다. 

 

중세 예술은 고대의 예술개념을 이어 받아 그것을 이론적, 실천적으

로 사용했다. 아퀴나스(Thomas Aquinas)가 예술을 ‘이성의 올바른 배

열’로 정의한 바와 같이 예술은 ‘실천적 이성의 한 상태’로 간주되었

다.93 이와 같은 중세의 예술 개념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순

수예술뿐 아니라 기능이나 학문 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었다. 

 

하지만 중세 역시 오늘날 ‘예술’로 통용되는 것들과 같은 개념으로 

여겨지진 못했으며 중세의 예술 개념이 가지는 넓은 범위 안에서 일부 

작은 한 부분만이 예술, 즉 순수예술이라 부르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었

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개념적 범주와는 다르게 중세 예술은 기독교 사

상에 따라 발생한 종교예술 이었기 때문에, 실제 예술 자체는 고대 그

리스 예술과 양식적으로나 사회적인 기능면에서 큰 차이를 지녔다. 이

로 인하여 중세 예술은 어떤 자연적인 대상을 모방하기 보다는 초자연

적인 신적인 존재를 상징하는 추상적이고 상징주의적인 양식으로 발전

되어 나갔다. 

 

르네상스 시기에 들어 예술의 개념이 일부 변화를 보이긴 했지만 여

전히 고대에 성립된 예술의 큰 개념이 지속되었다. 예술의 범위에서 공

                                            
93 W. 타타르키비츠, 손효주 역, 미학의 기본 개념사, 미진사, 1990, p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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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와 과학이 분리되었고, 예술로 남게 된 것들은 긴밀한 단일체를 이룩

함과 동시에 솜씨, 기능, 인간적 산물로 이루어진 별도의 부류를 형성하

게 된 것이었다. 이 시기에 예술의 개념에서 공예가 분리된 것은 자신

들의 지위를 높이려는 미술가들의 경향과 더불어 ‘미’라는 개념이 더욱 

높게 가치가 매겨지기 시작한 한편 생활 내에서 고대에는 맡지도 못하

였던 역할을 행사하기 시작하면서, 화가, 조각가, 건축가라는 미술제작

자들의 작업이 한층 높은 가치를 부여 받게 되었기 때문이었다.94  

 

 

2. 근대 예술 (18세기 초반 ~ 19세기 초반) 

 

18세기 들어서서 예술은 ‘순수예술(Fine Art)’이라는 칭호로 구분되면

서 수세기 동안 예술이라는 명칭을 함께 공유했던 공예와 과학과는 별

도로 하나의 개념으로 형성 되었다. 이와 같은 순수예술의 등장은 수많

은 논의 속에서 형성되었으며 이로 인해 예술의 개념이나 기반 자체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대체되었다.  

 

이와 같이 새롭게 형성된 순수예술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고대의 

예술에서 결여되어 있던 창작자의 자율성, 창조성, 상상력, 미적 의미 

등이 예술에서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대두된 것이었다는 점이다. 이 시

기의 ‘미(美)’는 이전과는 달리 질서나 균형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독특

한 하나의 성질로 간주되었고, 합리적인 사고나 능력보다는 창작자의 

감정이 예술에서의 핵심적인 역할로 두드러지게 되었다. 

 

또한 순수예술은 고매한 진실을 드러내거나 영혼을 치유하는 초월적 

개념으로 영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전까지 사심 없는 명

상은 주로 신에게만 적용되던 개념이었으나, 대다수의 교양 있는 엘리

트에게는 순수예술이 그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었다.95  

 

이렇게 정립된 순수예술은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순수예술’ 이외에 

                                            
94 W. 타타르키비츠, 김채현 역, op.cit., p31 
95 래리 쉬너, 김정란 역, op.cit.,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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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예술은 없는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순수예술’을 

‘예술’로 지칭하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예술을 대표하는 독자적인 개념

으로 여겨졌다. 이로 인하여 예술의 범주는 과거에 비하여 축소되면서

‘미의 산물’만을 뜻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근대의 예술의 개념과 범주는 ‘순수예술’의 성격이 구축되

어감에 따라 점차적으로 순수예술만이 예술이라고 인정되면서 하나의 

독자적인 영역으로 성립 되었다.  

 

 

3. 모던 예술 (19세기 중반 ~ 20세기 초반) 

 

19세기 말 예술가들은 자신들의 작품의 진정하고 궁극적인 목적지가 

박물관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96  이 시기에 형성된 ‘유미주의 97 ’에 

바탕을 둔 ‘예술을 위한 예술’적 경향이 심화 된다. 이러한 예술지상주

의로 인해 예술의 가장 큰 목적은 예술 자체 및 아름다움(美)에 있으며, 

도덕적, 사회적 또는 그 밖의 모든 효용성으로부터 배타적인 성격을 띠

게 되었다. 작품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박물관이 되면서 ‘ 예술을 위한 

예술’적 경향이 심화되었으며 예술에서 순수성과 합리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성격들을 바탕으로 야수주의, 표현주의, 입체주의, 미래주의, 추

상미술 등의 여러 사조들이 등장하면서 체계 안에서 많은 변화를 보였

다. 

 

하지만 이와 같은 ‘예술을 위한 예술’에 대하여 예술에 대한 위기의

식을 자각하며 비판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기존의 순수예술에 대해 적

대적이거나 매우 비판적이었던 다다, 초현실주의 같은 아방가르드 예술

운동으로 촉발되었으며,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이 주장한 ‘ 전통의 파기, 

그리고 새로운 예술의 추구’는 인간의 지각 행위를 반영한 예술 형식에

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한 것이었다.98 그들은 예술 자체가 예술의 

                                            
96 Ibid., p274 
97 19세기 말에 형성된 ‘유미주의(唯美主義, aestheticism)’는 넓은 의미에서 미적향수(享受)및 미적

 형성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인생관ㆍ가치관을 가리키는  예술지상주의의 한지류이다. 
98 오은경, 뉴 미디어 시대의 예술,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8,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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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되는 제도권에 안주한 예술에 대해 저항 했으며, 예술과 인간의 

일상을 결합 시키려는 시도를 하였다.  

 

특히 20세기 초 뒤샹의 레디메이드(readymade) 작품인 ‘샘’이 등장하

면서 이와 같은 현상은 더욱 과열됐다. ‘샘’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

는 일상용품중 하나인 소변기를 그대로 전시하여 기존의 미학적 기준을 

적용하는데 불가능하게 하였으며, 기존의 예술사적인 개념에 근거해서

는 어떠한 미적 가치도 발견할 수 없게 하였다. 이와 같은 특징으로 레

디메이드 작품은 이제까지의 예술적 전통과 결별을 주장할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이때에 이르러서 절대적인 미학적 기준이 사라졌다고 선언

할 수 있게 되었다.99 또한 이러한 것이 예술로 받아들여지면서 일상적

인 사물을 이용하는 것도 예술에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형식으로 

인정 받게 되었다. 

 

 

4. 포스트모던 예술 (20세기 중반 ~ 현재)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대량생산에서 대량소비 체제로 이어진 사회

구조의 변화와 함께 세계의 중심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와 함께 1950년대 중반 유럽의 예술가들이 대다수 미국

으로 이주하면서 뉴욕은 예술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로 인하여 미국의 

예술가들은 국제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으로 1960년대 팝

아트 작가인 앤디 워홀(Andy Warhol)을 꼽을 수 있다. 워홀은 작품에 

실크스크린 기법을 이용해 ‘이미지의 반복 및 복제’라는 특징을 살려 

자신의 스타일을 구축했다. 워홀의 작품들은 일반화된 대량생산 체제를 

예술 작품의 생산 방식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사회적 현실의 적극적

인 반영이었으며, 단순한 복제가 아닌 이미지의 변형과 변이를 통해 서

로 다른 이미지를 무제한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새로운 현실 조건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예술 형식이 예술로 

인정되면서 예술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이 확장되기 시작했다. 

 

                                            
99 Ibid.,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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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대중들과 소통하기 시작한 예술은 점차 ‘예술을 위한 예

술’로부터 점점 더 ‘삶과 같은 예술(Life-like Arts)’로 향해 갔다.100 예

술은 문화, 기대, 일상적인 삶을 적극 반영하면서 그 의미가 확대되어 

갔다. 이러한 확산으로 인해 예술 안에서는 작품전시를 위한 갤러리와 

같은 물리적 공간의 중요성보다도 다양한 ‘개념적 소통’이 훨씬 더 중

요해지기 시작했다. 즉 예술이 작품의 ‘물성(物性)’으로부터 ‘관객과 소

통될 개념’으로 향해 감을 의미101하면서 작품 자체가 가지는 가치보다

는 그것이 어떻게 사람들과 교감하는지가 중요해진 것이다. 

 

더욱이 21세기에 들어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예술의 창작 수단

이 무한히 확장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예술은 그 동안 별개의 영역

에 속해 있던 서로 다른 매체들을 다중매체로 통합함으로써 단순히 미

디어의 결합뿐만 아니라 ‘화학적 융합’까지 가능하게 되었다.102 

 

이로 인하여 오늘날의 예술은 점점 더 새로운 형태의 예술을 선보이

며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다. 예술은 과거에 정의

되었던 단순히 독립적인 매체의 속성에 근거한 것으로만 정의하기 어려

우며, 장르의 혼합이나 장르 파괴, 그리고 장르 넘나들기 또는 장르 간 

경계의 해체는 오늘날 거의 모든 예술의 일반적인 특성103이라 할 수 있

다. 

 

 

 

                                            
100 김민수, 김민수의 문화디자인, 다우, 2002, p158 
101 Ibid., p159 
102 Ibid., p160 
103 김광명, 인간의 삶과 예술, 학연문화사, 2010,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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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예술 조형창작의 사고과정 

 

예술조형창작은 미적인 작품을 형성하는 활동으로서 작가의 미적인 

이념을 물적인 매체 위에 가장 잘 어울리게 형상화 하여 작품화 하는 

창조활동이라 할 수 있다. 

 

신경 미학자인 라마찬드란과 허스타인(Ramachandran & Hirstein, 19 

99)은 신경생리학적 관점에서 예술 창작은 감정적 반응을 일으키는 

능력이 중요하며, 예술작품을 만들거나 감상하는 것은 이와 같은 

감정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104 또한 1.000 명의 창조적 

인 사람들을 연구한 루드비히(Ludwig, 1998)는 창의성을 탐구 범주의 

창의성과 예술범주의 창의성으로 구분 하였는데, 예술적 창의성은 

탐구적 창의성과는 달리 주관적이고 정서적이며 비 구조화된 부 정확성, 

비 형식적인 특징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예술은 객관적인 

이성을 바탕으로 하는 과학이나 기술에서의 가시적인 외적 결과물과는 

차이가 있다. 예술은 외적인 수단들이나 결과들이 아니라 내적 변화들 

에 관련되어 의미를 가진다.105 

 

레더와 동료연구자들은 신경 생리학적인 맥락에서 예술 창작에서의 

미학적인 판단은 인지적인 판단뿐 아니라 정서적 반응이 동시에 

작용하는 것으로 신경 생리학적으로도 독특한 과정이라고 모형을 통해 

설명하였다.  

 

그림[4-8]의 모형은 예술창작의 전 과정에서 지속적인 정서적 평가 

(continuous affective evaluation)가 이루어 지며, 미학적인 경험은 

예술창작을 진행하는 전 과정에서 정서적 증강(upgrading affective 

stage)을 수반 하는 인지적인 과정(cognitive process)이며, 인지와 

정서의 상호작용을 통한 예술적인 정신 작용임을 보여준다.   

 

                                            
104 Ramachandran, V. S, & Hirstein, W, The science of art: Art and the brain, Journal of Cons

ciousness Studies, 1999 
105 멈포드 루이스, 김문환 역, 예술과 기술, 민음사, 1999,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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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8] A model of aesthetic experience, Leder, Belke, Oebest, & Augustin106 

 

이와 같이 예술창작에서 이루어지는 창조적인 사고과정의 특수성에 

대해 랭거는 구두를 제작하는 일과 작가가 그림을 그리는 것을 

비교하며 설명하였다. 구두를 제작하는 것(Langer, 1957)은 가죽조각을 

엮어 이어 만드는 것에 비하여 화판 위에 그려진 작가의 그림은 단순히 

화판과 물감의 조합이 아니라 그리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공간적인 

구성물이자 형과 색의 질량으로 나타나게 되는 하나의 통일체인 것으로, 

창조의 과정을 거쳐서 새롭고 경이로운 실재(實在)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하였다.107 

 

 

1. 사고과정의 이론적 연구 

 

옥스퍼드 영어 대사전에 예술(Art)은 ‘아름다운 시각적 형태로 표현된 

기술적 산물’ (The skillful production of the beautiful in visible forms)로 

명시되어 있다. 이는 오늘날의 예술의 맥락에서 보면 다소 협소한 

의미만을 함축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술을 단순히 회화적인 

표현만을 일컫는 것이 아닌 ‘진중한 진술(A deliberate statement)’로 

                                            
106 Leder, H, Belke, B, Oebest, A & Augustin, D, A model of aesthetic appreciation and aesthe

tic judgement,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95, 2004, p492 
107 Langer, S. K, Problem of art :ten philosophical lectures, prentice Hall, 1957,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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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것과 같이 예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제시되고 있다. 108  이는 

예술이 단지 기술적인 표현을 넘어 고도의 사고과정을 통해 창작되는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예술창작의 근원이 되는 문제는 존재하는 현상을 분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과는 다르게 창작자의 필요성에 의해 제기된 

문제 유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필요(need)’라는 것은 

원인을 파악하고 규명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미적인 

욕구를 바탕으로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예술적인 풍요로움을 위한 

필요일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게젤(Getzels, 1982)이 분류한 

문제유형 에서 ‘존재하는 문제(Presented problem)’ 109 와 ‘발견된 

문제(Discovered problem)’ 110 와는 다르게 예술적 행위에 대한 욕구를 

바탕으로 만들어 지는 ‘창조된 문제(Created problems)’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111 

 

또한 예술창작은 인격의 영역에서 공감(Sympathy)이나 감정이입 

(Empathy)과 같은 방식으로 구성 112 되어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도 소통하고 가치를 공유하게 된다. 이처럼 생존을 위한 

직접적인 행위는 아니지만, 세상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08 Zelanski, P, & Fisherm, M. P, The art of seeing,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20

11, p13 
109 존재하는 문제(Presented problem)는 이미 문제자체가 주어진 것으로 더 이상의 인지나 발견을 

필요로 하지 않는 문제를 말한다.  
110 발견된 문제(Discovered pro blem)는 비록 이전에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명백하게 진술되지 않

은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해결자는 이를 발견하고 인식해야 한다.  
111 Getzels, J. W, The problem of the problem, In R. Hogarth (Ed.), New Directions for methodo

logy of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 Question framing and response consistency N0. 11. 

San Francisco: Jossey-Bass, 1982, pp38~47 
112 Mumford, L, Art and technics,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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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아이스너(Eisner, 1962) 

 

아이스너는 예술에서의 창조적 사고를 내용(content)과 형태(form)의 

관계 속에서 ‘경계의 확장(Boundary pushing)’, ‘발명(Inventing)’, ‘경계 

허물기(Boundary breaking)’, ‘미적인 구성(Aesthetic organizing)’의 

4 가지 유형으로 설명하였다.113  

 

경계의 확장(Boundary pushing)은 기존의 사물이 가진 전형적인 

의미를 확장하거나 새롭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사람이 앉는 기능을 하는 의자가 옷을 걸어두는 옷걸이가 되기도 하고, 

문이 닫히지 못하게 고정 시키는 용도로 사용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사물의 본질을 다른 시각적인 관점에서 확장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아이스너는 사물에는 한 사회의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가치가 

담겨 있으며, 문화권 내에서 통용되고 소통되는 것을 기대하겠지만 

이와 같은 인식의 한계를 확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발명(Inventing)은 본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과정으로 앞 

단계의 경계확장과는 다르게 완전히 새로운 사물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에디슨(Edison)이 당시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사물을 만들어낸 것이나 피카소가 꼴라주 기법을 작품에 사용한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경계 허물기(Boundary breaking)는 기존의 개념이나 가설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문제화(problematic)하는 것이다. 이는 과거에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있다는 기존의 이론을 거부한 코페르니 쿠스(Coperni 

cus)나 조각은 고정되어 있다는 기존의 인식을 넘어 모빌조각을 만든 

칼더(Calder)등이 이와 같은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기존의 이론이나 개념에서 발생하는 간극의 불일치를 인식하게 해주는 

통찰(insight)과 이를 해결해 주는 이미지나 생각(ideas)을 만드는 

상상력(imagination)이 작용하게 된다. 

                                            
113 Eisner. E, W, A Typology of Creativity in the Visual Arts, Studies in Art Education, Vol.4, No.

 1(Autumn),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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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인 구성(Aesthetic organizing)은 사물에 미학적인 질서와 일관된 

통일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예술의 창조적 사고에서 창작자의 

미적인 판단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말한다. 이와 함께 미적인 

구성 이전의 3 가지 유형은 새로움(novelty)을 가장 중시하나, 미적인 

구성 단계에서는 높은 수준의 일관성(coherence)을 이루는데 주안점을 

두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이스너의 창조적 사고유형에 대한 연구는 창조적인 사고과정과 

같이 단계적인 개념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창작자의 미적인 측면을 

고려 하는 등 내향적 속성이 반영 되었다.   

 

 

1-2. 게첼스와 칙센트미하이(Getzels & Csikszentmihalyi, 1976) 

 

케첼스와 칙센트미하이는 지각(perception)과 감정(emotion)과 사고 

(thought)의 관계를 창조적 사고과정의 출발점으로 삼아 5 가지 단계로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지각, 감정, 사고들 간의 충돌을 경험 

(experience a conflict)하는 단계, 두 번째는 이전의 명확하지 않은 

갈등의 상태를 명확한 문제로 구성(formulates a problem)하는 단계, 세 

번째는 시각적 형태를 통해 문제를 표현(express the problem in visual 

form)하는 단계, 네 번째는 시각적이고 상징적인 방법을 통하여 

갈등이나 충돌을 해결하는(succeeds in resolving the conflict) 단계, 다섯 

번째는 형태적 감성과 인지의 균형을 이루는(achieving a new 

emotional and cognitive balance)단계이다.114  

 

이들은 창조적 사고를 형태적 감성과 인지적인 균형을 이루기 위한 

동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불확실한 갈등의 상태를 상징적인 

문제나 창의적인 해결책으로 전환하는 것을 창조의 핵심으로 보았다.  

특히 그들은 실험을 통하여 창조적 사고에 있어서 독창성을 획득하는 

                                            
114 Getzels, J. W, & Csikszentmihalyi, M, The Creative Vision: A Longitudinal study of problem 

finding in Art, New York: A Wiley-Interscience pub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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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미적인 가치(aesthetic value)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증명하면서 

사고과정에서 지각과 정서, 사고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의 발견(problem 

finding)과 같은 초기단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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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소결 

 

살펴본 바와 같이 조형창작은 디자인과 예술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이

루어 지고 있으나, 분야별 속성에 따라 창작자의 사고유형에 상대적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창작분야에 따라 창작자의 사고

의 유형적 차이를 보이는 배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역사적 흐름에 따른 

디자인과 예술의 개념을 고찰해 보았으며, 이를 정리하면 [그림4-9]와 

같다.  

  

[초기 예술]
기술을 의미

공예나 과학이

포함된 포괄적

개념

[중세예술]
종교예술로서의 기능

예술의 양식에서의 큰

변화

[근대예술]
순수예술만을

진정한 예술로

바라보기 시작

[모던예술]
유미주의

예술을 위한 예술

[포스트모던 예술]
장르의 혼합과 파괴

장르 넘나들기

장르간 경계의 해체

[초기모던디자인]
미술을 산업 생산에 응용

예술과 다른 독자적인

개념 형성

[모던디자인]
기능주의

기계미학

[포스트모던 디자인]
다원주의

상징적,심리적 기능강조

[르네상스]
예술의 범위에

공예와 과학분리

18C 19C 20C

 
[그림 4-9] 역사적 흐름에 따른 디자인과 예술의 개념 

 

18세기 이전 예술의 초기 개념은 오늘날의 공예나 과학 등이 포함된 

포괄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후 중세나 르네상스에 이르기 까지 

예술의 개념상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사회적인 기능이나 양식적인 부분

에서는 큰 차이를 살펴 볼 수 있다. 이후 근대로 넘어서면서 순수예술

만이 진정한 예술로 보았으며 이 시기에 디자인은 예술과 별도의 개념

으로 형성되면서 독자적인 체계가 형성되어 갔다. 하지만 20세기 중반 

이후 포스트모던 시대가 도래하면서 오늘날의 디자인과 예술의 개념은 

점차 확장되면서 상호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디자인과 예술분야에서 적용되는 창작자의 사고에 대한 

이론적 연구들을 통해 사고의 유형별 기본 특징을 살펴보면, 외향적 사

고기반의 조형창작은 문제해결을 위한 창조적 과정으로서 외부적 조건

들을 만족시켜 가면서 형태를 완성해가는 특성으로 인하여 아이디어를 

모색하거나 구체적인 창작에 앞서서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중요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다르게 내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의 경

우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보다는 창작자의 심미적인 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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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에서 출발하여 창조된 문제로부터 창작이 비롯된다. 이로 인하여 

창작자의 스스로의 자의적인 해석에 기반한 정서나 가치를 형태로 구현

하는 것을 중요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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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외향적 사고와 내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 특성 비교 및 균형적 사고기반의 

디자인 조형창작 개념모델 제안 

 

제 1 절 인터뷰 배경 

 

5.1.1 인터뷰 개요 

 

조형창작은 형태를 창조하는 디자인과 예술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이루

어 지고 있으며, 조형의 원리와 개념이 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과거

에는 디자인이 예술의 한 장르인 미술에 상업이 응용된 개념으로 응용

미술이나 상업미술, 생활미술 등으로 불려졌으나 디자인이라는 국제용

어로 정착이 된 것은 단순히 명칭의 진화가 아니라 분야별 지향가치에 

따른 창작자의 사고와 대상을 바라보는 본질적인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창작자의 사고유형과 관점에 

따른 조형창작의 특성을 실증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그림5-1]과 같이 

사고의 스펙트럼 양 극단에 있는 외향적 사고 기반의 조형창작의 대표

사례와, 내향적 사고 기반의 조형창작의 대표사례를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하여 조형창작의 특성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그림5-1] 사고유형 및 관점의 양 극단에 위치한 사례집단  



 

 100 

5.1.2 예비 인터뷰  

 

본격적인 사례연구에 앞서서 사고유형에 다른 조형창작의 관점과 진

행체계를 도출하기 위한 절차를 익히고, 방법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

완하기 위하여 2013년 7월 중 예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예비 인터뷰의 대상은 외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의 대표사례로 한

국의 대기업 디자인 팀에서 평균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전문가 

2인과, 내향적 사고기반의 대표사례로 작가적인 성향의 예술창작가 2인

을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연구자가 준비한 비 구조화된 질문(unstruck 

tured question)을 중심으로 분야별 조형창작 전반에 대해 자유롭게 대

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였다. 

 

 

1. 시사점 

 

예비 인터뷰를 통하여 분야별 창작자의 관점과 진행체계에 유의미한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일정한 체계 없

이 구조화되지 않은 인터뷰 방식만으로는 분야별 일반적인 속성 이외에 

창작자 내면의 본질적 사고관점과 진행체계의 특성을 도출하기에는 한

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연구에 참여한 디자이너들은 기본적으로 조형을 창작하는 

데에 있어서 일정한 절차가 존재하여 본 사례연구를 통하여 이를 체계

화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예술작가들은 절차

와 같은 형식적인 틀에 구애 받지 않고자 하는 특성이 강하여 각 분야

의 특성을 체계화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분석 프레임을 중심으로 심층

적인 질문 과정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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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완사항 

 

예비 인터뷰를 바탕으로 본 사례연구에서는 효과적인 연구 진행을 위

한 절차와 시간 등을 계획하였다. 또한 체계적인 분석을 위하여 각 분

야를 중립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가이드 역할을 하는 분석프레임을 마련

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단계별 세부질문을 중심으로 하는 심층인터뷰

(depth interview)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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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심층 인터뷰  

 

1. 인터뷰 목적 

 

본 인터뷰는 외향적 사고를 기반으로 창작을 진행하는 전문가들을 A

그룹으로, 내향적 사고를 중심으로 창작활동을 하는 전문가들을 B그룹

으로 구분하여 조형창작에 있어서 그들의 관점 차이와 조형창작의 전반

적인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체계화하여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조형창작에 있어서 균형적 사

고의 가능성을 모색해보기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2. 인터뷰 대상 

 

본 연구에서 선정한 인터뷰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인터뷰 대상자는 

사고의 스펙트럼 양 극단에 있는 외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의 대표사

례로 한국의 대기업 및 디자인 전문회사 소속의 디자이너와, 내향적 사

고기반의 조형창작의 대표사례로 한국의 작가주의적인 예술작가들을 대

상으로 선정 하였다. 디자이너들의 경우 평균 경력 10년 이상, 예술작

가들의 경우에는 평균 경력 12년 이상 되는 각 분야의 전문가 총20인

을 표본 대상으로 선정하여 2013년 8월부터 10월까지 심층인터뷰를 실

시 하였다.   

 

디자인

객관적 사고

주관적 사고

한국의 대기업/

전문회사 디자이너

A그룹

외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 내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

예술

객관적 사고

주관적 사고

B그룹

한국의 작가주의적

예술작가

 
[그림 5-2] 심층 인터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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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는 1인당 두 차례의 인터뷰가 이루어졌으며, 평균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인터뷰 장소는 주로 각 분야의 전문가가 소속된 직장에서 

진행 되었으나, 보안상의 문제와 같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외부에서 별

도로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구분 
 

 

분야 
 

 

소속 

 

인원 

 

A그룹 

 

디자인 조형창작 

 

대기업 디자이너 
 

 

5명 

 

전문회사 디자이너 
 

 

5명 

 

B그룹 

 

예술 조형창작 

 

작가주의적 아티스트 
 

 

10명 

 

[표 5-1] 심층 인터뷰 대상의 소속과 인원 

 

 

3. 인터뷰 분석체계 

 

각 분야의 연구참여자들의 조형창작의 관점과 진행체계를 살펴보기 

위한 분석체계로 조형창작의 과정을 개념화, 시각화, 구체화라는 3 단계 

의 구조적인 과정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각 단계별 창작 관점뿐 아니라 

각 과정의 단계마다 수행되는 방법, 고려사항, 필요한 능력, 동원되는 

지식들을 살펴 봄으로서 각 분야의 조형창작 진행체계를 살펴 보고자 

한다. 

 
 

구성체계 
 

 

분류 

 

내용 

 

개념화 

(Conceptualization) 

 

배경의 인식과 사고 
 

조형창작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는 

개념 정립의 단계 
 

시각화  

(Visualization) 

 

개념의 가시화 
 

조형 창작을 위한 개념을 시각화 하는 

단계 
 

구체화 

(Realization) 

 

실제적인 조형창작 
 

실제적인 조형창작 과정을 통하여 

구체적인 형태로 완성 하는 단계 

 

[표 5-2] 조형창작의 3단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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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 1: 외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과 내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 관점 

사례연구 2: 외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과 내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 진행체계  

 
[그림 5-3] 조형창작의 관점과 진행체계 분석을 위한 프레임 

 

 

4. 인터뷰 내용 

 

본격적인 인터뷰에 앞서서 본 연구의 개요와 연구과정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하였으며, 인터뷰에서 진술된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와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알려주었다. 따라서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인명은 기호를 사용하였으며 대상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녹취하고 이를 

전사하는 방법을 통해 분석 자료를 만들었다. 또한 전사 시에도 인명은 

기호로 구분하는 절차를 거쳤다.  

 

또한 자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이상향을 답변하지 않도록 사전에 부탁 

하였으며, 가급적 실제적인 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

현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인터뷰는 사전에 준비된 질문지를 중심

으로 진행이 되었으나 인터뷰 대상자의 요구나 상황에 따라 질문의 내

용이나 순서는 유동적으로 조정하여 다양하고 심층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주제에 따른 포괄적인 질문뿐만 아니라 상세 질문을 

통해 심층적이고 창작자 내면의 진솔한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

였다. 사전에 준비한 인터뷰 내용 이외의 별도 질의 응답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다양한 의견들을 별도로 수합하여 정리하였다.  

 

인터뷰는 다음과 같이 두 차례 실시되었다. 첫 번째 인터뷰는 한국의 

대기업/전문회사 디자이너와 작가주의적 성향의 예술작가들이 조형 창

작활동의 과정 속에서 창작관점을 살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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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각 질문지에 대한 답변의 이유나 답변을 위한 활동 예시를 심층

적으로 질문하는 과정을 거쳤다.  

 

두 번째 인터뷰는 한국의 대기업/전문회사 디자이너와 작가주의적 성

향의 예술작가들이 조형창작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고유형의 차이에 

따른 진행체계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인터뷰에 응하

는 각 분야의 전문가의 사례 작품을 중심으로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으

로 진행이 되었다.     

 

 

4-1. 외향적 사고와 내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 관점 비교 

 
 

구성체계 
 

 

분류 

 

조사내용 

 

개념화 

과정 

 

배경의 

인식과 

사고 

 

1. 귀하는 어떠한 목적으로 조형 창작활동을 시작 합니까? 

 

 

2. 귀하의 조형 창작활동에서 가장 큰 고려 대상은 누구입니까? 

 

 

3. 귀하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 조형창작의 방향을 설정합니까? 

 
 

시각화 

과정 

 

개념의 

가시화 

 

1. 귀하가 설정한 조형창작의 방향을 시각화 하기 위한 영감(모티

브)은 주로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2. 개념을 가시적인 형태로 발상하는 과정에서 귀하가 표현하고자 

노력하는 주안점은 무엇입니까? 
 

  

구체화 

과정 

 

실제적인 

조형창작 

 

1. 실제적인 창작과정에서 귀하는 어떠한 성격의 조형언어를 사용하

고자 노력합니까? 
 

 

2. 조형창작이 완료된 후 귀하의 조형창작을 통해 창출되는 가장 큰 

가치는 무엇입니까? 
 

 

[표 5-3] 조형창작의 관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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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외향적 사고와 내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 진행체계 비교 

 
 

구성체계 
 

 

분류 

 

조사내용 

 

개념화 

과정 

 

배경의 

인식과 

사고 

 

1.1. 조형창작을 위한 개념화(배경의 인식과 사고)를 위한 과정 

(Process)과 방법(Method)을 말씀해 주십시오. 

 
 

1.2. 조형창작을 위한 개념화(배경의 인식과 사고) 단계에서의 고려 

사항(Consideration)은 무엇입니까? 

 
 

1.3. 조형창작을 위한 개념화(배경의 인식과 사고) 단계에서 어떠한 

지식(Knowledge), 이해(Understanding), 역량(Ability)이 필요 합니 

까? 
 

시각화 

과정 

 

개념의 

가시화 

 

1.1. 조형창작을 위한 시각화(개념의 가시화)를 위한 과정 

(Process)과 방법(Method)을 말씀해 주십시오. 

 
 

1.2. 조형창작을 위한 시각화(개념의 가시화) 단계에서의 고려사항 

(Consideration)은 무엇입니까? 

 
 

1.3. 조형창작을 위한 시각화(개념의 가시화) 단계에서 어떠한 지식 

(Knowledge), 이해(Understanding), 역량(Ability)이 필요 합니까? 

 
 

구체화 

과정 

 

실제적인 

조형창작 

 

1.1. 조형창작을 위한 구체화(실제적인 조형창작)를 위한 과정 

(Process) 과 방법(Method)을 말씀해 주십시오. 

 
 

1.2. 조형창작을 위한 구체화(실제적인 조형창작) 단계에서의 고려 

사항(Consideration)은 무엇입니까? 

 
 

1.3. 조형창작을 위한 구체화(실제적인 조형창작)단계에서 어떠한 

지식(Knowledge), 이해(Understanding), 역량(Ability)이 필요 합니 

까? 
 

[표 5-4] 조형창작의 진행체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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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의 수집과 분석 

 

자료를 분석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의미를 도출해 가는 과정으로 삼각 

검증법 115 (triangulation)에 따라 연구결과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터뷰 녹취 자료 이외에도 문서나 사진형태의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후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일대일 개별 심층인터뷰(Depth Inter 

view)를 진행한 녹취 데이터의 모든 내용을 전사한 텍스트 사본들과, 

별도로 입수된 자료들을 포함해 유형별로 정리하여 개별 사례분석 

(Idiographic Analysis)을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조형창작의 관점과 

시스템을 비교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분석을 통해 도출된 특징들을 

유형화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동료 연구자들의 검토를 통해 연구자의 주관적인 추론이나 

자의적인 해석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115 삼각검증법(triangulation)은 질적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다면적인 방법 

즉, 연구의 관점과 시간, 공간 등을 달리 하여 연구를 재검토하는 기법이다. Mathison(1988)은 세 

가지 유형의 삼각검증법을 소개하였다. 첫째는 자료 삼각검증으로 다양한 자료의 원천을 활용하여 

신뢰성을 검증하는 방법이다. 둘째는 연구자 삼각검증으로 다수의 연구자들을 참여시켜 지나친 편

견과 주관을 배제하여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방법이다. 셋째는 방법론적 삼각검증으로 다양한 방

법들을 활용하여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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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외향적 사고와 내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  

관점 비교  

 

5.2.1 개념화 단계에서의 창작관점 

 

1. 조형창작의 목적 

 

 
 

[그림 5-4] 조형창작의 목적 

 

1-1. 귀하는 어떠한 목적으로 조형 창작활동을 시작 합니까? 

 

한국의 대기업이나 전문회사의 디자이너들은 기업에 소속되어 회사 

내의 정책이나 필요성 또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의해 창작활동이 

이루어 지는 특성상 자신들의 조형 창작활동은 ‘제품 판매를 통한 이윤 

창출’이 조형창작의 주된 목적으로 답변하였다.  

 

“디자인 조형창작을 통해 제품이 잘 팔리게 하고 이를 통해 이윤을 창출을 도모하는 

것이 회사에 소속된 디자이너로서 기본적인 역할이자 조형창작의 목적이에요.” 

(대기업 디자이너 A) 

 

“보통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통해 디자인이 이루어 지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이 

금전적으로 이루어 지잖아요. 따라서 디자인 조형창작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이윤을 

창출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죠.”  

(전문회사 디자이너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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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작가주의적 성향의 예술작가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조형 

창작의 목적을 작품 전시를 통한 ‘자신의 메시지 전달’이나 ‘문제의식   

에서 비롯된 주관적인 자기표현’으로 설명하였다.   

 

“자기표현의 끝까지 가보고 자신을 확인해 보는 것이 예술에서는 중요한 속성이기도 

하고…… 천성적으로 본질적이거나 내재적인 것에 큰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작가주의적 예술작가 E) 

 

“스스로 작품을 지속하면서 작품을 통해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다음 작품을 진행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의식적인 자신의 사고체계를 알 수 있게 되고 

이런 순환과정에서 더욱 제 생각들이 반영된 창작이 견고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작가주의적 예술작가 G) 

 

“제가 하는 작업은 돈을 벌려고 하기 보다는 세상사람들에게 제가 하는 이야기를 알

리고 싶고 귀 기울여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어요.”  

(작가주의적 예술작가 H) 

 

“저는 제가 가진 신념이나 세계관을 타인과 공유하고 싶어서 작업을 하는 것이 가장 

큽니다. 제가 하는 일은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에요.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은 이쪽 

일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창작을 하기 위해 타고난 사람은 다른 일은 

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죠. 이 일을 정말로 잘하고 싶으면 본성이 원하기 때문이

어야지 돈이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요”  

(작가주의적 예술작가 J) 

 

 

2. 조형창작 활동에서의 고려대상 

 

 
[그림 5-5] 조형창작 활동에서의 고려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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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귀하의 조형 창작활동에서 가장 큰 고려 대상은 누구입니까? 

 

한국의 대기업이나 전문회사의 디자이너들은 제품의 판매향상을 위해 

소비자의 만족감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전문회사 

디자이너의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의 충족을 중요시 하는 

것을 볼 때 ‘창작자 자신’ 보다는 ‘타인의 미적 가치’가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 중심적인 사고와 접근이 디자인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져요. 사용자를 고려해야 제품 판매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기업 디자이너 A) 

 

“일단 소비자로부터 선택을 받아야 진정 성공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고 궁극적인 

목적인 이윤 창출이 가능하죠, 디자인에서 대중으로부터의 피드백은 현실적인 점이 

커요. 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성공한 디자인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는 거에요.”  

(전문회사 디자이너 C) 

 

“의뢰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 디자인 업무의 가장 큰 고려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전문회사 디자이너 H) 

 

 

이와는 달리 인터뷰에 응한 10 명의 한국의 작가주의적 성향의 

예술작가들 모두 창작자 자신들이 조형창작의 가장 주된 고려대상이며 

조형 창작의 중심에 자신들이 있다고 답하였다. 하지만 일부 예술 

작가의 경우 작품의 원활한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감상자를 어느 

정도 배려하는 차원에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 하였으나, 

창작자 자신이 가장 주된 고려 대상인 것은 변함이 없다고 답하였다.    

 

“실제로 예술은 다른 사람과의 공감이 목적이라기 보다 등산을 하는 것처럼 자신의 

수련이 중요 해요. 관람자들은 단지 이를 보고 따라오게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앞서가야 하는 거죠. 대중을 너무 전제하고 의식하게 되면 과거로 가게 됩니다. 

자신을 기준으로 창작이 진행이 되야 앞으로 진행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고흐의 

작품을 보고 감동하는 것은 그려진 자체의 조형적인 미를 넘어 고흐라는 한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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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을 어떻게 보았고 어떻게 표현했구나. 저 사람의 감성이 어떠했을 것 같다. 

고흐의 내부에서 벌어진 사건을 짐작하면서 감동을 받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에요.”  

(작가주의적 예술작가 A) 

 

“아티스트의 기본 DNA 는 에고이스트에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 있죠…… 

기본적으로 자신을 먼저 이해하고 자신이 만족을 하는 조형창작이 전제되어야 

세상과 소통이 가능한 조형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조형창작을 지속 가능하게 

해주는 원동력은 에고를 확인하고자 하는 욕구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작가주의적 예술작가 B) 

 

“기본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표현함에 있어서 보편적인 기호에 치중하게 

되면 제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최종 전시에 있어서 

구성요소는 작가와 작품, 전시장, 감상자의 4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로 

인해 비중은 적을 수 있지만 공감대 형성을 위해 타인(감상자)에 대한 고려도 어느 

정도는 필요 하다고 생각해요.”  

(작가주의적 예술작가 H) 

 

 

 

3. 조형창작의 방향설정을 위한 기반 

 

 
[그림 5-6] 조형창작의 방향설정을 위한 기반 

 

3-1. 귀하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 조형창작의 방향을 설정 합니까? 

 

한국의 대기업이나 전문회사의 디자이너들은 판매를 전제로 하는 

자신들의 조형창작 특성상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시장상황’이나 ‘디자인 트렌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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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성향을 분석’하는 과정이 이루어 지며, 이와 같은 활동 

속에서 조형 창작의 방향이 설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제품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일단 현재상황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해요. 따라서 주로 인터넷을 통해 연구자료들을 모으거나, 타겟 유저에 

대한 인터뷰를 하기도 합니다. 시장조사는 주로 리서치 전문 기관에서 연구한 

자료들 위주로 살펴봅니다.”  

(전문회사 디자이너 C) 

 

“주로 조직 내/외에서의 전문 리서치 팀에서 조사한 연구 자료들을 살펴봅니다. 이는 

사람들에게 판매해야 할 물건을 디자인을 함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검증된 자료라서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선호도를 참고 해야 합니다.”  

(대기업 디자이너 D) 

 

“기업에 속한 입장에서 판매를 위한 디자인을 하다 보니 시장이나 소비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로 시장조사 팀이나 마케팅 팀에서의 자료를 보거나 

리서치 관련 전문부서와 협업과정에서 도출되는 자료들을 살펴봅니다.”  

(대기업 디자이너 F) 

 

 

한국의 작가주의적 성향의 예술작가들은 ‘사회, 문화, 환경 등에 

있어서의 시대의 문제에 대한 주관적인 통찰’이나 ‘자신의 삶 속에서의 

경험과 내면의 메시지를 고찰’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조형창작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본질적이고 내면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을 위하여 자신의 무의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꿈을 

기록하기도 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다각적인 관점을 통하여 새로운 주제의식(문제의식)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티스트가 하는 일은 세상의 거울이 되는 역할을 합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참여 의식일수도 있겠지만, 전시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시대에 대한 문제를 주관적으로 해석한 부분들을 보여주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이는 주로 저를 중심으로 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이루어 지는데요…… 오늘날의 여러 가지 병리현상, 건강하지 않은 모습들……  

예를 들어 성형이나, 이상한 종교에 몰입한다던가 하는 이야기를 제 작업 속에서 

보여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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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주의적 예술작가 B) 

 

“현실 초월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 내면에서의 자유로운 상상과 창작에 대한 

영감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꿈을 기록하기도 해요. 꿈 일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일기를 근처에 두고 자다가 일어나자 마자 여러 가지 꿈에서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현실에서의 사건에 대한 자신의 무의식 세계나 감정, 내면적 

분노, 슬픔 등을 정직하게 점검할 수가 있어요.”  

(작가주의적 예술작가 D) 

 

“시대적 사명감이나 사회와의 조우를 생각하지 않으면 금방 질려버리고 작업을 더 

이상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되고 창작가운데 느끼는 고된 삶 속에서 회의감을 

느끼게 될 수 있어요. 시대적 문제와 함께 제 작품도 유의미하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라는 필터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작가주의적 예술작가 E) 

 

“삶 속의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 가운데 사색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하는 

과정에서 다각적인 사고를 시도를 합니다.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저런 사람은 저런 생각을 하는데 나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 객관적으로 물러났다가 

주관적으로 다시 사고 해보는 방식을 가지는데 물론 자신의 경험에서 비춰 

생각하기에 오류가 있을지라도 많은 새로운 관점을 가지려는 시도를 합니다. 

100 명의 사람들에게 빨간색을 생각해보라고 하면 각자가 생각하는 빨간색이 다 

다를 거에요.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빨간색에서 출발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사회나 

문화적 요소들로 영향을 받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빨간색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저의 창작 방식 이에요.”  

(작가주의적 예술작가 F) 

 

“저는 제 자신, 제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것이 무엇보다 진정성있는 창작의 소재에요. 

이를 위하여 지속적인 자기 내면적인 사고와 자기 반성적인 대화과정을 통해 조형을 

창작하는 시도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창작에 있어서 같은 

형태라도 소재가 가진 물성에 따라 서로 다른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은 

작업과정에서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작가들이 정답이 아닌 정답으로 다작을 

하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작가주의적 예술작가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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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시각화 단계에서의 창작관점 

 

1. 조형창작 영감(모티브)의 근원 

 

 
 

[그림 5-7] 조형창작 영감(모티브)의 근원 

 

1-1. 귀하가 설정한 조형창작의 방향을 시각화 하기 위한 영감의 

근원(모티브)은 주로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한국의 대기업이나 전문회사의 디자이너들은 관련 사례뿐 아니라 

다양한 사례의 이미지에서 조형적인 분석과정을 통해 조형창작의 

방향을 시각화 하기 위한 영감을 얻는다고 하였다. 주로 창작에 적용될 

수 있는 형태적인 자료 위주의 탐색이 이루어 지는 것을 볼 때 새로운 

형태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적용 가능성을 크게 

고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단 인터넷을 통해 건축, 의자, 패션분야의 다양한 사례를 살펴봐요. 그 후 

필요하면 직접 가서 살펴보거나 관찰 과정을 통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해 봅니다. 새로움과 현실성 사이에서 동시에 고려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 경험상 디자인에서 새로운 거라면 다른 분야에서 가져오는 것이 

리미트인거 같아요. 클라이언트에게 설득할 때 ‘이것이 새로운 것이니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것 보다는 ‘이쪽 업계에서는 이러한 요소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이것을 도입하게 되면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설득을 하면 현실적인 설득력을 

강하게 가지고 갈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방법을 쓰면 적어도 2 등은 할 수 있는 

거죠.”  

(전문회사 디자이너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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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주로 세탁기나 냉장고등의 생활가전(Appliance) 위주의 디자인을 했어요. 

이러하다 보니 사물 자체의 미적인 부분뿐 아니라 소비자가 얼만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집 안에서 얼마나 조화로울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해요. 경우에 

따라 타사제품을 볼 때 USP(User Sales Point)위주로 살펴보고 차용하기도 하구요, 

생활가전 자체가 사용성과 연관이 있잖아요? 서랍을 뺀다던 지, 선반을 연다던 지와 

같이…… 그래서 이와 같은 행위, 즉 사용성과 관련해서 데스크 리서치를 하구요, 

필요 하다면 자동차와 같은 다른 산업군의 제품들의 사례들을 직접 관찰하는 과정을 

가져요.”  

(대기업 디자이너 F) 

 

 

한국의 작가주의적 성향의 예술작가들의 대다수는 시각적인 것에서 

조형창작의 모티브를 찾기 보다는 삶 속에서의 경험이나 체험 속에서의 

주관적인 질문과정을 통해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영감의 요소를 

찾으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위해서 시각적이고 직접적인 

것들 보다는, 비시각적인 것들을 접하면서 영감을 얻고 다각적인 관점 

형성을 통한 지속적인 사고과정 속에서 새로운 조형을 찾기 위해 노력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저는 현상을 바라볼 때 ‘지속적인 반문을 통한 결론을 유보’ 하는 방법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질문에서 쉽게 연상되는 답을 바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의심을 

하는 거죠. 지속적인 반문과정을 통해 심도가 생기고 기존의 보편적인 관점이나 

답을 깰 수 있게 됩니다.”  

(작가주의적 예술작가 A) 

 

“하나의 이미지를 시각적인 관점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느껴지는 

제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그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법이 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 

흔히 오늘날 성형중독에 대한 이미지를 연상한다면 일반적으로 연상되는 이미지가 

수술칼, 붕대, 가위…… 이런 것들일 거에요. 이와 같은 일반적인 이미지를 

자신이라는 필터를 거치면서 나온 새로운 해석을 거치면 보다 새롭게 합성화된 

이미지나 의미들을 만들 수 있어요.”  

(작가주의적 예술작가 B) 

 

“저는 가급적이면 추상적인 시각예술을 접해보려고 해요. 현대음악이나 마임, 시, 

문학과 같이 추상화되고 시각적이지 않은 분야를 체험하다 보면 남과 차별화된 

영감을 도출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조형에 시각적인 부분으로 직접적으로 

영감을 주지는 않지만, 진정한 독창성은 시각에서 시각으로 전달되기 보다는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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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원적인 것에서 온다고 봅니다. 시대의 양식을 개척한 선구자들을 보면 새로운 

양식을 이와 같은 과정에서 발견한 것 같아요. 좀더 본질적인 것들이 무엇일까? 

좀더 추상화된 것들이나, 해결되지 않은 날것들을 접해보다 보면 자신만의 독창적인 

새로운 조형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작가주의적 예술작가 D) 

 

“직접 체험한 경험 속에서의 의미를 도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 같아요. 

무언가를 보더라도 새로운 사고를 통해 작품의 영감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1994 년 영화 중에 '허드서커 대리인'이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장난감 

회사에서 장난감을 개발하는 사람이었는데, 노트에 타원을 그린 그림을 보여주면서 

주변사람들에게 자신이 발명한 거라고 말을 했어요. 영화 상에서 그 사람은 이 

타원그림을 통해 훌라우프를 만들고 빨대를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작을 하는 

사람은 타원그림에서도 다양한 사고를 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해요. 특별한 것을 보고 

특별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 속에서 새로운 사고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처럼 다른 관점에서 사물들을 보고 새롭게 사고한 것들을 바탕으로 

실제 창작에 적용해 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 국기에 대한 경례에 대한 제스처 또한 

만든 사람이 있을 거에요.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가슴에 손을 올리는 제스처를 

너무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행동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관습화된 제스처를 다른 

형식으로 바꿀 경우 처음에는 상당히 어색할 수도 있으나 10 년 가량의 세월이 

지나게 되면 다시 익숙하게 받아들여지게 될 거에요.”  

(작가주의적 예술작가 F) 

 

“저는 시각적인 자료는 주로 참고하지는 않아요. 창작의 목적 자체가 제가 가져왔던 

문제의식에 대한 자기표현이기도 하구요.. 더 나아가서 저만의 독창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기도 합니다. 체험이라는 것이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른데, 

상황에 따른 제가 생각했던 것을 노트에다가 글을 쓰기도 합니다. 또한 메모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로 기본적인 라인만을 사용한 스케치를 해요. 저에게 비주얼 

메모라고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작은 크기로 

진행하는데, 중간에 다른 생각이 끼어 들지 않도록 가급적 핵심적인 표현만 담은 

빠른 스케치를 해요.”  

(작가주의적 예술작가 G) 

 

“창작은 유행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신의 경험에서 스스로 자극을 받으면서 이루어

져요. 작업을 위해 어디에서 가져와서 심는다기 보다는 주변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흡수하고 그 경험을 통해 영감을 얻게 되요. 경우에 따라서 현실의 의식세계뿐 아니

라 무의식에서 영감을 받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제가 아이디어를 찾아 다니기 보다

는 아이디어가 제게 찾아 온다고 할 수 있어요”  

(작가주의적 예술작가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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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가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것은 쉬운 길을 거부해야 해요. 진리로 받아들여 지

는 것에 대해 저항해 보기도 하며,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영역과 같이 신비로운 영

역을 찾아가 보기도 해야죠. 한편으로 시나 음악 같은 것들에서 자극을 받기도 한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것들을 접하다 보면 새로운 영감이 떠오르기도 

해요.” 

(작가주의적 예술작가 J) 

 

 

2. 형태 발상에서의 주안점  

 

 
 

[그림 5-8] 형태 발상에서의 주안점 

 

2-1. 개념을 가시적인 형태로 발상하는 과정에서 귀하가 표현하고자 

노력하는 주안점은 무엇입니까? 

 

한국의 대기업이나 전문회사의 디자이너들의 경우에는 형태를 

발상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분석과 사고과정에서 도출된 컨셉에 따른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이 큰 주안점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그룹 

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컨셉 이미지를 중심으로 하는 시각화 

방식이 디자이너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이 된다고 답하였다. 

 

“컨셉에 따라 도출한 다양한 이미지 자료의 조형적인 느낌을 스케치 과정에서 

참고하여 진행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프로젝트마다 디자이너가 3 명가량 그룹을 

이루어 작업이 이루어 지다 보니 이미지 키워드를 활용한 진행방식이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용이하며, 컨셉에 따른 일관성 있는 디자인 아이디어를 전개해 나갈 

수 있어요.”  

(대기업 디자이너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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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트렌드 리서치에서 나오는 이미지들을 보고 시장에서 선호도가 좋은 조형적인 

특징들을 디자인에 적용하려고 해요. 사실 관습적으로 컨셉을 정하고 이미지를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대학에서 디자인 할 때의 교육과정의 영향도 있는 거 같고요, 

이 외에도 객관적으로 분석된 자료를 참고하여 적용하는 것이 디자인다운 것 같다는 

인식이 내제되어 있는 것 같아요.”  

(대기업 디자이너 D) 

 

“보통 스케치라는 형식을 통해 형상을 도출하지만, 컨셉을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이미지도 함께 많이 사용해요. 스케치와 함께 적절한 이미지를 찾아 함께 사용하는 

것이 디자이너들끼리 의견을 나눌 때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대기업 디자이너 F) 

 

“저는 즐겨 쓰는 조형은 있으나 뚜렷한 디자인 철학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리서치 과정에서 제가 느낀 바를 기반으로 저의 주관성도 반영하여 조형창작을 

하지만, 효과적인 설득을 위해 클라이언트에게는 제 주관성이 개입된 부분을 밝히지 

않습니다.” (전문회사 디자이너 J) 

 

 

인터뷰에 응한 예술작가들 중 대다수가 자신의 주관적인 사고과정에 

따라 도출된 의미나 생각을 조형으로 환원하는 것을 형태를 발상하는 

과정에서의 주안점이라고 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표현기법이나 방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저는 형태를 발상할 때 주로 의미나 생각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표현기법에 대하여 

많이 생각해 봐요. 같은 조형이라도 효과적인 표현기법을 찾아서 작품에 사용하게 

되면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논리적인 

방식으로 접근하여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것과 달리 다소 비 과학적일 지라도 제 

스스로의 생각이나 의미를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예술창작에서의 핵심 조형활동이며 

이로 인해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작가주의적 예술작가 E) 

 

“연극무대의 세트가 영화와 같이 모든 요소들을 사실적으로 다 담고 있지 않더라도 

관객들이 연극을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듯이, 자신이 경험하고 사고한 것들을 형태로 

표현함에 있어서 연극무대의 세트구성과 같이 각인요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제 작품을 통해 사람에게 제 생각을 전달하고 싶고 이를 사람들이 공감해 

주었으면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 작품을 감상하면서 개개인이 다양한 해석을 

하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도 있어요. 저는 주로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표현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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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사람을 표현하기도 하고 분위기나 느낌을 표현할 때는 인스톨레이션 

(설치작업)을 합니다. 이는 제 생각을 표현한 작품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제가 

느끼고 생각한 바를 경험해볼 수 있도록 하고 싶어서죠.”  

(작가주의적 예술작가 F) 

 

“제가 생각한 바를 형태화 하는 작업 방식 중에 하나인 T=I 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작업에 대한 글을 먼저 쓰고 그것을 이미지 언어로 치환하는 방법이에요. 

글을 작성하다 보면 일정 키워드 에서 그것이 내재하는 시각적 요소를 발견할 수 

있어요. 단지 형태적인 이미지가 가지는 느낌만으로 작품화 하다 보면 제가 원하는 

작품의 방향과 다리갈수가 있거든요. 작품을 통해 제가 생각하는 제가 생각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형태에 제가 생각하는 의미나 생각을 담는 것이 중요 

하다고 생각해요.”  

(작가주의적 예술작가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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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구체화 단계에서의 창작관점 

 

1. 조형언어  

 

 
 

[그림 5-9] 조형언어 

 

1-1. 실제적인 창작과정에서 귀하는 어떠한 성격의 조형언어를 

사용하고자 노력합니까? 

 

한국의 대기업이나 전문회사의 디자이너들의 대다수는 대량생산을 

전제로 불특정 다수를 소비대상으로 하는 디자인의 특성상 자신만의 

정체성 있는 조형언어를 고집하기 보다는 범용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정제된 조형언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신의 조형적 성향을 강하게 고집하기 보다는 기업의 디자인 아이덴티티와 개발 

아이템의 컨셉을 동시에 고려한 조형언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기업에 

소속된 디자이너로서 필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형언어가 기업이 

추구하는 방향이나 프로젝트에서 지향하는 컨셉과 부합하지 않으면 실제적인 

조형창작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시장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조형언어를 살펴보고 그 범주 

안에서 새로운 것을 찾고자 노력합니다.”  

(대기업 디자이너 A) 

 

“대량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디자인이 불특정 다수가 소비자가 되잖아요? 20 대가 

살수도 있고 70 대가 살수도 있는 것이고…… 이러하다 보니 저는 범용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정제된 조형언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했어요. 누가 보더라도 수용이 

되었으면 한 거죠. 주로 키워드를 통해 많은 이미지를 찾았을 때 발견할 수 있는 

일종의 조형적인 룰을 반영해 보는 방식을 가져요.”  

(전문회사 디자이너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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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작가주의적 성향의 예술작가들의 대다수의 경우 자신의 

작품에 시그니처를 남기는 의미로 자신만의 정체성 있는 조형언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이 대답한 대다수의 

예술작가는 자신만의 정체성 있는 조형언어가 의도적이기 보다는 

자신의 작품에 자연스럽게 묻어난다고 하였다.   

 

“예술의 핵심은 남과 비슷해지면 안되요. 어떤 결과를 만들던 독창적인 것을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해요.”  

(작가주의적 예술작가 B) 

 

“의도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작업 물에서 제 성향이 담기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작업이라는 의미로 제 작품에 자신의 시그니처를 남기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작가주의적 예술작가 C) 

 

“예술 작가들 중 처음에는 주로 실력 있는 작가의 작품 특징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곤 

하죠. 하지만 작품을 다년간 하다 보면 점차 자신만의 색깔(조형언어)을 가지게 

되요.”  

(작가주의적 예술작가 I) 

 

 

2. 기대가치 

 

 

 

[그림 5-10] 기대가치 

 

2-1. 귀하의 조형창작을 통해 창출되는 가장 큰 기대가치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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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기업이나 전문회사의 디자이너들의 대다수는 자신들의 

조형창작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기대가치로 실용적 가치와 기능적 

가치를 꼽았다. 이는 인터뷰 대상자들이 주로 전자제품이나 생활가전, 

운송기기 분야에서 디자인을 하는 것을 고려할 때, 디자인 아이템의 

특성과 기대가치가 관련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담당한 아이템의 특성이 실용적인 성격이 강하고, 일상에서 사용되는 제품 디자인에 

있어서는 실용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대기업 디자이너 A) 

 

“제가 진행한 디자인 아이템이 생활가전 이다 보니 디자인을 행하는 방식은 실질 

적으로는 실용적인 가치를 추구했고 이를 기대하는 것 같아요. 이로 인해 

조형성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사용성에 대한 스터디도 많이 했어요. 이를 테면 

사용성이 중시된 제품의 샘플을 구매해서 사용해 보는 과정을 가지곤 했어요”  

(대기업 디자이너 F) 

 

 

한국의 작가주의적 성향의 예술작가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작품을 

통해 창출되는 가장 큰 기대가치로 ‘감성적 가치’나 ‘상징적인 가치’, 

‘인식적인 가치’를 꼽았다.   

 

“제 작업은 경험 속에서 어떠한 자극을 받고 그로부터 느껴진 바를 표현을 하는데, 

아픔이던 슬픔이던 분노이던…… 일단 제 스스로 창작 중에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이로 인해 작품을 보는 사람들도 저와 같은 감성을 느끼고 공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작가주의적 예술작가 E) 

 

“제 경험가운데 새로운 시각에서 느끼고 발견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로 인해 끊임없이 왜? 라는 질문하는 방식을 통해 대상을 

다르게 보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대상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눌 때 우리는 

대상만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만 대상 이외의 것까지 고려하면 이야기 할 거리가 

더 많아져요.” (작가주의적 예술작가 C) 

 

“저는 제 작업을 통해 단지 저는 이런걸 하는 사람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을 

뿐입니다. 이로 인해 제 작품은 제 메시지를 함축한 매개체라 할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상징적 가치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금속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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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를 사용함으로써 차갑고 네거티브 한 감성을 느낄 수 있게 한다면 이는 

감성적인 가치를 담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감성적 

가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감상자가 느끼는 감성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제 

안에서의 감성적인 부분도 있죠. 저는 제 안의 감성표현에 더 큰 비중을 둡니다.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제가 느끼는 감성을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인 거죠. 

저는 작품에 따라 형태와 칼라가 가지는 비중을 달리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나 감성을 표현함에 있어서 온전히 형태로만 전달이 

되었으면 할 때에는 칼라의 사용을 억제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작가주의적 예술작가 H) 

 

“저는 제 작업이 장식적인 가치를 넘은 근본적인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제 

작업이 사회, 정치, 시사, 심리적인 측면에서 유용하지 않다면 제가 이 일을 계속할 

이유가 없어요.”  

(작가주의적 예술작가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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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외향적 사고와 내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 관점의 비교 

 

1. 외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 관점 

 

한국의 대기업과 전문회사의 디자이너들의 조형 창작은 시장상황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하여 시장상황이나 트렌드의 적합성 및 대

중적인 선호가치를 고려한 실용적인 조형을 제안하는데 큰 의미를 두었

다. 이로 인하여 이들의 조형창작은 대중들에게 만족감을 제공하고 수

용되기 위한 목적으로 상호 협업 분야와의 공동연구, 소비자 분석, 생산

과 같은 외부 조건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합리적이고 분석적인 관점

에서 창작이 이루어 진다. 

 

이와 같이 이들은 시장상황과 소비자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논리적 

형태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창의성을 활용하게 되는데, 여기서의 

창의성은 개념과 이성이 결합된 생산적인 능력으로서 현실성을 매우 

중시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제안하는 방향이 창의적으로 조화되고 

해결 될 때까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산하고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구체화하기 때문에 최종 결과물의 형태를 

초기에는 예측하지 못한 채 작업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디자이너가 의도한 이상적인 조형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조형원리를 응용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다시 말하면 대중들에게 호감 있게 수용 되기 

위해서 자신만의 정체성 있는 스타일을 고집하기 보다는 형태나 색상 

등의 조형요소와 균형, 대비, 강조, 비례 등의 조형의 원리를 적용하여 

보편적인 미의 기준 속에서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형태를 창조하고자 

애를 쓴다. 이를 통하여 이들이 최종적으로 제안하는 디자인은 

객관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한 미적 가치에서 비롯된 결과로 실용적이고 

사용하기 쉬우며 합리 적인 가격의 미학적인 제품을 지향한다.  

 

“기업에 소속된 디자이너의 역할이 판매를 위한 디자인이므로 소비자인 대중들의 

취향이나 선호가치를 반영한 조형창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회사 디자이너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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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상황이나 트렌드를 고려하는 것은 제가 제안하는 디자인을 보다 신뢰도가 있게 

해주고 설득력이 있게 하기 위함이죠.”  

(대기업 디자이너 D) 

 

“트렌드를 반영하는 점은 대중가요와 비슷한 거 같은데요…… 소비자들에게 

판매해야 하는 제품이고 대중이 외면하면 제품의 존재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대기업 디자이너 F) 

 

 

2. 내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 관점 

 

한국의 작가주의적 예술작가들의 조형 창작은 창작자의 철학과 사상

을 중심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에 적합한 조형을 창출하는 데에 가

장 큰 의미를 두었다. 따라서 이들의 조형창작은 작품을 통해 자신의 

내면적 세계관을 반영한 미적 작품을 형상화 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사상이나 이념을 끌어내어 물적인 매체로 형상화 

하기 위한 창조활동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들의 대다수는 작품을 진

행할 때 현실에서 다양한 정신적인 개념을 추출하여 자신의 철학적, 사

회적, 정치적, 종교적, 도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이처럼 각자

의 주관적인 접근 과정을 통하여 자신들의 예술성을 보이고자 노력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탄생한 작품은 그들의 작가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들의 창작물은 창작자의 경험을 통한 감각과 지

각의 소산이라 할 수 있으며, 작가의 생각과 의지를 표현하는 것과 같

이 관념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속성이 내포되어 있다.  

 

또한 이들은 자신의 내면적 사상이나 철학을 표현하기 위해서 형태와 

색상 등의 조형요소와 조형의 원리를 적용하여 창의적인 형태를 창조하

고자 한다. 따라서 그들은 작품 속에 그들이 의도하는 의미를 조형적으

로 표현 하기 위한 이상적인 조형요소나 원리를 찾아내어 적용하는 것

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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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이들의 조형창작은 창작자의 주관적인 사고과정을 

기반으로 창의적 이고 독창적인 조형을 제안하는 것으로, 작가의 경험 

속에서 형성된 철학과 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그들의 내면의 세계를 

표출하는 상징적인 작품을 창조하는 것을 지향한다. 

 

“저는 제가 창작하는 작품이 모두다 걸작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10 작품 

중 2 작품만이 좋은 작품으로 남게 되어도 성공한 거라는 마음으로 그저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제 작품에 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를 위하여 

제가 보여주고자 하는 의미를 최대한 함축적으로 보여주고자 노력합니다. 한 작품에 

다양한 의미를 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최대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간소화하여 작품에 담으려고 해요.”  

(작가주의적 예술작가 E) 

 

“제 작업에서는 메시지 전달이 제일 중요해요. 이 안에 제 예술적 철학이나 사상들이 

녹아 들어 가는 것 같아요.”  

(작가주의적 예술작가 H) 

 

 

 
[그림 5-11] 사고의 유형별 조형창작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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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외향적 사고와 내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 

진행체계 비교 

 

5.3.1 개념화 단계에서의 진행체계 

 

1. 한국의 대기업/전문회사 디자이너 

 

한국의 대기업이나 전문회사의 디자이너들은 개념화 단계에서 조형 

창작에 앞서 주어진 문제와 상황에 대해 이해하는 과정을 가진다. 이를 

위하여 주어진 문제와 관련된 자료들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디자인을 

통하여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디자인 개요에 

해당하는 디자인 목표와 범위, 조건을 설정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실질적인 디자인 조형창작이 이루어 지지 않으나 향후 제안될 실질적인 

방향을 정하게 된다.  

 

 

1-1. 조형창작을 위한 개념화(배경의 인식과 사고)를 위한 과정 

(Process)과 방법 (Method)을 말씀해 주십시오. 

 

⑴ 디자인 발의  

 

디자인 조형창작은 일반적으로 디자인 발의과정을 통하여 작업이 

시작되는데, 디자인 전문업체의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의 디자인 

개발의뢰를 통해 이루어 지지만 대기업과 같이 자체적인 인 하우스 

디자인 시스템을 가진 기업의 경우에는 상품기획팀과 같은 부서에서 

기업의 후속 상품개발을 추진하여 디자인 발의가 이루어 진다. 

 

이 과정에서 디자인 전문회사의 경우 클라이언트는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개요, 제안배경, 시장정보, 개발범위, 디자인 일정 등의 

내용이 명시된 디자인 개발 의뢰서를 제시해야 하고 디자인 작업에 

필요한 각종 기반자료들을 전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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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개발 의뢰서를 전달받은 디자이너는 이를 바탕으로 디자인 

개발에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디자인 개발 계획서에는 

디자인 목표, 디자인 범위, 참고이미지, 디자인 주안점, 디자인 방향, 

디자인 타겟, 디자인 스펙, 디자인 일정 등으로 구성되어 향후 디자인 

개발의 방향을 정립하게 된다.  

 

“기존 모델에 대한 후속모델 개발로 이전 제품의 좋은 점을 계승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핸드폰 시장 에서의 점유율을 증대하려는 계획아래 창작이 시작되었어요. 

이전 모델의 둥글고 손에 잘 쥐어지는 형태적 속성은 계승하고, 기존의 버튼 

형상이나 배열로 인한 불편함 들은 보완할 필요가 있었죠.”  

(핸드폰 / 대기업 디자이너 A) 

 

“스마트 폰 시장에서 터치화면이 너무 큰 것도 부담스럽고, 작은 화면에 

기술집약적인 스마트폰도 부담스러워 하는 40~50 대 정도의 중 장년층을 타깃으로 

시장에서의 니즈를 반영하면서 디자인이 시작되었어요.”  

(핸드폰 / 대기업 디자이너 E) 

 

 

⑵ 디자인 조사  

 

디자인 조사과정에서는 디자인 발의단계에서 진행한 디자인 계발 

계획에 따라 필요한 정보와 자료들을 수집하여 미래예측을 통한 

독창적인 디자인을 위한 연구 및 조사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 및 

경쟁사의 디자인 경향, 국내 및 해외의 디자인 트렌드, 기술이나 가공 

방법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시장조사의 경우는 현장에서 직접 시장 

상황을 조사하여 나머지 시장을 판단하는 표본조사를 하거나, 전문가뿐 

아니라 다양한 전문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시장을 파악하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실시하게 된다. 시장조사의 내용으로는 디자인뿐 아니라 

소비자(구매심리, 생활변화, 고객 만족요인), 경쟁사(제품, 가격, 유통, 

시장점유율), 기업 이미지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내용의 조사를 하게 

된다.  

 

“일단 처음에는 휴대폰 시장에 다니면서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리서치를 통해서 

이미지를 보는 것과 실물을 보는 것으로부터 오는 차이가 크더라고요. 시장에 

나와있는 제품을 보면서 나름대로 조형의 특성 별 분류를 해보았어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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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제품들에서 파생되는 페르소나(Persona)군들도 형성 되더라고요.”  

(핸드폰 케이스 / 전문회사 디자이너 C)  

 

“현재의 자동차 디자인의 트렌드와, 소위 업계에서 잘나간다는 브랜드의 차량을 

중심으로 특징들을 살펴보았어요. 좋게 애기하면 벤치마킹을 위한 거였죠. 

경쟁사들을 참고하는 가운데 자사만의 차별화된 디자인을 위한 방향을 찾고자 

했어요. 트렌드 관련해서는 경우에 따라 모터쇼에 참관하여 올해의 자동차 디자인 

경향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자동차 산업만 놓고 보면 국내의 자동차의 역사가 

길지가 않잖아요. 이로 인해 빠른 발전을 위해서는 세계의 자동차 기업들을 

따라가는 입장이었고 그와 같은 방식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업계 

특성상 경쟁사의 디자인 방향과 트렌드를 참고하지 않을 수 없어서 참고 할만한 

경쟁 차를 직접 관찰해 보았어요”  

(자동차 인테리어 / 대기업 디자이너 D) 

 

“기존의 김치냉장고의 조형이 너무 냉장고와 유사하다는 데에서 차별 점을 두고자 

하는 데서 시작하여 한국 전통의 식기와 인테리어 트렌드도 조사 하였어요. 김치 

냉장고가 한국 시장 의존적이며, 한국의 전통 식습관에 기인하기 때문이며, 

그러면서도 서구적 가옥 실내구조에 잘 어울리게 하고자 했어요.” 

(김치 냉장고 / 전문회사 디자이너 H) 

 

“휴대폰을 디자인한다면   이번에 디자인할 휴대폰이 스마트폰이냐, 일반폰이냐, 

디스플레이 방식이 플렉시블하게 가느냐 등…… 그 목적에 따른 기능과 형식에 따라 

먼저 그 제품에 대해 조사를 해요. 휴대폰 사용성과 특징관련 전반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핸드폰 / 대기업 디자이너 I) 

 

 

⑶ 디자인 분석  

 

디자인 분석과정에서는 디자인 조사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체계적 

으로 분류하여 정확히 분석하는 과정이 이루어 진다. 분석 방법으로는 

제품의 시장상황, 기술이나 성능을 분석할 때는 주로 도표를 사용하며 

디자인 트렌드, 경쟁사 제품현황, 제품의 판매현황 등을 분석할 

경우에는 시각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포토맵이나 이미지맵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 통해 제안될 디자인의 포지션, 세일즈 

포인트, 디자인 전략 등을 도출하여 향후 디자인 컨셉을 설정하는데 

기반이 되는 자료로 활용된다. 따라서 디자인 분석과정은 객관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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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정확 하게 분석되어야 향후 디자인 개발 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기존 모델제품과 경쟁사 모델 샘플들을 놓고 비교해 가면서 장점과 단점을 분석해 

냈어요. 실제적으로 구하기 힘든 샘플의 경우에는 이미지를 보면서 장/단점을 분석해 

나가기 시작했죠. 소비자의 입장이 되어 기존 모델제품과 경쟁사 모델 샘플들을 

놓고 비교해서 장/단점을 분석해내는 방법은 편리하기도 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데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시장에서 보기 좋은 디자인으로 판매가 잘되는 

모델들의 조형의 특징이나 사용성 등을 참고하면서 기존의 모델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대중적으로 판매가 잘되는 

제품이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따라서 판매가 잘되는 제품들의 디자인 

특성이나 사용성들의 분석을 통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핸드폰 / 대기업 디자이너 A) 

 

“일단 디자인제품 자체가 회사의 주력제품이기도 해서 경쟁사를 이겨야 했고요.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점이나 개선할 점을 구모델을 기준으로 

도출해보았죠. 형태적으로도 중요하지만 기능적으로도 USP가 될 수 있는 점들을 

찾아보려고 했어요. 소비자 분석뿐 아니라, 시장동향이나 흐름들, 경쟁사 제품의 

조형적, 기능적, 기술적인 분석 등을 했어요. 이는 현재의 불편한 점을 이해해야 

디자인으로 개선할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스펙에 대한 방향뿐 아니라 

형태적으로도 보기 좋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해 분석을 해보았죠.”  

(냉장고 / 대기업 디자이너 F) 

 

“현재의 다양한 리모컨의 문제점도 분석하겠지만 적절한 리모컨의 각도를 알기 위해 

스펙적으로도 분석이 필요했죠. 일단 기존의 리모컨들의 문제점은 너무나 많은 

버튼이 있다는 거였어요. 버튼의 개수로 사용자의 사용성을 어렵게 한다는 생각을 

했죠.” (스마트TV 리모컨 / 전문회사 디자이너 G) 

 

“플렉시블 같은 경우 스마트폰처럼 일자형이 아니라, 그 접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플렉서블하면 둘둘 말 수도 있고, 틀어버릴 수도 있고, 2 번 접을 

수도 있고…… 하지만 무엇이 효율적이며 왜 휘어야 하는지, 이로 인해 어떠한 

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 파악해야 여기에 적합한 조형적 형식과 방향을 

설정할 수 있죠. 또한 카메라를 넣을 경우에도 카메라로 무엇을 할 것인지부터 

파악해야 카메라의 위치, 회전 여부 등이 결정되겠죠. 회전해야 된다면 조형자체도 

동그랗게 될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파악이 되면, 디자인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되죠. 이와 같이 문제 인식이 잘 되어 있으면, 디자인이 쉽게 되고 조형적인 

아이디어도 쉽게 얻을 수 있어요.  종합하면 개념을 잡는 과정에서 성능, 기술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사용성등 종합적으로 모두 파악한 후에 조형적으로 풀어나가야 

해요. 제품에 대해 알면 알수록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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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 대기업 디자이너 I) 

 

“만약 휴대폰 살균기를 디자인 한다고 했을 때, 살균기를 집에서 사용하는 게 맞느냐, 

밖에서 사용하는 게 맞느냐부터 따져보는 게 필요해요. 밖에서 사용하는 살균기를 

디자인한다면 가지고 다니기 편하도록 심플한 형태가 적합 할 것이고, 

UV 살균방식을 적용 하려면 공간이 막혀있어야 하는 등 이러한 것들이 정의가 되면 

거기서부터 조형적인 것들이 머릿속으로 그려지게 되죠. 가지고 다녀야 하니까 

굉장히 슬림 해야 하고 빠른 시간에 살균이 되어야 하고 간단하게 열려야 하고 

등등이 조형의 요소가 되죠. 그 조형이나 디자인 되어야 할 것들이 그 목적이 

무엇이고 기능이 무엇인지 규정이 되면 그러한 것들에 따라 조형적인 방향이 

세워지게 되죠.”  

(휴대폰 살균기 / 전문회사 디자이너 J) 

 

 

1-2. 조형창작을 위한 개념화(배경의 인식과 사고) 단계에서의 고려 

사항(Consideration)은 무엇입니까? 

 

한국의 대기업/전문회사 디자이너들은 개념화 과정에서 디자인 

조형창작에 앞서서 스펙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해 디자인 자유도를 

명확히 확인하려고 애를 쓰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전문회사 

디자이너의 경우에는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바를 이해하여 디자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이 단계에서의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하였다.  

 

“주로 구 모델이나 타사 모델의 스펙이나 기술을 베이스로 하여, 어느 정도의 

기술까지 허용이 가능한지 받아서 디자인 자유도를 확인해요. 이후 리서치 과정을 

통해 사용자가 좋아할만한 조형적인 요소나 경험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디자인 

방향을 설정하고자 했어요.”  

(핸드폰 / 대기업 디자이너 A) 

 

“일단은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사항과 원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와 함께 설계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 파악하려고 애를 

썼어요.”  

(핸드폰 케이스 / 전문회사 디자이너 C)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터치베이스의 스마트 디바이스에 익숙해 있어서 TV도 

그러하길 바라죠. 하지만 TV는 대화면을 가진 디바이스의 특성상 리모컨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비록 리모컨을 통한 컨트롤을 하지만 어떻게 하면 터치를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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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처럼 보다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를 

위해 기술적인 구현이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스마트TV 리모컨 / 전문회사 디자이너 G) 

 

 

1-3. 조형창작을 위한 개념화(배경의 인식과 사고) 단계에서 어떠한 

지식(Knowledge), 이해(Understanding), 역량(Ability)이 요구됩니까? 

 

한국의 대기업/전문회사 디자이너들은 개념화 과정에서 자신이 

디자인할 제품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위해 리서치를 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을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디자인의 

아이템에 따라 다양한 지식들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는 시장상황이나 

트렌드뿐 아니라 사용자나 문화 관련하여 다각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핸드폰이라는 아이템의 특성상 사용자 및 사용환경, 사용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또한 신기술과 스펙, 사용자의 선호조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관련 지식들이 

필요하죠.” (핸드폰 / 대기업 디자이너 A) 

 

“디자인의 아이템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생활용품은 문화관련 지식이 필요하죠. 

리서치 과정을 통해 디자인할 제품에 대해 많은 것을 알면 이들이 축적 되어 디자인 

하는데 도움이 되죠. 즉 제품을 잘 파악하는 능력, 제품을 확실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기능적, 구조적, 사용성, 트렌드, 마케팅 등등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죠.” 

(조명/전문회사 디자이너 B)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이해하고, 시장의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해석하여 

효과적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디자인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전문회사 디자이너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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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작가주의적 예술작가 

 

한국의 작가주의적 예술작가들의 경우 자신의 삶 자체를 작품활동의 

연장선으로 보고 주관적인 문제의식과 지속적인 자기 반성적 대화를 

통하여 작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립해 나간다. 이를 통하여 

예술가로써의 자신만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고, 남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창의적인 작품을 완성하게 하는 원천이 된다. 이와 같이 본격적인 

작품활동에 착수되기 전부터 자신의 사상과 철학을 고취시켜 

나감으로써 자신만의 독창적인 작품 활동을 하는데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등 창작의 핵심적인 기반이 된다.  

 

따라서 개념화 단계에서는 작품 창작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각을 수립하는 과정을 가진다. 이를 위하여 주로 체험과 

탐색이 이루어 지며 이와 같은 과정에서 작품의 방향을 정하게 된다. 

 

 

2-1. 조형창작을 위한 개념화(배경의 인식과 사고)를 위한 과정 (Pro 

cess)과 방법 (Method)을 말씀해 주십시오. 

 

⑴ 체험과 탐색  

 

예술가들은 작품을 창작하기 전에 자신만의 고유한 작품을 완성하기 

위하여 체험과 탐색의 과정을 거친다. 예를 들어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나 주제에 대한 지식을 쌓기 위하여 책을 읽기도 하고 관련 모임에 

참여 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 다른 작가의 전시에 참여하여 작품들을 

관찰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법을 떠올리기도 한다. 이와 같이 

작품의 대한 연구는 삶 속에서 이루어 지는데, 넓게는 시대에 대한 

성찰에서부터 가깝게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상에서도 작품의 모티브를 

찾는다. 이와 같은 과정들은 일상 속에서나 여행을 하면서 누군가를 

만나거나 무언가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작품주제를 

떠올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로 인하여 작품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 

가 불현듯 떠오르기도 하고,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 구상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경험들이 기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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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체험하고 탐색하는 과정은 객관적이거나 이성적 계산 

보다는 예술가의 느낌을 활용하는데 이는 오랜 경험으로 획득한 예술가 

적 사고로부터 비롯된다. 이를 위하여 예술가들은 기존의 예술에 대한 

지식이나 문화에 대한 이해, 주관적인 경험에 따른 인식작용이 기반이 

된다. 따라서 기존의 고정관념을 벗어나 다양한 관점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통한 작가적인 관점의 형성이 중요하다. 독창적이고 작가적인 

관점을 형성하는 것은 작품의 독창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를 

위한 다양한 경험, 깊이 있는 사색과정이 필요하다.     

 

“저는 인간이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들의 불안정성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현실과 관념의 존재를 생각해 보았는데, 기존의 우리가 

믿고 있는 통념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작가주의적 예술작가 A) 

 

“저는 우리가 사는 삶이 나름 사회화가 잘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붉은 신호등에서는 

멈춰야 한다던가……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축구를 할 때도 마찬가지 구요. 사회 

속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이 있잖아요. 학생이면 학생답게 이러한 행동을 해야 하고, 

축구부의 주장이면 의욕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을 지라도 잘 이끌어 가야 할 것 같은 

의무...... 자기가 소속된 곳과 위치에 따라 자신에게 기대하는 바를 해야 할 것 같은 

강박관념으로부터 나는 왜 이러한 느낌들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 보았어요.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닐지라도 사회에서 저에게 기대하는 것들을 부응하고자 

하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또한 이런 사회 속에서 저에게 

기대하는 것들을 제외하면 무엇이 남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기도 했죠. 그런데 그 

외적인 요인이라는 것이 제 본연의 내적인 것과 나누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미 

너무나 제가 사회화가 되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가주의적 예술작가 C)      

 

“컴퓨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컴퓨터나 기술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완벽함 이면에 오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오류를 잘못된 것으로만 치부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오류가 생기는 상황들을 모아보았어요. 그러니까 오류가 

나는 형태, CAD 로 작업하다가 오류로 인해 형태가 생성되지 않는 상황들을 다 

모아봤어요. 처음에는 기술적으로 왜 이런 오류가 생기는지 궁금해서 모으기 

시작했는데, CAD 시스템에 오류가 있을 때 이를 결국에는 사람이 해결하게 된다는 

점에서 컴퓨터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통해서도 인간적인 부분을 보여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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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주의적 예술작가 D) 

 

“미디어에서 다루어지는 스타나 정치인 같은 공인들이 천사적인 이미지를 강요 받고 

그렇게 보이려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신의 본연의 성격을 내비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심한 폭력으로 미디어가 타격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 

폭력을 의식하면서 착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야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들이 

모순적인 천사 같다고 느껴졌고 천사의 날개가 매우 무겁고 폭력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작가주의적 예술작가 E) 

 

“영국에 머물 당시 80 대로 보이는 나이든 노인이 아침 일찍 청소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그분이 청소를 하다 말고 길게 드리워진 자신의 그림자를 

보면서 서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저 정도 삶을 사신 분이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어떠한 생각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침에 드리워진 긴 그림자가 

마치 그분의 인생을 나타내는 것 같았거든요.“ 

(작가주의적 예술작가 F) 

 

“제 작업은 예술작가로서 느끼는 현실적인 부분에서 비롯되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한 

돈으로 작품을 만들어 전시를 하고 나면 통장잔고는 0 원이 되고…… 저를 포함해 

제 주변에 이와 같은 작가들이 많아요. 이와 같은 현실적인 부분에서 작가로서의 삶 

자체는 너무나 힘듭니다. 하지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나는 예술을 하는 

사람’이라는 감성..... 자존심이에요. 한편으로는 자신의 창작욕구만을 위해 

가족들이나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면에서 제 자신이 이기적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작가주의적 예술작가 H) 

 

“하나의 창작의 주제가 될 수 있는 문제는 제 무의식 속에서 지속적으로 나아 

사고과정을 거치게 되요. 이와 같은 과정이 지속되다 보면 느닷없이 의식영역으로 

전이되는데, 무의식에서 진행되던 제 생각이 의식으로 옮겨질 때가 창작의 시작이 

되요. 이로 인해 저는 무의식이 제 창조의 원천이라 할 수 있죠”  

(작가주의적 예술작가 I) 

 

“우연한 자리에서 새로운 세계관을 실어주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일상 속에서 

새롭게 마주친 사람을 통해 사물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안겨주기도 하구요. 심지어 

피카소와 같이 고인이 된 사람이더라도 그들과 대화를 시도해 볼 수도 있죠.”  

(작가주의적 예술작가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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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주제 설정  

 

이 단계는 초기의 모호한 개념을 수렴적인 사고과정을 통하여 독창 

적인 주제를 도출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다. 예술가가 설정한 

주제는 자신의 정신세계를 표현하는 것으로 작품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예술가는 자신이 설정한 주제에 주체가 되기도 하고 

타인의 관점에서 주제를 바라 보기도 하면서 예술적 감흥을 증폭시키기 

위해 집중하고 몰입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을 제외하고 바라보면 본질적인 것이 더 잘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기존의 것에 대한 의심을 품게 하고 

이로 인해 존재를 다시 바라 보게 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너무 관념적인 틀을 

가지고 있고 이것들로부터 지배를 받는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닦아내고 맑게 해서 현상을 직면해보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작품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원리를 제시해 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작가주의적 예술작가 A) 

 

“현대인이 왜 고민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모티브가 되는 이미지를 

찾다가 로뎅의 생각하는 사람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패러디 하는 방식을 썼는데, 

이미지를 차용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차용이 아니라 자신의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작가주의적 예술작가 B) 

 

“이와 같이 사회 속에서 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본연의 나를 없애간다는 생각에 

상실감이 들었어요. 일단은 이와 같은 제 생각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도 제 생각에 

대해 공감할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회화 과정을 거친 나 자신을 

먼저 표현해 보고 나를 변화시킨 요소들을 제거하여 본연의 나를 표현하는 작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작가주의적 예술작가 C) 

 

“오류라고 하는 것이 냉정한 세계잖아요. ON/OFF 만 있는 컴퓨터의 이런 

2 진법적인 논리의 세계에서 오류가 있다는 게 흥미가 있었어요. 오류가 많은 우리의 

삶과도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예를 들어 어떠한 철학이 생겨서 이분법적으로 

논리가 명확하다면 그 논리로부터 파생된 세상이 완벽해야 하지만 그렇지는 

않잖아요? 비트켄슈타인의 경우 1 기철학에서는 완벽한 자기 세계를 구축했어요. 

그런데 그 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다 허물게 되었어요. 이와 같이 

완벽하지 않은 우리 삶과 컴퓨터의 오류는 닮은 면이 있더라고요. 이로 인하여 이런 

오류를 CAD 사용 중에 찾아 보았고 이를 통해 CAD 에서의 오류라는 별도의 세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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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함으로 컴퓨터에 내재된 인간적인 속성을 표현해 보고자 했어요. CAD 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처음에는 제 개인의 문제였으나 이는 곧 대량생산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하고 본질적으로는 인류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와 같이 

컴퓨터를 통해 발생한 오류를 부정하려 하기 보다는 그 세계를 인정하고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어요.”  

(작가주의적 예술작가 D) 

 

“제가 과거에 제가 한 소속 사에서 연습생으로 있었을 때 느꼈던 감정들이 어느 날 

TV 를 통해 공인들의 모순된 모습 보면서…… 저도 과거에 제가 가졌던 감정들을 

치유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와 함께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네티즌이나 손쉽게 

소비하듯이 미디어를 접하는 사람들이 이런 피학의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에 대해 

인식을 했으면 합니다.“ 

(작가주의적 예술작가 E) 

 

“저는 작품은 보여지는 것이고 감상자는 보는 것이라는 관계가 일방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는 예술창작에서 끊임없이 재기된 이슈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제작품에서는 보는 사람과 작품의 관계가 일 방향적이기 보다는 등가로 형성되게 

하고 싶었어요. 나를 포함하여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제시하고 싶었어요.” (작가주의적 예술작가 G)   

 

“이런 생각에서 비롯된 내면적인 갈등에서 오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제 

작품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불확실성’이라는 무거운 내용을 작품으로 표현할 때도 

무거운 방식으로 취하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작품에 

인터렉티브함을 적용하여 제 자신을 포함한 이 시대 사람들이 느끼는 ‘불확실함’에 

대해 체험형식을 통해 제 생각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작가주의적 예술작가 H) 

 

 

2-2. 조형창작을 위한 개념화(배경의 인식과 사고)단계에서의 고려 

사항(Consideration)은 무엇입니까? 

 

한국의 작가주의적 예술작가들은 개념화 과정에서 자신이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효과적인 표현 방법에 대하여 많은 고민이 이루어 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위하여 자신의 의미전달에 효과적인 재료나 

기법을 발견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할애 하기도 하였다. 자신만의 

새로운 재료를 발견하고 재료가 가진 느낌을 이해하고 이를 다루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고 한다. 이를 통해 재료에서부터 작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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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유추하기도 하고 자신이 의도하고자 하는 의미를 대입하여 

재구성 해보기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람들이 가진 보편적인 통념을 저의 작품의 재료로 사용하려고 생각했어요. 이를 

위해서 저는 역 발상적인 사고를 하려고 노력했어요.”  

(작가주의적 예술작가 A) 

 

“세상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표현함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나 재료가 가장 

효과적일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요. 저는 사회화 되는 과정 속에서 제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남기는 적절한 표현방식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작가주의적 예술작가 C)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힘있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표현방법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았어요. 미디어 속에 허상을 좇는 

공인들의 모습을 부정적이거나 추하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작가주의적 예술작가 E) 

  

“조각에 순간이라는 시간을 함께 포착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이 있을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보았죠. 그림자가 가진 시간성과 경험 속 노인의 이미지,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어떤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을까를 가장 

고민했어요.” (작가주의적 예술작가 F) 

 

 

2-3. 조형창작을 위한 개념화(배경의 인식과 사고)단계에서 어떠한 

지식(Knowledge), 이해(Understanding), 역량(Ability)이 요구됩니까? 

 

한국의 작가주의적 예술작가들은 개념화 과정에서 자신의 작품의 

설득력을 위한 미술사에 대한 지식과 현대미술에서의 방법, 조형론, 

철학등과 같은 기본적인 지식들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시대의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이나 주관적인 사고 능력, 사고의 전환을 

통한 새로운 관점으로 대상을 보는 능력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미술사에 대한 지식과 현대미술에서의 방법, 조형론이 필요하죠.. 이와 같은 기본이 

되는 지식이 없으면 설득력을 상실하게 되죠.”  

(작가주의적 예술작가 A) 

 

“철학에 대한 이해도도 중요합니다. 예술과 철학은 같은 선상에 있는데 자신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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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사상가들의 생각을 읽는 것도 필요해요.”  

(작가주의적 예술작가 D) 

 

“사고를 전환하는 능력, 새로운 관점으로 보려는 시도들이 필요하죠.“ 

(작가주의적 예술작가 F) 

 

“작업이 시작하기 전에 무엇보다 많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달리 말하면 많은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죠. 동일한 주제나 문제의식에서 창작이 시작되어도 각자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풀어가는 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에요.”  

(작가주의적 예술작가 I) 

 

“시대의 문제에 대한 주관적 사고능력, 통찰력을 바탕으로 주제에 따른 다양한 

표현방식이나 소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작가주의적 예술작가 J) 

 

 

 
 

[그림 5-12] 사고의 유형별 개념화 단계에서의 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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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시각화 단계에서의 진행체계 

 

1. 한국의 대기업/전문회사 디자이너 

 

한국의 대기업이나 전문회사의 디자이너들은 시각화 단계에서 디자인 

조형창작을 위한 아이디에이션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개념화 단계에서 도출된 방향에 따라 형태적, 기능적, 

구조적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을 가진다.  

 

 

1-1. 조형창작을 위한 시각화 단계(개념의 가시화)를 위한 과정(Pro 

cess)과 방법(Method)을 말씀해 주십시오. 

 

⑴ 디자인 컨셉  

 

디자인 컨셉 과정에서는 분석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를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디자인 방향과 목표설정이 이루어 진다. 이 과정에서는 

디자이너의 전문분야뿐 아니라 다 학제적인 관점에서 통합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는 디자인 컨셉을 설정하기에 앞서 디자인 키워드를 

도출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브레인 스토밍(Brain-storm 

ing) 기법이 주로 활용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키워드가 도출이 

되면 키워드에 부합하는 이미지를 수집하여 컨셉을 설정하는데 

활용하게 된다. 디자인 컨셉은 향후 디자인 전개과정에서 디자인 

방향을 결정하는 것으로 컨셉을 명확하게 하여 의도하는 컨셉 이미지가 

결과물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개념화 단계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브레인 스토밍을 통해 

제안하고자 하는 컨셉을 설정한 후 컨셉에 따른 이미지를 나타내는 심플, 미니멀과 

같은 형용사적인 조형 어휘를 도출해요. 이후 키워드에 따라 다양한 이미지를 

수집하는데, 수집하는 이미지는 진행하는 아이템과 상관없이 자연물이든, 다른 

인공물이든, 느낌이나 이미지를 나타내는 시각적인 이미지 등을 모아 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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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핑(Mapping)을 통해 그룹화시키는 작업을 해요. 이와 같은 과정을 진행하며 

디자이너들간에 리뷰과정을 통해 키워드를 추가하거나 제거를 하는 등 디자이너들 

간에 상호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을 가지게 되죠. 매핑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이미지를 위주로 모아서 컨셉끼리 카타고리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필요에 

따라 경쟁사 모델들을 이미지맵화 하여 경쟁사의 조형적 특징을 파악하기도 해요.”  

(핸드폰 / 대기업 디자이너 A)  

 

“당시 저는 스포티한 컨셉을 담기 위해 이미지를 중심으로 많이 리서치를 

해보았어요. 이미지상에서의 조형적인 라인을 관찰하고 이를 스케치하는 과정에서 

적용하려고 애를 썼는데요…… 예를 들어 일본도나 무사의 칼에서 보이는 

직선적이고 다이나믹한 라인의 특징을 도어트림이나 도어핸들과 같은 스케치 

과정에서 적용해 보기도 했었어요. 당시 회사에서 추구하는 느낌이 심플하고 정제된 

방향이라 칼날의 이미지를 많이 찾아 보았고 이 이미지들을 아이디에이션 하는 

과정에서 적용하고자 애를 썼어요.”  

(자동차 인테리어 / 대기업 디자이너 D) 

 

 

⑵ 디자인 스케치  

 

디자인 스케치 과정에서는 디자인 진행과정에서 창의성이 핵심적으로 

요구된다. 디자인 컨셉이 정해지면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제적인 

형상화 작업이 이루어 지므로 조형을 다루는 능력과 감각이 매우 

중요하다. 스케치 과정에서는 조형의 외형적인 처리는 물론 기능적인 

면까지 포함된 전체적인 디자인 대상물의 실체를 나타내주기 때문에 

스케치는 디자인 개발의 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게 

된다. 

 

스케치 과정은 유형에 따라 단계가 존재하는데 초기 단계의 스케치는 

아이디에이션(Ideation)을 위한 스케치 단계로 썸네일(Thumb-nail) 

스케치, 러프(Rough)스케치 라고도 불린다. 이 단계에는 빠른 시간 

내에 다양한 아이디어 도출을 위하여 사실적인 묘사보다는 라인드로잉 

위주로 컨셉에 부합하는 조형을 창출하고자 노력하는 단계이다. 이후 

다양한 아이디어 스케치 결과물 중 좋은 아이디어들 만을 골라 좀더 

발전된 형태로 스케치를 진행해 나가면서 아이디어를 종합해 나가기 

시작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자신이 제안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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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여 사실적인 스케치를 하게 되는데 이를 렌더링(Rendering) 

이라고 한다. 렌더링은 디자인 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형태, 색상, 재질, 

패턴 등을 실재감 있고 명확한 형태로 표현해야 하며, 특징적인 부분은 

구체적인 설명을 첨부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오늘날에는 디자인 아이템 

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실제 제품 같은 재질감이 표현된 디지털 3D 

렌더링을 하기도 한다.  

 

“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썸네일 스케치 위주로 다양한 조형을 찾는데, 

이때 좀더 디테일한 표현을 필요로 하게 되면 포토샵에서 컬러터치 과정을 통해 

사실적 표현을 추가하기도 해요. 디자이너들간에 리뷰 과정 중에는 이와 같이 

시각화된 결과물과 함께 설명을 위한 다양한 이미지를 함께 추가하여 상호간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죠. 이중 발전 가능한 아이디어는 

3D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모델링을 통해 보다 실재감 있게 발전 시켜요. 이때는 주로 

큰 면 위주로 작업이 되며 특징적인 디테일을 표현하는 정도만으로 진행을 해요.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선정된 최종적인 안은 모든 디테일을 표현하여 사진같이 

표현하여 형태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요.” 

(핸드폰 / 대기업 디자이너 A) 

 

“점점 심플해져 가는 스마트폰에서 하드웨어적인 조형적 차이는 정말 작은 차이에서 

비롯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스마트 폰 외형의 작고 디테일 한 조형을 창출해내야 

하는 점에서 스케치의 비중은 다른 아이템에 비해서는 적은 것 같습니다. 러프한 

스케치를 통해 대략적인 형태감을 파악하면 요즘에는 스케치와 함께 바로 디지털 

모델링을 통해 러프하게 덩어리를 만들어가면서 조형에 대한 느낌을 보는 방법을 

써요. 이를 통해 작은 조형적인 차이와 R 값들을 변화시켜 가면서 이미지들을 

확인해 나가는 거죠. 면의 흐름, 두께, 비례에 대한 기본적인 느낌을 찾는 게 

중요한데, 그 중 몇 개를 디테일 하게 발전시켜가면서 그때 다시 스케치가 필요할 

수 있죠. 시각화하기 이전에 제품에 대해 파악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덩어리에서 

디테일 한 형태까지 생각해 나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핸드폰 / 대기업 디자이너 E) 

 

“기본적으로는 스케치를 통한 다양한 아이디에이션이 이루어졌고요. 스케일에 따른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도어트림의 도면을 실제사이즈로 출력해놓고 테이프드로잉을 

진행 했었어요. 스케치와 테이프드로잉은 일반적으로 큰 면을 위주로 작업이 

진행되지만 큰 면이 어느 정도 방향이 나오면 디테일을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자동차 인테리어 / 대기업 디자이너 D) 

 

“앞서 분석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디자인 컨셉이미지를 캐주얼 한 방향으로 잡았어요. 

이를 가시화 하기 위해 주로 썸네일 스케치와 3D 프로그램을 사용한 러프모델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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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했죠. 실제감있는 형상을 확인하고자 1:1 사이즈의 3 면도 중심의 아이디에이션 

이미지를 보며 디자이너들끼리 리뷰과정이 있었죠. 조형의 관계나 비례를 보면서 

컨셉이 적절하게 표현이 되었는지.. 이전모델의 장점이 효과적으로 계승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어요. 리뷰과정을 통해 일부 요소라고 하더라도 컨셉을 살릴 수 

있는 이미지 위주로 살펴보면서 이들을 살릴 수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도출해 냈죠. 

예를 들어 여기는 이 부분이 괜찮으니까 이 부분을 기준으로 나머지 부분을 다시 

재조합 해 보기도 합니다. 이는 컨셉에 부합하는 보기 좋은 이미지를 찾기 

위함이에요.”  

(핸드폰 / 대기업 디자이너 I) 

 

 

1-2. 조형창작을 위한 시각화 단계(개념의 가시화)에서의 고려사항 

(Consideration)은 무엇입니까? 

 

한국의 대기업/전문회사 디자이너들은 시각화 과정에서 새로운 조형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이와 함께 양산을 위해 요구되는 

조건들을 반영하여 현실성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프로젝트나 아이템의 특성에 따라 조형자체의 미적인 가치뿐 

아니라 주변과의 조화, 사용성, 그립감등 다양한 고려사항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각화 단계에서는 100% 조건(RQMT)을 맞추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조건(RQMT)을 고려하여 형상을 아이디에이션 하는 게 필요해요. 스케치를 통한 

아이디에이션 과정에서 일단 내 자신이 봤을 때 컨셉에 부합하는지? 보기 좋은 

이미지인지를 고려하지만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좋아 보이는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컨셉에 부합하는 가운데 어떠한 차별성을 찾으려고 애를 

써요.” (핸드폰 / 대기업 디자이너 A) 

 

“첫째는 조형적 미와 완성도. 그 다음에 대중의 선호도. 내가 단순히 좋아하는 것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매력적인 조형인지 아닌지, 그 다음이 양산성이에요. 그 

양산성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는 아닌데, 적어도 그 동안 생각을 해서 기본적인 

것들은 지켜가면서 디자인하는 것이 디자이너로서 같이 개발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라고 할 수 있죠. 또한 대량 생산을 전제하기 때문에 생산성을 고려 안 할 수 

없죠. 디자인은 하나의 미적 체계로 계획잡고 만들 때 생산성 등을 고려해야지, 그걸 

무시하고 멋지게만 해놓으면 나중에 생산성 때문에 수정하게 되면 방향이 

흐트러지게 되죠. 따라서 현실성을 반영한 조형과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더라도 

새로운 형태의 조형 사이에서 적정선을 찾는 부분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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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 전문회사 디자이너 B) 

 

“당시 프로젝트가 부분수정 형식으로 4dr 의 대쉬보드를 대부분 유지한 상태로 

디자인이 들어갔던 터라 도어트림과의 조화를 많이 고려해야만 했어요. 이는 

파생차를 할 때 어느 아이템을 진행하던 중요한 고려사항이죠.”  

(자동차 인테리어 / 대기업 디자이너 D) 

 

“생활가전 자체는 일종의 머신(Machine)이라 할 수 있어서 사용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이를 집안에 두고 사용할 때 보기 좋고 잘 어울려야 

할것이구요. 하지만 보기 좋은 형태와 사용성을 고려한 형태가 서로 양극에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에 대한 간극을 어떻게 맞추어 갈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생활가전 / 대기업 디자이너 F) 

 

“무엇보다 효과적인 그립감을 위한 형태에 대한 고민이 컷 구요, 리모컨의 특성상 

손의 위치에 따른 적절한 형태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어요.”  

(스마트 TV 리모컨 / 전문회사 디자이너 G) 

 

 

1-3. 조형창작을 위한 시각화 단계(개념의 가시화)에서 어떠한 지식 

(Knowledge), 이해 (Understanding), 역량(Ability)이 요구됩니까? 

 

한국의 대기업/전문회사 디자이너들은 시각화 과정에서 조형의 

원리에 대한 이해를 통해 아이디에이션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스케치 능력이 매우 중요 하다고 하였다. 

또한 오늘날 디지털 기반의 프로세스가 자리 잡으면서 컴퓨터를 활용한 

툴 운용능력도 필요하며 이와 함께 사용자의 편의성을 배려하기 위한 

인간공학적인 지식이 동원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조형원리는 경험적으로 몸에 체화 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디에이션 

하는 과정에서 선을 그리거나 형태나 컬러를 사용할 때 조형적으로 좋은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툴 운용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디자이너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현실화시키고 만들기 위해선 툴을 완벽하게 다룰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핸드폰 / 대기업 디자이너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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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성 관련하면 인간공학 관련 지식. 버튼의 위치, 원 핸드 오퍼레이션으로 할 

것인지, 투 핸드로 할 것인지, 사람들이 쓰기 편한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핸드폰 / 대기업 디자이너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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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작가주의적 예술작가 

 

한국의 작가주의적 예술작가들은 일반적으로 시각화 단계에서 하나의 

개념으로부터 의미를 도출해내어 실제적인 작품제작을 위한 형태를 

모색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구체적인 작품을 제작하기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세우게 된다. 

 

 

2-1. 조형창작을 위한 시각화 단계(개념의 가시화)를 위한 과정 (Pro 

cess)과 방법 (Method)을 말씀해 주십시오. 

 

⑴ 작품 구상  

 

이 과정은 작품의 주제에 따른 의미를 이미지화 하는 과정이다. 

의미를 표현하기 위한 형태를 찾는 과정에서 머릿속에서 지속적으로 

사고하면서 글을 쓰는 과정을 통하여 시각화 하거나, 스케치 과정을 

통하여 형태를 새롭게 조합하거나 재구성 하면서 자신이 구상한 형태를 

도출하는 과정을 가진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작품에 사용되는 

재료나 기법에 대한 고려도 함께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작품의 규모나 재료, 장소등과 같은 세부적인 요소들을 검토하여 

실제적인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스케치를 통해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작품의 이미지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사진을 

취합하는 활동도 병행 해요. 여러 사진을 꼴라쥬를 함으로서 새로운 이미지의 

영감을 얻죠.”  

(작가주의적 예술작가 B) 

 

“제가 느낀 생각을 형태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저는 지속적으로 키워드를 도출해 

보는데요, 예를 들어 공허함이라는 키워드에서 느껴지는 감정이나 이미지를 글로 

파생하여 쓰던지 그림을 그려 보아요. 이 과정에서 새롭게 느껴지는 것들을 

그려보기도 하고.. 다시 글을 써 보기도 하고……” 

(작가주의적 예술작가 C) 

 

“일단 에스키스(Esquisse)를 통해 습작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명확한 형태표현에 

그치지 않고 회화적으로 제가 생각한 의미와 느낌을 적절히 표현하지 위한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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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고자 애를 썼어요. 이 과정에서 소재를 탐색하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용할지에 대한 실험을 함께 진행해 보았어요.. 구체적으로 제가 원하는 느낌이 

느껴질 때까지 평면에 소재를 꼴라쥬하여 표현 해보기도 하는 등의 시도들로 

우연적인 조형을 발견하는 등 평면에서 형태만을 간단히 드로잉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드로잉을 통해 형태를 구상하는 정도로 그칠 수 있지만 

전 그 과정 속에서 그 이상의 것들을 찾아가려고 했어요.”  

(작가주의적 예술작가 E) 

 

“저는 주로 스케치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또한 메모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로 

기본적인 라인만을 사용한 스케치를 해요. 저에게 비주얼 메모라고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작은 크기로 진행하는데, 중간에 다른 

생각이 끼어 들지 않도록 가급적 해심적인 표현만 담은 빠른 스케치를 해요.”  

(작가주의적 예술작가 G) 

 

“가장 먼저 했던 활동이 제가 생각하고 경험하고 느낀 불확실성에 대한 글을 쓰는 

것이었어요. ‘불확실성’이란 단어 내에는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학문적 이론을 

내포하기도 하고, 20 대 청춘을 대표하는 현실적 언어이기도 하죠. 이것들은 다시 몇 

가지 이미지로 대체될 수 있는데, 저는 그 과정에서 놀이(Play)를 통해 ‘불확실성’을 

보여주고자 하는 방향과 ‘미로’라는 조형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었어요. 이 방식과 

더불어 저는 계속 질문하기라는 방법을 같이 사용했어요. 끊임없이 본인에게 자기 

질문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왜 하는지에 대해, 또는 왜 이런 형태, 재질, 작업 

방식인가 하는 것을 결정짓는 뚜렷한 기준점이 되기도 해요.”  

(작가주의적 예술작가 H) 

 

“작품의 주제가 정해지면 제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를 명료하게 다듬는 활동을 

합니다. 이를 위해 주로 글을 써보는데 이 과정을 통해 제 작품을 접한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경험을 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구상이 이루어 지게 되죠. 

이와 함께 어떠한 방법, 재료나 기술을 사용하면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효과적으로 전달될지에 대해 고민이 이루어 집니다.”  

(작가주의적 예술작가 J) 

 

 

⑵ 재료의 탐색과 검증  

 

한국의 작가주의적 예술작가들은 자신이 설정한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세상에 존재하는 사물이나 공간, 추상적인 형상을 

포함하여 다양한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이를 표현하기 위한 적절한 

재료를 탐색하는 단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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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신이 사용할 재료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형상화 하는데 

적합한지 검증 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검증 과정은 

간단하게 테스트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실험과 연습이 수반되어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저는 머릿속에서 생각한 아이디어를 실험을 통해 기법적인 부분을 확인해 보는 

과정을 가져요.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소재에 대한 실험뿐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연마 과정도 포함 되요.”  

(작가주의적 예술작가 A) 

 

“무기력한 현대인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소재를 찾아보려고 했죠. 그러다 발견한 

재료가 비누였어요. 비누가 가지는 촉감이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에 적합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다가 사람의 형상이 물에 들어가 있으면 더욱더 현대인의 무기력함이 

더 짠하게 표현될 거 같았죠. 그래서 작품을 수조 안에 넣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재료가 비누라서 녹지 않고 물 안에 넣는 법을 연구했어요. 화학전공 

친구에게 연락하기도 하고 화학관련 공부를 좀 했는데요…… 물에다가 염화칼슘을 

과포화 상태로 녹여두면 비누가 녹지는 않는다는 걸 알고 바로 실험에 들어 갔어요. 

제가 실험해보니 비누가 녹지는 않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자 점점 비누의 표면에 

종유석 같은 형태가 생성 되더라고요. 예상했던 조형은 아니었지만 실험 중에 

발견한 이런 우연한 조형이 현대인의 무기력함을 표현하는 작품의 이미지에 맞아 

떨어졌죠.”  

(작가주의적 예술작가 B) 

 

“저는 제가 사회화 과정 속에서 느끼는 상실감을 표현하기 위해 시험 작을 만들어 

가면서 제가 가진 문제의식에 따른 적절한 표현방식을 찾아보았어요. 처음에는 

정장을 입은 제 자신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머리는 제외하고 속은 다 뚫어져 있는 

형태로 연기를 내뿜을 수 있도록 했고 흔들리는 연기에 빔을 쏘아서 제 얼굴을 

표현하려고 했죠.”  

(작가주의적 예술작가 C) 

 

“실제 작품보다 작은 사이즈로 형태 감을 볼 수 있는 실험 작을 통해 형태적인 

가시화가 진행된 거죠. 스케치를 바탕으로 실험작을 만들지만 실험작을 만드는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들을 더 구체적으로 감을 잡을 수가 있죠. 경우에 따라 

3D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컴퓨터에서 구체화된 형태의 감을 보기도 합니다. “ 

(작가주의적 예술작가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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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가 가능성이 보이면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반드시 실험을 해봐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추가적으로 발생되어 다양한 작품으로 

파생 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우연한 시도가 가치 있는 경험이 되기도 하고, 이와 

같은 과정에서 새로운 결과물로 나타나는 거죠.  “ 

(작가주의적 예술작가 J) 

 

 

2-2. 조형창작을 위한 시각화 단계(개념의 가시화)에서의 고려사항 

(Consideration)은 무엇입니까? 

 

한국의 작가주의적 예술작가들은 시각화 단계에서도 자신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적절한 형태나 표현방법 등에 대하여 큰 비중을 가지고 

고민이 이루어 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조형 자체에 있어서 

새롭고 미적인 가치향상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고려사항인 것을 알 수 

있다. 

 

“제가 가진 문제의식을 조형창작을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형태를 보았을 때 오는 미적인 가치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작가주의적 예술작가 C)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형태를 찾아보려고 해요. 미와 추가 바로 분별되는 형태는 

재미가 없는 형태라고 생각해요. 이왕이면 낯선 조형을 찾고자 노력합니다. 징그러운 

것도 수렵생활의 본능에 의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미적으로는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작가주의적 예술작가 D) 

 

“실험작을 진행할 때 스케치에서의 형태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보다 실험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전달에 효과적인 형태를 찾으려고 

애를 썼어요.”  

(작가주의적 예술작가 H) 

 

 

2-3. 조형창작을 위한 시각화 단계(개념의 가시화)에서 어떠한 지식 

(Knowledge), 이해 (Understanding), 역량(Ability)이 요구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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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작가주의적 예술작가들은 시각화 과정에서 소재에 따른 

이해와 함께 조형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조형 창작에 있어서 

자신의 견고한 생각뿐 아니라 이를 형태로 만드는 능력간에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조형능력은 기본이고요, 독특한 소재를 발굴하여 이를 운용하는 능력도 중요하죠.” 

(작가주의적 예술작가 B) 

 

“보다 새로운 조형을 찾는다면 인문학적 의미를 이해하고 통합하고 통찰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작가주의적 예술작가 D) 

 

“자신의 생각은 견고하나 이미지로 뽑아내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 이 둘의 밸런스를 맞추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작가주의적 예술작가 H) 

 

 

 
 

[그림 5-13] 사고의 유형별 시각화 단계에서의 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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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구체화 단계에서의 진행체계 

 

1. 한국의 대기업/전문회사 디자이너 

 

구체화 단계는 시각화된 디자인을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단계이다. 이를 통하여 최적의 안을 평가하고 선택하여 실제 제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 지시서, 재료 및 칼라 샘플 등이 양산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사용된다. 

 

 

1-1. 조형창작을 위한 구체화 단계(실제적인 조형창작)를 위한 과정 

(Process)과 방법 (Method)을 말씀해 주십시오. 

 

⑴ 디자인 목업  

 

일반적으로 시각화된 스케치나 렌더링을 기반으로 모델링 작업에 

착수하게 되는데, 모델링(Modeling)은 사람의 힘으로 물리적으로 가공 

하여 제작하는 피지컬 모델링(Physical Modeling)과 컴퓨터를 활용하여 

3D 프로그램으로 작업하는 디지털 모델링(Digital Modeling)으로 나누 

어 진다. 모델링은 입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조형작업으로 다양한 뷰에서 

의도한 형태가 표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모델링 과정을 통하여 디자인 평가를 위한 디자인 목업을 

제작하는데 최소한 2 개 이상의 목업을 만들어 최종안을 가릴 수 

있도록 준비한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디자인 컨셉에 통제를 

받으며 아이디어 스케치부터 디자인 목업제작까지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아크릴이나 레진을 사용하여 하드목업을 만들게 되요. 하드목업을 제작하기 

전에 검증 단계를 거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과정은 예산절감의 이유도 

있지만 시간을 절약하는 이점이 있어요. 이러한 실제 목업전에 검증의 용도로 

조형의 물리적인 감을 보기 위해 설계나 생산들의 조건(RQMT)을 고려할 필요 없는 

이미지 목업을 만들기도 해요. 보통 하드목업은 유관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설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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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를 반영한 3D 데이터를 만들어 일반적으로 전문 모델업체로의 외주를 통해 

목업을 진행하게 되요. 하드 목업제작은 주로 외주 전문업체를 통해 이루어 지는데 

이를 위해 목업사양서가 필요해요. 목업 사양서의 내용은 각 파트 별 재질과 컬러를 

지정해주고 조립방식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요. 디자이너는 목업 

전문업체에 상주하면서 가공된 목업 형상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발견한 문제점들은 수작업을 통해 라인이나 면에 변화를 주는 

추가가공을 요청하기도 해요.” 

(핸드폰 / 대기업 디자이너 A) 

 

“실제적인 디자인 느낌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물과 같이 하드 목업을 만들어 봐야 

해요. 경우에 따라 목업의 스케일감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때마다 수정작업이 병행되죠. 또한 재질이나 컬러에 대한 부분도 이 과정에서 

함께 고려해 주어야 해요.”  

(조명 / 전문회사 디자이너 B) 

 

“스케치는 머릿속에서만 그려냈던 것이기 때문에 3D 로의 검증작업이 필요해요. 이 

과정에서 컴퓨터를 사용해서 디지털모델링이 진행이 되기도 하지만, 자동차의 

경우에는 클레이를 사용하여 소프트목업을 주로 진행해요. 목업 과정에서 

기본적으로는 회사에서 추구하는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많이 고려해서 정제된 라인과 

면 처리를 시도했어요. 젊고 역동적인 느낌을 추구하는 회사의 방향과 젊은 세대의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조형요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또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일반인들이 스포티함을 느낄 수 있는 칼라와 소재가 무엇인지 

분석해 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포인트 칼라와 가죽소재를 적용했어요.”  

(자동차 인테리어 / 대기업 디자이너 D) 

 

“모서리가 둥글고 부드럽게 처리하는 것이 제가 속한 기업에서 출시되는 대다수 

스마트폰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배면을 소프트하고 볼륨감있는 조형을 사용하여 

만졌을 때 거부감이 없도록 하고자 했었어요. 이는 회사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고려한 것도 있었지만 타겟 연령층인 중 장년층이 선호하는 조형을 반영한 부분도 

있었어요. 아무래도 소물류이다 보니 바로 바로 가공해서 형태체크가 이루어져요. 

비례나 형태감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쥐고 쓰는 물건이라 그립감에 대한 부분도 비중 

있게 다루어 져야 해요. 그래서 RP 를 통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봄으로 수시로 

검증하는 과정을 자주 가져요. 이 과정에서 사이즈, 비례, 재질감등의 총체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이러다 보니 유관부서와의 긴밀한 협업과정이 필요해요.”  

(핸드폰 / 대기업 디자이너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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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디자인 평가  

 

디자인 목업이 완료되면 이를 중심으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 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는 초기 디자인에서의 목표나 요구사항들의 반영 

여부 등을 포함하여 총체적으로 평가가 이루어 지게 된다. 이때에는 

디자인 최종 결정을 위하여 영업, 설계, 기획, 마케팅, 생산등 다양한 

유관부서의 실무자뿐만 아니라 최고 경영자들의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에는 이전 단계로 되돌아가 다시 진행이 

되기도 하며, 평가가 긍정적일 경우에는 결정된 최종안을 설계나 

생산관련 부서로 이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디자인 도면, 시방서 등을 

제공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 렌더링이나 디자인 목업등을 전달하기도 

한다. 디자인 전달 후에도 디자인과 관련부서간의 협의를 통해 양산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목업이 완료되면 평가과정을 통해 디자인을 결정하게 되요. 평가가 잘 이루어 지면 

제품사양서를 작성하여 이후 과정을 진행하는 유관부서에 전달하게 되죠, 최종 

디자인에서 만든 스킨 데이터를 설계팀에 전달하면 설계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한 

목업과 디자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설계데이터를 제작하게 됩니다. 양산이 되기까지 

디자이너는 유관부서와 지속적으로 양산되기 전까지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핸드폰 / 대기업 디자이너 A) 

 

“하드 목업이 나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평가를 받게 되는데 평가 

결과에 따라 이전 과정으로 되돌아 가기도 합니다. 평가가 무리 없이 완료되었으면 

최종 양산 품도 잘 나와야 하기 때문에 양산 follow up 과정을 통해 실제 구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조명 / 전문회사 디자이너 B) 

 

“목업이 완료되면 품평과정을 통해 디자인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때는 관련 실무자뿐 

아니라 경영진들이 모여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점을 찾아내거나 가능성을 검토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보통 자동차가 출시되기 수년 전에 이와 같은 평가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양산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고려하여 예측평가를 하게 되죠.”  

(자동차 인테리어 / 대기업 디자이너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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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조형창작을 위한 구체화 단계(실제적인 조형창작)에서의 고려 

사항(Consideration)은 무엇입니까? 

 

한국의 대기업이나 전문회사의 디자이너들은 구체화 단계에서 목업 

제작을 통해 실제적인 입체조형 창작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자신이 시각화 단계의 2D 스케치에서 생각한 형태가 

3D 입체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이점을 줄이고 스케치에서의 

느낌을 살려서 입체로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며, 디자인 조형창작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만큼 양산에 필요한 다양한 조건들을 검토하여 

자신의 컨셉을 유지시키면서도 조건들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이 단계에서는 마감품질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실제적인 형태로 구현이 가능한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요. 스케치와 같은 그림 

상에서는 가능할 것 같지만 물리적으로는 표현이 안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 

이와 함께 생산이나 설계에 따른 조건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핸드폰의 경우 

설계적으로 스킨 안에 반드시 들어가는 부품으로 인해 절대적으로 차지할 수 밖에 

없는 공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LCD 의 크기, 버튼크기, 사용성등의 제약 

요소를 설계 파트와 같은 유관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설계나 생산 가능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산이 가능하도록 조건들을 반영 하지만, 이로 인하여 

컨셉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또한 적용 

가능한 신소재가 무엇인지 알아보기도 하고 금속, 플라스틱, 유리와 같이 구체적인 

소재에 대한 적용성을 고려합니다.”  

(핸드폰 / 대기업 디자이너 A) 

 

“스케치나 머릿속에서 구상한 것이 목업제작 과정에서 적절하게 표현되었는지 

확인해보고, 생각한 이미지와 다를 경우 수정하기도 하는데, 구상한 이미지를 실제 

목업에 적절히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 많은 고려를 합니다.”  

(조명 / 전문회사 디자이너 B) 

 

“디자이너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실제적인 제품을 구현하기 위해 설계와 같은 

유관부서와 조율하는 과정 속에서 컨셉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패턴, 칼라, 마감품질을 많이 고려해야 해요. 실제 양산에 직결되는 만큼 피니싱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자동차 인테리어 / 대기업 디자이너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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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조형창작을 위한 구체화 단계(실제적인 조형창작)에서 어떠한 

지식(Knowledge), 이해(Understanding), 역량(Ability)이 요구됩니까? 

 

한국의 대기업/전문회사 디자이너들은 구체화 단계는 양산에 근접한 

디자인 조형창작 단계로 칼라와 소재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가공이나 

생산관련 지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목업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생각한 형태와 다른 느낌으로 가공이 되거나 가공상의 문제점 

이 발생하게 될 때 이에 따른 적절한 대응력 또한 매우 중요 하다고 

하였다.  

 

“소재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인간공학, 생산, 후 가공에 대한 지식등이 필요해요. 

이는 금속, 플라스틱, 알루미늄을 어떻게 가공 하느냐에 따라 느낌이 다양하기 

때문이죠.”  

(핸드폰 / 대기업 디자이너 A) 

 

“목업이 상상했던 것과 다르게 나올 경우, 빠르게 판단해서 수정 여부 결정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원래 의도는 투명한 느낌이면서 위에 면이 

보여야 하는데...... 깊이감을 주기 위해 배면을 인쇄한 경우......막상 끼웠더니 빛을 

제대로 안 받아서 평짝처럼 보이거나 하면 급하게 수정해서 투명한 느낌을 버리고 

차선책으로 윗면의 느낌 살리는 방향으로 한다던 지...... 이와 같이 의도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때 컬러 변경이든 가공 방법 변경이든, 소재 변경이든 순간 순간 대처 

하고 차선책을 선택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조명 / 전문회사 디자이너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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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작가주의적 예술작가 

 

한국의 작가주의적 예술작가들은 구체화 단계에서 실제적인 조형 

창작이 이루어 진다. 즉 이 단계를 통하여 자신이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를 형상화 함으로 실제적인 작품으로 완성하게 된다.  

 

 

2-1. 조형창작을 위한 구체화 단계(실제적인 조형창작)를 위한 

과정(Process)과 방법 (Method)을 말씀해 주십시오. 

 

 

⑴ 작품의 형상화  

 

주제를 형상화하는 단계는 본격적인 작품제작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 

이 착수된다. 이 과정에서 작품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단독으로 진행 

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가의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협업을 통하여 

해결하기도 한다. 

 

또한 예술가들은 작품을 진행하면서 자신에게 체화되어 있는 조형 

원리나 질서들을 자신의 미적 판단에 의하여 시각화 단계에서 계획한 

방향에 맞추어 진행한다. 작품을 진행하는 동안 예술가는 자신의 

주제가 잘 표현되었는지, 소재나 기법들은 적절한지, 자신의 작품을 

관람할 감상자들은 자신의 작품을 통해 무엇을 느끼게 될 지와 같은 

다양한 요소와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스스로 분석하고 수정해 가면서 

창작의 고뇌와 즐거움을 동시에 느끼게 된다.  

 

이와 같이 자신의 작품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도가 

효과적으로 표현이 되는지 평가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전의 단계로 

되돌아 가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작품을 중단하고 보류하기도 

한다. 작품을 보류하는 것은 작가 마음속에서나 작업실에 보관하면서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는 것으로 작가들이 계속해서 작품에 대한 집중을 

놓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더욱더 발전된 작품 

활동을 하는데 기반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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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형상화 과정을 통하여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이 되는 것은 

창작자의 주관적인 판단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하나의 작품이 

되는 것은 예술가의 의도와 작품의 의미적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하는 미학적 판단 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예술에서는 심미적, 의미론 

적 함축성이 강조되며 새로움과 독창성뿐만 아니라 의미 형식의 부합성 

에 대한 미학적인 판단을 내림으로서 작품이 완성된다. 일반적으로 

예술가들의 조형 창작은 창작자 스스로가 만족할 때까지 이루어지며 

자신이 만족 할 때가 작품이 완성되는 시점으로 보았다. 

 

“형식에 있어서는 기존의 양각방식의 조각을 사용하지 않고 역상조각의 기법을 사용

했어요. 이를 통해 정지해 있는 조각품이 마치 움직이는 듯한 가상현실적인 상황을 

연출할 수가 있죠. 또한 물리적으로 만져질 수 있는 양감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물

질적인 실체가 없는 공허한 구덩이를 발견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가진 관념의 불안정

함을 일깨워 주고자 했어요. 이와 같은 기법을 일상적인 삶 속에 대입하여 다양한 

작품을 진행했는데, 지금 보는 작품은 일상적인 현실 중 우리 어머니 세대의 고된 

여성의 삶을 모티브로 담아본 거에요. 할머니의 고된 삶을 나타내기 위해 할머니의 

모습을 다른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 감추어 존재감이 희미하게 표현을 했어요. 빛이 

적어 희미해 보이는 것은 할머니의 생명이 다했음을 의미하구요, 할머니의 모습을 

감싸고 있는 큰 그림자는 할머니의 고된 삶을 나타내려고 한 거죠.”  

(작가주의적 예술작가 A) 

 

“사회화라는 외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본연의 나 자신을 구멍이라는 조형을 통해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물론 링을 연결하여 제 자신의 형태를 만들어 가는 방

법도 있지만 제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는 의미를 작업 과정 속에도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먼저 제 자소상을 다 만든 후 구멍을 뜷어가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 했어요. 

작품의 소재는 튼튼하고 가벼운 폴리코트를 사용했고요. 색상은 전시공간을 고려해

서 흰색으로 했어요. 이는 제가 뚫어놓은 구멍에 더 시선이 가게 하고 싶기 때문이

었죠.”  

(작가주의적 예술작가 C) 

 

“오류 속에 파생된 형태의 특성상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물질화 할 수는 없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찾던 중 오징어 뼈가 층을 이루고 있듯이 현실에서 어떠한 존재를 

만들 때 이와 같이 만들어 갈수는 없을까라고 생각해보았어요. 즉 유기체의 적층원

리를 오류가 있는 면에 쌓아 올리면 형태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금 알갱이를 만들어 형태를 형성하는 방식인 누금기법을 생각했고, 이와 같이 알갱

이를 사용한 적층구조를 가지면 물질화가 가능하였죠. 저는 컴퓨터에도 인간적인 속

성과 닮은 오류로 인해 형성되는 세계가 있으며, 이를 활용하면 수공예적이고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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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감성을 느낌의 작품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컴퓨터에서 나타나는 오류로 인

한 형태에 생명의 생성원리를 가지고 접근하여 컴퓨터에 숨어있는 인간적인 속성을 

따뜻하고 숨쉴 수 있는 형태로 세상에 표현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 작품을 통해 

이 밖에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작가주의적 예술작가 D) 

 

“조각의 경우에는 빛의 종류와 방향에 따라 그림자는 다양한 형태를 가지게 되고 이

로 인해 작품의 느낌도 달라지죠. 하지만 당시에 내가 노인을 관찰하면서 경험한 그 

순간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림자의 위치와 형상을 조각에 그려 넣는 페인팅기법을 적

용했어요. 이는 제 작품에 당시 제가 경험하고 느낀 그 순간이라는 시간적인 개념을 

함께 표현하고 싶기 때문이었죠. 저는 작품 하나하나가 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건

데요, 일종의 다이어리를 쓰는 것과도 같아요. 위인전은 그 사람의 이벤트가 모여서 

되듯이 제 기억들을 작품으로 모아가는 작업과정에서 제가 경험한 순간을 작품과 함

께 포착하고 싶었습니다. 이와 같이 경험 속에서 각인요소를 표현에 활용하여 하이

퍼리얼리즘으로 사실적 재현을 하지 않고도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작품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작가주의적 예술작가 F) 

 

“저는 환영과 실체에서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적인 부분을 위주로 주로 고려

했어요. 이를 위해 영상 미디어를 활용하여 사물의 중첩 표현을 적용해 보았어요. 중

첩처리는 작품을 위한 실험과정에서 우연적인 발견이었어요. 이와 같은 표현이 사물

의 실체와 환영을 보여주는데 있어서 적절한 기법이라고 판단했고요.”  

(작가주의적 예술작가 G) 

 

“일단 작품의 스케일을 크게 했어요. 또한 역 피라미드형의 고층구조를 가진 미로 형

상의 제 작품을 통해 감상자가 불안한 감정을 느끼게 하고 싶었죠. 또한 마감이 잘

된 작품 보다는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재나 흔적들을 그대로 노출시킴으로써 제

가 가진 고민의 감정을 작품에서 나타내고자 했어요. 또한 미로의 형상을 가진 제 

작품의 구조를 보면 시작점과 끝점을 없앴어요. 막혀있는 미로 속에서 스크린을 통

해 RC카를 조종하는 놀이와 같은 체험과정을 통해 감상자들은 즐거움을 경험하지만 

결국 막힌 미로 속에서 불확실함을 느끼고 답답하고 허무한 감정을 느끼게 하고자 

했었죠.”  

(작가주의적 예술작가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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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작품 전시  

 

완성된 작품을 전시하는 과정 또한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표현하는데 중요한 활동이다. 이는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면서 작품의 

위치나 순서, 다른 주변 작품들과의 관계성으로 느낌이 다양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적인 조형창작에서는 공간연출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말하자면 디스플레

이 하는 단계까지 자신의 작품컨셉을 담아야 합니다.”  

(작가주의적 예술작가 B) 

 

“작품전시를 위한 디스플레이도 매우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디스플레이를 위해 경우

에 따라 전시장의 도면을 받아 스케치 업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디스플레이에 관한 

사전 시뮬레이션을 컴퓨터로 진행해 보기도 해요.”  

(작가주의적 예술작가 H) 

 

 

2-2. 조형창작을 위한 구체화 단계(실제적인 조형창작)에서의 고려사항

(Consideration)은 무엇입니까? 

 

한국의 작가주의적 예술작가들은 구체화 단계에서 자신의 조형창작을 

통해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효과적으로 전달되는지에 대한 

고려뿐 아니라 작품 자체의 미적 가치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작품전시를 위한 디스플레이 역시 자신의 

작품컨셉을 담고자 하였다. 

 

“제가 가진 문제의식을 조형창작을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

것도 모르고 그냥 형태를 보았을 때 오는 미적인 가치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부

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작가주의적 예술작가 C)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의미전달을 위한 적절한 형태와 표현방법을 찾으려고 지속적

인 반문을 하기도 합니다.”  

(작가주의적 예술작가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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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조형창작을 위한 구체화 단계(실제적인 조형창작)에서 어떠한 

지식(Knowledge), 이해(Understanding), 역량(Ability)이 요구됩니까? 

 

한국의 작가주의적 예술작가들은 구체화 단계에서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나 소재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

하여 작품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작품을 실제적으로 제

작하는 능력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조형창작을 즐기고 몰입하는 능력뿐 아니라 자신의 의미전달을 위한 방법을 끊임없

이 연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작가주의적 예술작가 F) 

 

“물리적인 작품의 제작능력도 소홀히 할 수 없어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작품자체에 

작가의 의미와 사상이 다소 미약해도 미적 완성도가 뛰어나면 이로 인해 파생되는 

가치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작가주의적 예술작가 H) 

 

 
[그림 5-14] 사고의 유형별 구체화 단계에서의 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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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외향적 사고와 내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 진행체계 비교 

 

1. 외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 진행체계 

 

한국의 대기업과 전문회사 디자이너들의 조형창작 과정을 통해 살펴

본 외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은 다음과 같은 단계적인 흐름을 가진다. 

 

첫 단계는 개념화 단계로 문제를 파악하고 디자인 조형창작의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이다. 주어진 문제와 상황을 이해하고 관련자료를 분석 

하고 디자인 목표와 조건이나 요구사항 등을 이해하여 향후 아이디어의 

전개방향을 설정하여 향후 제안될 디자인 안에 대한 평가 근거를 

마련하는 단계이다.  

 

문제 발견

객관적 인식

객관적 분석

목표설정

개념화

 
 

[그림 5-15] 외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에서의 개념화 단계 

 

다음 단계는 시각화 단계로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분석을 

바탕으로 디자인을 가시적으로 전개하면서 아이디어를 종합하는 과정 

이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디자인 방향에 따른 구체적인 이미지나 

형태로 표현하기 위한 디자이너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감/발상

해결안의 모색/발전시각화

 
 

[그림 5-16] 외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에서의 시각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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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단계는 구체화 단계로 문제해결을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창조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컨셉에 부합하는 이미지를 재현한 형태를 

창조하고 이를 평가하여 초기에 규명된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안을 

결정함으로 문제해결을 실현하는 단계이다.  

 

컨셉 이미지의 형상화

평가/결정
구체화

 
 

[그림 5-17] 외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에서의 구체화 단계 

 

  한국의 대기업과 전문회사 디자이너들의 조형창작 과정을 살펴보고 

[그림5-18]과 같이 외향적 사고기반의 디자인 조형창작의 진행체계를 

일련의 시스템으로 모형화하였다. 물론 디자인 아이템의 특성이나 상황

에 따라 진행체계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외향적 사고기반의 디

자인 조형창작의 진행체계에 대한 큰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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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18] 외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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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 진행체계 

 

한국의 작가주의적 예술작가들의 조형창작 과정을 통해 살펴본 내향

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은 다음과 같은 단계적인 흐름을 가진다. 

 

첫 단계는 개념화 단계로 예술창작이 이루어 지기 위한 동기가 형성 

되는 과정이다. 예술창작에서의 문제는 창작자의 감정이나 창작적 

기분과 같은 창조욕구에서 비롯된 필요에 의해 창조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창작자 스스로 삶 속에서의 다양한 현상들을 통찰하며 도출한 

문제에 대해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해석하는 가운데 창작의 방향을 

설정하는 단계이다.    

 

문제 창조

주관적 인식

주관적 해석

주제설정

개념화

 
 

[그림 5-19] 내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에서의 개념화 단계 

 

다음 단계는 시각화 단계로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에 담고자 하는 

의미나 생각들을 명확하게 하는 내면적 전개 과정이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표현하기 위한 적절한 

형태와 표현기법에 대한 발상이 이루어 진다.  

 

영감/발상

내면적 전개
시각화

 
 

[그림 5-20] 내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에서의 시각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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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단계는 구체화 단계로 자신의 작가적인 의지에 따라 실제적인 

조형창작 과정을 통해 하나의 형식화된 작품으로 전개하는 단계이다. 

전달하고자 하는 자신의 메시지를 형태로 환원하여 하나의 작품을 

완성함으로써 감상자와의 소통이 이루어진다. 

 

의미의 형상화

감상
구체화

 
 

[그림 5-21] 내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에서의 구체화 단계 

 

 

한국의 작가주의적 예술작가들의 조형창작 과정을 살펴보고 [그림 5-

22]와 같이 내향적 사고기반의 예술 조형창작의 진행체계를 일련의 

시스템으로 모형화 하였다. 물론 일정한 체계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예술 조형창작의 특성상 작가들마다 진행과정에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창작자의 사고에 큰 비중을 두는 내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 진행 체계에 대한 큰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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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22] 내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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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유형에 따른 조형창작 진행체계를 비교해 보면 각 단계에서의 

창작자의 사고관점과 세부적인 활동과 방법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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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창작

Creation

작품전시

Exhibit

체험과 탐색

Experien ce&Explo ration

주제 설정

Theme Set-up

**소비자및 경쟁사의 디자인 경향

**국내/외 디자인 트랜드

**기술/가공방법

**시장조사

**시장/기술/디자인트랜드(도표분석)

**경쟁사 제품현황(이미지맵)

디자인 개발 의뢰(의뢰자)

디자인 개발 계획(디자이너)

디자인의 방향과 목표설정

디자인 키워드 도출

이미지 수집

컨셉도출

아이디어의 종합

아이디에이션

스케치

렌더링

피지컬모델링

디지털모델링

**시장의 변화를 예측한 객관적 평가

**평가기법

**시장평가

**사용자 평가

*양산 Follow-Up

삶속에서의 주관적 통찰**

자기 반성적 대화**

주관적 문제의식**

내면적 성찰**

다양한 관점의 사고**

지속적인 반문과 의심**

주관적 인식과 해석**

수렴적사고

독창적 주제 도출

주제의 의미를 가시화*

지속적인 사고

글쓰기

생각의 스케치**

재료의 테스트

재료의 실험과 검증

지속적인 평가/수정

창작자의 미학적 판단**

작품의 위치나 순서 고려

문
제

인
식
/
주
관
적

해
석

문
제

인
식
/
객
관
적

분
석

의
미

구
상

이
미
지

구
상

의
미

구
현

이
미
지

구
현

개
념
화

시
각
화

구
체
화

 
 

[그림5-23] 사고의 유형에 따른 조형창작 진행체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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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외향적 사고와 내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  

특성 비교 
 

사례연구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외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은 외부 

의 조건을 고려하여 최선의 형태창출을 통한 문제해결이 중심이 된다. 

반면 내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은 수요라든가 시장만족이라는 가치 

향상 보다는 스스로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면서 창작자의 정체성과 

진정성을 담기 위한 조형창작이 이루어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5.4.1. 문제의식 
 

조형을 중심으로

파생되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

자신의 상태나 내면에서

출발하여 사회와

시대적인 문제로 확대

외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 내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

경쟁사 비교

자기 상태/내면의 성찰

시대에 대한 문제의식

기능성/실용성

판매부진

 
 

[그림5-24] 사고의 유형별 문제의식 
 

외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은 일반적으로 조형을 중심으로 파생된 

현실적인 문제의식에서 비롯되는 반면, 내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은 

주관적 해석과정을 통한 창조된 문제로 자신의 상태나 내면에서 출발 

하여 개인의 사적인 문제에서 시대적인 문제까지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간다. 

 

 

5.4.2. 조형창작의 사고체계 
 

관성의 굴레속에서

본질적으로 위험을

최소화

당연한 것에대한

지속적인 의심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

외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 내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

프로정신 작가정신

고정관념 / 관습에 대한 저항

독창성

자신만의 정의조건 (생산/설계/법규/일정)

관습적인 사고

현실성

 
 

[그림5-25] 사고의 유형별 조형창작의 사고체계 
 

외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은 본질적으로 위험을 최소화 하려는 

소위 프로적인 본능으로 한계를 넘어서려는 욕구를 억누르는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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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반면, 내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은 남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당연한 것에 대한 지속적인 의심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특성이 있다.  

 

 

5.4.3. 창의적인 조형창작 
 

존재하는 것들을

새롭게 발전시키는 것

외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 내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

전례가 없던 표현이나

개념을 창출하는것

이윤창출

메세지 전달

의식세계에 대한 이해

본능/본성

철학/사상

대중성

벤치마킹

 
 

[그림5-26] 사고의 유형별 창의적인 조형창작 
 

창의적인 조형창작에 대하여 외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은 존재하는 

것들을 새롭게 발전시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반면, 내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은 널리 알려지지 않은 요소들에서 새로운 것을 시도 함으로 

전례가 없던 표현이나 개념을 창출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창조적 과정의 결과를 사람들이 혁신적이고 색다르고 개성적 

이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자 노력한다. 

 

 

5.4.4. 조형창작을 위한 영감의 근원 
 

형태화 되고

시각적으로

구체화된 이미지

추상화 되고

시각적이지 않은

것들에 대한 탐색

외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 내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

의식세계

무의식의 세계

자신의 꿈 / 꿈일기

독서, 음악, 마임

가공되지 않은 현실세계
트랜디한 제품

현실속 다양한 조형

 
 

[그림5-27] 사고의 유형별 조형창작을 위한 영감의 근원 
 

외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의 경우에는 시각적으로 구체화된 

이미지들과 같이 의식적인 것들에서 조형창작의 영감이 비롯되는 반면, 

내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의 경우에는 독서, 음악, 심지어 자신의 

꿈과 같이 추상화 되고 무의식적인 것들까지 조형창작의 영감으로 활용 

되어 직접적이기 보다는 근원적인 것들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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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조형창작의 원동력 
 
 

외부조건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이해

근본적인 것에대한

의문을 통한

자신의 생각

외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 내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

출시일 / 타겟유저 상상의 세계를 쓴 자신의 노트

생각의 스케치

다름에 대한 성찰변경범위 /생산단가

스펙

 
 

[그림5-28] 사고의 유형별 조형창작의 원동력 
 

  외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은 전문 리서치 기관의 자료를 통해 타겟 

유저나 스펙과 같은 외부조건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해하는 것이 

조형창작의 원동력이 되지만, 내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은 창조적 

활동의 동기를 자신의 내면에서 찾는다. 이로 인해 민족지학자들과 

같이 뛰어난 관찰력과 호기심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하며 

근본적인 것에 대한 반문 과정에서 비롯되는 자신의 생각이 조형창작을 

이끄는 엔진이 된다.  

 

 

5.4.6. 조형창작의 주안점 
 

지향하는 이미지를

형태로 환원

자신의 의미나 생각을

형태로 환원

외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 내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

스타일링 스케치

글쓰기

실험

경험/체험적 의미 표현

형이상학적 가치추구

이미지맵

형이하학적 가치추구

시각적 이미지 표현

 
 

[그림5-29] 사고의 유형별 조형창작의 주안점 
 

외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은 전 진행 과정에서 생산이나 설계에 따

른 조건들을 검토하고 반영하면서도 컨셉 이미지를 고수하고자 노력하

는 반면, 내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은 효과적인 재료나 가공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병행하여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은 

형태를 창출 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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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외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은 조형의 외형에 주안점을 두

어 지향하는 이미지를 형태로 환원하는 형이하학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반면, 내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은 본질적인 요소인 자신의 의미나 

생각을 형태로 환원하는 과정을 통하여 형이상학적 가치를 추구하려는 

특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외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 

(한국의 대기업/전문회사의 디자이너) 
 

 

내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 

(한국의 작가주의적 예술작가) 

 

문제유형 
 

 

현실적 문제 

 

창조된 문제 

 

고려대상 
 

 

타인(소비자, 클라이언트) 

 

자신(창작자) 

 

창작목적 
 

 

제품판매(이윤창출) 

 

전시(창작자의 메시지 전달) 

 

창작의 시작 
 

 

외적 요구  

 

내적 욕구  

 

창작의 가이드 
 

 

컨셉 

 

철학 

 

창작관점 
 

 

조형의 외적 속성(이미지) 중시  

 

조형의 내적 속성(의미) 중시 

 

접근유형 
 

 

구체적 목표 완수 (문제해결 중심) 

 

작업자체가 탐구과정 (문제제기 중심) 

 

사고체계 
 

 

위험의 최소화 

 

새로운 가치창출 (지속적인 의심) 

 

창작의 방향 
 

 

트렌드, 소비자 성향 분석 

 

주관적 통찰에 따른 작가의 의지 

 

창작의 모티브 
 

 

관련사례 및 다양한 사례의 이미지분석 

 

삶 속의 경험이나 체험 속 의미고찰 

 

창작의 주안점 
 

 

실용적 가치 + 심미적 가치창출  

 

소통의 가치 + 심미적 가치창출 

 

창작의 원동력 
 

 

외부 조건이해 

 

자신의 생각 

 

조형창의 유형 
 

 

사용을 위한 창작(제품) 

 

감상을 위한 창작(작품) 

 

사고유형 
 

 

이성적 

 

직관적 

 

지향점 
 

 

대중적인 조형창출(보편적) 

 

자기표현적 조형창출(작가적) 

 

조형언어 
 

 

범용적으로 활용 가능한 조형언어 

 

정체성 있는 조형언어 

 

[표5-5] 외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과 내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의 특성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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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균형적 사고기반의 디자인 조형창작 개념모델 

제안 

 

한국의 대기업 디자이너와 전문회사 디자이너들을 통해 살펴본 외향

적 사고기반의 디자인 조형창작 과정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접근을 통

해 진행상의 효율이 높을 수 있다. 하지만 디자이너의 사고를 중심으로 

자유로운 상상력을 확산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진행과정에 내향적 사고가 보완한 통합적 접근으로 사고의 적

절한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이와 같은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4장

에서 살펴본 돈코베르그와 짐배그널(Don Koberg & Jim Bagnall, 1991)

의 문제해결을 위한 7단계 모형에 이론적인 기초를 두고, 5단계 디자인 

조형창작 과정으로 체계화 하였다. 

 

정의

2.Defiition

발상

3.Ideation

창작

4.Creation

평가

5.App raisal1.Accept P roblem

문제수용

돈코베르그와 짐배그널
(Don Koberg & Jim Bagnall, 1991)

Analysis Define Ideate Select Implement EvaluateSituation

 
 

[그림5-30] 디자인 조형창작의 5단계 과정 

 

 

이와 함께 사례연구에서 도출한 외향적 사고와 내향적 사고기반의 조

형창작 진행체계의 특성들을 접목하여 [그림5-31]과 같이 디자인 조형

창작활동에 있어서 균형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통합적인 접근 가능성을 

제안하기 위한 개념 모델을 다음과 같이 구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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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관점접근관점접근방법 접근방법

외향적 접근

통합적 접근과정

문제상황

Integrated thinking app roach

내향적 접근

정의

2.Defiition

발상

3.Ideation

창작

4.Creation

평가

5.Appraisal

1.Accept Problem

문제수용

창작자가 생각하는

본질적 의미나 가치와

조형과의 적합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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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31] 균형적 사고기반의 디자인 조형창작의 개념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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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조형창작은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일반적인

데 ‘돈코베르그와 짐베그널’은 디자인에서 다루는 ‘문제상황’116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이 다양한 유형으로 설명하였다.  

 

ㆍ개선이 필요한 상황  

(A situation in need of improvement) 

ㆍ변화해야 할 조건  

(A condition in need of change) 

ㆍ실현되지 않은 목표, 목적, 의도 또는 욕망 

(An unrealized goal, aim, intention or desire) 

ㆍ프로젝트 또는 업무  

(A project or task) 

ㆍ만족되지 못한 욕구  

(An unsatisfied need) 

ㆍ극복되어야 할 장애물, 장애, 한계  

(A barrier, a limitation; an obstacle to be overcome) 

ㆍ건설적인 목적  

(A constructive purpose) 

ㆍ불균형, 부조화, 무질서, 분열  

(An imbalance; disharmony; disorder; disunity)  

 

본 연구자가 제시한 개념모형은 이와 같이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하여 외향적 접근과 내향적 접근이 통합적으로 이루어 지는 

디자인 조형창작 진행체계라고 할 수 있다. 
 

문제상황
Problem Situation

내향적 접근외향적 접근

 
 

[그림5-32] 문제상황에 대한 통합적 접근체계 

 

이를 위한 초기단계인 ‘문제의 수용(Accept Situation)’과정에서는 문

제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활동과 창작자 스스로 주관적으로 

                                            
116 Don Koberg & Jim Bagnall, op.cit., P30 



 

 175 

인식하고 해석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 지게 되어 통합적으로 문제의 

수용을 시도하는 단계이다. 이를 통하여 ‘정의(Definition)’과정에서는 

앞 단계에서 도출된 다양한 정보들을 기반으로 통합적 사고를 통해 창

작자가 생각하는 의미와 가치, 이미지들을 도출하며 창작의 방향성을 

부여하는 된다. 이후 ‘발상(Ideation)’단계에서 는 정의 단계에서 도출한 

의미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아이디어나, 형태를 모색하게 

된다. 이와 같은 아이디어는 ‘창작(Creation)’단계를 통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실체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최종적으로는 ‘평가(Appraisal)’과정을 

통하여 문제해결에 이르거나, 평과 결과에 따라 이전 단계로 피드백

(feed-back) 될 수 있다. 

 

 

5.5.1 문제 수용(Accept problem) 

 

1.문제수용소비자 조사

시장 조사

트랜드 분석

경쟁사 분석

의미나 가치 탐색

선입견(관념, 통념) 제거

지속적인 의심과 자기반문

창작자의 관찰도구화

Accept Problem 내향적 접근외향적 접근

 
 

[그림5-33] 문제수용 단계의 통합적 접근 

 

문제를 수용하는 것은 창작의 출발점으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기

반으로 대상의 특징을 자세히 관찰하여 의미 있는 정보들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돈코베르그와 짐베그널’은 문제를 ‘문제를 수용117 ’하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ㆍ자신의 에너지를 목표를 향해 몰입하는 것  

(To commit your energies to an aim or goal) 

ㆍ동기를 설정하고 동기 유발하는 것  

(To establish motives and become motivated) 

                                            
117 Ibid.,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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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이 단계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해석118하는 것은 발산적 사

고를 통한 문제해결을 위한 탐색 과정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ㆍ사실을 발견해야 하는 것  

(To become involved in fact-finding) 

ㆍ주제나 상황을 탐구하는 것  

(To research the subject or situation) 

ㆍ질문하고 비교하는 것  

(To question and compare) 

ㆍ정보나 자료를 수집하는 것  

(To gather data or information) 

ㆍ문제의 내부를 들여다 보고 영감을 찾는 것  

(To look inside the problem; search for insight) 

ㆍ상황을 조사하고, 세밀하게 분석하는 것  

(To examine, dissect, decompose the situation) 

 

이와 같이 문제의 수용 과정은 자기 동기유발이 되어 문제해결의 원

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정확한 문제해결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연구자가 제안하는 모형에서 ‘문제 수용’과정은 외향적인 사고관점에

서 접근하는 유형과 내향적인 사고관점에서 접근하는 유형이 통합적으

로 진행이 되는데, 외향적인 사고관점에서 접근하는 유형은 현재 한국

의 대기업이나 디자인 전문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환경, 

소비자, 시장조사등과 같이 표적집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정량적인 

결과를 활용하는 접근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법만

으로는 예상하는 가설에 대한 근거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새로운 가치

나 가능성을 발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복잡하고 다양성이 중시되는 시대에서 시장이나 트렌드 조사와 같은 통

계적 수치를 통한 객관적으로 이루어 지는 조사나 분석만으로는 사람들

의 ‘본질적 욕구’나 ‘본질적 가치119’까지 도출하기는 쉽지 않다.  

                                            
118 Ibid., P53 
119 본질적 가치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이되고 핵심적인 가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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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령 외향적 접근 방법의 한가지로 ‘소비자 조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평균이 되는 정규분포에 포지션 되어 있는 타깃이 주된 관찰대상으로 

정규분포 이외에 형성된 타깃에 대해서는 간과하기 쉽다. 이로 인하여 

미국의 디자인 이노베이션 기업인 IDEO에서는 주방기구를 디자인 할 

때 평범한 주부를 상대로 관찰하기보다는 첫째, 주방 기구가 뭔지 모르

는 어린아이, 둘째, 주방에 잘 들어오지 않지만 기구사용법을 아는 학생, 

셋째, 매일 사용하는 전문요리사를 살펴본다고 한다.120 IDEO에서는 이

와 같은 세 부류를 극단적 사용자(extreme user)라고 하며 이들을 관찰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를 보면 진정 무

언가 새롭고 본질적인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관점에서 대상

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관찰을 통해 공감하고 

창작자의 직관을 활용하여 상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논리적

으로 분석해서 알 수 없는 사람들의 감정을 느끼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말하거나 표현하지 않은 마음속에 내재된 본질적인 욕구까지 

알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문제 수용’단계에서 내향적 사고를 통해 접근하

는 유형을 접목하여 통합적으로 문제를 수용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 단계에서의 내향적 접근은 창작자 스스로가 자신의 감성과 직관을 

활용하여 문제를 인식하고 해석하기 위한 관찰 도구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수준을 넘어 창작의 영감

(insight)이 될 수 있는 ‘의미’나 ‘가치’를 찾는 관찰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많은 것을 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

여 많은 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기존의 관념이나 통념과 같은 기존의 선입견

을 벗고 새로운 관점으로 사고하고 해석하여 가치를 찾아내는 것이 필

요하다. 이를 위해서 ‘왜’라는 형태의 질문을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던저

볼수 있다. “왜 이 제품을 사용하는지?”, “왜 이렇게 하면 안되지?”, “어

떤 상황에서 이 제품을 주로 사용하는지?”, “왜 이와 같은 형태나 재질

                                            
120 [초대석]美최고 디자인 기업‘IDEO’총괄책임자 마르쿠스 디벨, 동아일보, 2007.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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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만들어야 하는지?”와 같이 창작자 스스로 끊임없이 의심하고 반문하

는 내적 탐색 과정을 통해 자신의 생각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문제의 근

원적 본질을 찾기 위해 시도할 수 있다.  

 

 

5.5.2 정의(Definition) 

 

2.정의전략/방향 수립

스펙검토

이미지맵

컨셉 이미지

창작물의 정체성 재정의

글쓰기

생각의 스케치

의미나 가치의 종합

Definition 내향적 접근외향적 접근

 
 

[그림5-34] 정의 단계의 통합적 접근 

 

이 단계는 문제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도출한 다양한 정보들로부터 도

출된 ‘의미’나 ‘가치’들을 종합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품의 정체성을 새

롭게 정의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문제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루

어진 외부조사와 내부조사를 기반으로 이에 적합한 이미지나 창작자 자

신만의 정의를 통해 창출된 의미, 가치 등을 종합하여 창작의 방향성을 

부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제를 수용하는 과정이 다양한 정보를 모으는 발산적인 사고

과정 이라면 정의는 이들을 수렴하는 사고를 통해 핵심적인 가치를 내

포한 창작의 방향성을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문제의 본질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며, 문제 해결을 보다 명료하게 

할 수 있다. 

 

  ‘돈코베르그와 짐베그널’은 ‘정의121’에 대하여 문제의 주요 논점을 결

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ㆍ문제의 핵심적인 의미를 추출하는 것 

                                            
121 Don Koberg & Jim Bagnall, op.cit.,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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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extract its essential meaning) 

ㆍ문제의 핵심 요소를 표현하는 것 

(To express its key ingredients) 

ㆍ분석과 종합간의 의미를 연결하는 것 

(To determine a meaningful connection between Analysis and Synthesis) 

ㆍ방향을 찾아내는 것 

(To find direction; to establish bearing) 

ㆍ목적이나 기대를 명확히 하는 것 

(To clarify objectives or expectations) 

ㆍ사물의 본질로 들어가는 것 

(To get to the heart of the matter) 

 

  이와 같이 이 단계에서 정의는 통합적인 문제의 수용 과정을 통해 도

출된 유형별 정보들을 종합하고 수렴함으로 본질적인 의미를 담은 방향

을 확립하여 발상단계로 진행되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문제를 인식하고 해석한 바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문제에 

대하여 글을 쓰거나 자신의 생각을 스케치하는 활동을 통해 문제해결의 

방향이 될 수 있는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의미나 이를 내포한 이미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5.5.3 발상(Ideation) 

 

3.발상
발상기법(브레인스토밍)

관련 사례(이미지) 탐색

2D스케치

본질적 가치 탐색

편견에 대한 반문

입체스케치

근원적(무의식,감정) 탐색Ideation 내향적 접근외향적 접근

렌더링

 
 

[그림5-35] 발상 단계의 통합적 접근 

 

  이 단계는 제품의 본질을 통찰하여 제품의 최종적인 모습을 상상하는 

과정이다. 즉, 앞 단계에서 자신이 내린 정의를 기반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를 구현하기 위한 형태를 모색하고 수렴하

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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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코베르그와 짐베그널’은 ‘아이디어122’에 대하여 문제해결이나 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이나 선택 가능한 안이라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

하였다. 

 

ㆍ다양한 해결수단을 창출하는 것 

(To generate various means for reaching a solution)) 

ㆍ정의한 바를 실현시킬 대안을 찾는 것 

(To find optional ways to realize a definition)  

ㆍ다양한 전략을 제안하는 것 

(To suggest various strategies) 

 

  이와 같이 아이디어는 명확히 규명된 문제를 풀 수 있는 가능한 해결

책 또는 정해진 목표로 가는 길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단계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도출하기 위해서 기존의 인식

은 잠시 내려놓고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일반적으로 발상을 위해 많이 사용되는 브레인 스토밍을 진행 할 경우 

비판하지 않는 것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규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상할 때에는 선입견을 버리고 다양한 생각

들을 발산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후 수렴하는 과정을 가지게 된다.    

 

  토론토 대학교 로트먼 경영대학원의 학장인 로저마틴은 지식의 심화

과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어떠한 지식이나 초기에는 미

스터리(mystery)한 상태인 혼돈가운데 있지만 이는 경험칙과 같은 진전

된 이해를 통해 경험규칙(heuristics)화 되고 이는 단계적으로 문제해결

이 가능한 언어화된 알고리즘(algorithm)이 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험규칙이나 알고리즘은 단지 부분적인 경향성이 강조된 것으로 

현실적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미스터리 전체를 설명할 수 없으며, 창

조적인 발상을 위해서는 경험규칙이나 알고리즘을 벗어나 미스터리 상

태에서 탐색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강조 하였다.  
 

                                            
122 Don Koberg & Jim Bagnall, op.cit., 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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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리
새로운 유형의

발상을 위한

탐색영역

경험규칙

알고리즘

 
 

[그림5-36] 로저마틴이 설명한 지식생산필터
123

 

 

  앞서 사례연구를 통해 예술가들이 발상과정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는 판단의 틀을 접어두고 근원적인 본질을 떠올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는 보다 자유롭고 창

의적인 발상을 위하여 기존의 경험규칙이나 알고리즘에 의한 작용을 잠

시 멈추고자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새로운 발상을 위해서는 기존의 편견이나 인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치를 찾고자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의하여 창작자 스

스로 반문하는 과정을 통해 창작대상에 대하여 기존의 편견과 인식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이와 달리 ~하다면 어떠할까?”, “이를 통해 어떠한 

의미를 창출할 수 있을까?”와 같이 스스로 반문하는 과정을 통해 창작

자 스스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조합하고 연상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발상을 디자인에 적용하게 되면 가령 ‘휴대폰’을 디자인 할 때에도 ‘더 

가볍게’, ‘더 빠르게’, ‘더 충전시간을 오래’와 같은 전형적인 생각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다. 휴대폰이 가져야 할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해 

생각의 영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실제적인 창작에 앞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새로

운 형태를 모색하기 위한 발상이 필요하다. 형태를 모색하기 위한 방법

                                            
123 로저마틴, 이건식 역, 디자인 씽킹, 웅진윙스, 2010,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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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일반적으로는 스케치(2D drawing)를 꼽을 수 있겠지만,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하여 입체 스케치(3D drawing)를 병행 

할 수도 있다. 입체 스케치는 종이, 페트병, 뚜껑과 같은 주변의 기성재

료를 활용하여 자신이 생각한 형태를 입체적으로 조합 한 후 그 위에 

테이프를 사용하여 라인을 그어보는 스케치 활동을 말한다. 이는 평면

에 드로잉 위주의 스케치만으로 도출되지 않는 좀더 심화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활용 될 수 있다. 물론 형태적으로 다소 조악할 수도 있겠

지만, 이는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며, 자신이 발상한 형태를 물

리적으로 확인해가면서 실제적인 감을 느끼는 데에 큰 가치가 있는 것

이다. 

 

  또한 새로운 조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이미지들에 대

한 탐색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형태에 대한 영감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진정 새롭고 혁신적인 조형을 발상하기 위해서는 

탐색의 대상을 확대하여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는 분야나 경우에 따라 

보다 근원적인 것들까지 탐색할 필요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형태적 유

사성이 직접적인 범주에서 탐색을 그치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가공되

지 않은 것들이나, 소리, 감정, 자신의 꿈과 같이 비 가시적이고 비물질

적인 영역까지 탐색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새로운 형태의 발상을 시

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이와 같이 근원적인 것들에 대한 탐

색을 통해 새로운 조형을 모색하는 하는 과정에서 창작자만의 가치와 

차별성을 나타낼 수 있는 아이덴티티(identity)의 발견을 기대할 수도 

있다. 

 

  이처럼 새로운 아이디어나 형태를 다양하게 모색한 후에는 수렴적 사

고를 통해 앞 단계에서 정의한 목표를 얼마나 만족시키는지 확인하며 

아이디어를 선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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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창작(Creation) 

 

4.창작3D프린터 / RP

디지털/피지컬 모델링 형태실험

의미나 가치를 담은 형태찾기

Creation 내향적 접근외향적 접근

 
 

[그림5-37] 창작 단계의 통합적 접근 

 

  창작 단계 이전까지는 문제해결을 위한 관념적인 모색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창작 단계는 관념을 유형화하는 과정으로 발상단계에

서 산출한 아이디어를 현실세계에 실현하기 위해 형태적으로 구체화 시

키는 물리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진정한 고수는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는 칼을 뽑지 않는다”는 말처

럼 목업(mock-up)과 같은 실제적인 창작을 착수하기에 앞서서 물리적

으로 만들어보면서 가능성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 단계

에서는 본격적인 창작에 앞서 다양한 형태실험 124이 선행 될 수 있다. 

이는 발상단계에서 도출한 아이디어를 최종적인 조형으로 환원하기 전

에 자신의 감각을 활용한 사전 검증과정으로 ‘창작자가 생각하는 본질

적 의미나 가치가 내포된 효과적인 형태를 찾아보는 실험이라 할 수 있

다. 따라서 형태실험 과정은 ‘어떠한 형태가 효과적인지?’, ‘자신이 생각

한 의미나 가치가 느껴지는지?’와 같이 창작자의 반문과정 속에서 이루

어지게 되어 실제적인 조형으로의 구현 가능성을 피드백 받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형태실험은 가급적이면 창작자가 손쉽게 다룰 수 있는 재료가 적절하

다. 이와 같은 형태 실험과정을 통해 창작자가 생각한 의미나 가치를 

내포한 이미지를 형태로 표현해 보는 과정에서 발상단계에서 도출되지 

않은 아이디어가 추가적으로 떠오를 수도 있다.  

 

                                            
124 형태실험은 다루기 쉬운 원소재를 활용하여 입체스케치(3D drawing)의 러프한 형상보다 구체화된 

형태를 만들어보는 활동에 해당한다.  



 

 184 

  또한 3D 프린터와 같은 RP(rapid prototype)장비를 활용하면 실제 

목업을 제작하기 전에 기술적 구현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실험 과정을 통해 가능성을 확신하게 되면 디지털 모델링

(digital modeling)과 피지컬 모델링(physical modeling)을 통한 실제적

인 창작활동을 통해 평가를 위한 목업으로 완성하게 된다. 

 

 

5.5.5 평가(Evaluation) 

 

5.평가이미지 평가

사용성 평가

감성 평가

의미나 가치에 대한 평가Applaisal 내향적 접근외향적 접근

 
 

[그림5-38] 평가 단계의 통합적 접근 

 

  이 단계는 창작과정을 통해 최종적인 창작물을 평가하는 과정으로 평

가의 결과에 따라 문제해결에 이르거나, 이전 단계로 피드백(feed-

back) 될 수 있다. 디자인 조형창작은 순환적 과정으로 최종 창작의 평

가를 통한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에는 일정 내에서는 언제든지 이전 단

계로 되돌아 가게 된다. 

 

  일반적으로 디자인에서 조형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창작자를 포함해 

다수의 인원들이 모여 시장상황과 사용자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객관

적인 관점에서 평가를 하게 된다. 이와 같은 평가는 주로 정량적인 평

가기법을 활용하여 비교적 용이하고 안정적 일수 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 대우에서 출시한 세제가 필요 없는 마이더스 

세탁기의 경우, 세제보다 저렴한 전기분해제를 사용하여 비용도 절감하

고 환경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이었으나 실패사례로 분류

되고 있다. 주된 이유로 사람들은 거품이 나는 모습을 보아야 세탁이 

잘된다고 생각하는 느낌이 강하여 세제가 필요 없는 마이더스 세탁기에 

신뢰를 하지 못한 것이다. 이는 기존의 정량적인 평가기법 만으로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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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이와 같은 제품을 접했을때 사람들이 가지는 느낌까지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볼 때 외향적인 평가뿐 아니라 내향적인 평가를 통

해 다각적인 관점에서 통합적인 평가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외향적 평

가가 어떻게 보이고 사용되는지에 중점을 두는 것이라면, 내향적 평가

는 어떻게 느껴지고 어떠한 의미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186 

제 6 장 결 론  

 

  디자인에서의 조형창작은 사용자를 배려하고 대중적인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창작자의 사고가 중심이 되는 접

근은 창조적 혁신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물론 경우에 따

라 창작자의 ‘작가적인 창의성’이 반영된 새롭고 독특한 발상은 내부적

으로 긴 토론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노골적인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다. 이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보수적이 되기 쉽고, 위험을 감수하려 하

지 않아서 대부분의 사람이 만족하는 제품에 안주하려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정한 혁신을 이루고자 한다면 대중을 만족시킨다는 이유로 적

당히 현실과 타협하는 마음을 경계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점에서 디자인

에서 이 두 가지 측면은 모두 고려되어야 하며, 그 사이에서 적절하게 

균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창작자의 사고유형에 따

른 창작자의 관점과 조형창작의 관계를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 이와 같

은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한 균형적인 사고를 통한 디자인 조형창작의 가

능성을 모색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1921년 칼융(Carl Gustav Jung)이 분류한 사고유형에 따

른 조형창작의 개념과 창작자의 사고를 디자인과 예술창작에 대한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사고의 스펙트럼 양극단에 있는 한국의 대기업이나 전문

회사의 디자이너들과 한국의 작가주의적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사고관점과 진행체계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하여 사고유형과 창작자의 

관점에 따른 조형창작의 특성을 실증적으로 비교하였다.  

 

  이를 통하여 외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은 창작자 자신이 아닌 외부

의 요구에 의한 문제해결 중심의 조형활동이 이루어 지며, 심미적 가치

뿐 아니라 인간의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실용적 가치가 함께 고려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창작자들은 생산이나 설계 등의 외부

적인 조건들을 검토하고 반영하지만, 컨셉이 되는 이미지를 고수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 진다. 이와 같이 실용성이라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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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에 시장상황이나 트렌드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사용자들에게 수용될 

수 있는 객관적인 심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다르게 내향적 사고기반의 조형창작은 창작의 동기가 외부에서 비

롯되기 보다는 창작자 스스로의 창작욕구에서 비롯되는걸 볼 때 창작자

의 내면이 조형창작의 출발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하여 효

과적인 재료나 가공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병행하여 자신이 전달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은 형태를 창출 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창작자의 철학과 사상에 따른 내향적인 

사고가 중시되며, 창작과정 자체는 창작자의 내면적 의미를 외부로 드

러내는 특성이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본 연구자는 ‘돈코베르그와 짐베그널’이 제시한 문제해결

을 위한 창작자의 사고과정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사례연구를 통해 살

펴본 사고 유형별 조형창작 특성이 통합적으로 적용된 진행체계 모델을 

제시하였다. 물론 실제적인 디자인 조형창작 과정은 제시된 모델에 비

하여 상세하게 미분화 되어 다양한 요소가 존재하나, 연구자의 모델은 

균형적인 사고기반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 

조형창작을 위한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후속연구로는 디자인 조형창작에 있어서 사고의 유형별 

통합적 접근을 보다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 할 수 있는 가이드라

인에 대한 연구도 추후의 심화연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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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인터뷰 1: 디자이너와 예술작가의 조형창작 관점의 비교 

 

 

안녕하십니까?  

본 질문지는 “디자이너와 예술작가의 조형창작 관점의 특성비교”를 위한 

연구에 사용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의 의견은 연구자의 

학술적인 연구에만 활용될 것이며 개인 신상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솔직하고 성의 있게 인터뷰에 응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3년 8월  

연구자: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석사과정 배은준 

 

 

A. 다음은 본 설문의 통계를 위한 내용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의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올해 나이는 어디에 속하십니까? 
 

① 20~29세  ② 30~39세  ③ 40~49세  ④ 50세~60세  ⑤ 60세 이상 

 

 

3.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디자이너 (경력:  )  (소속:          )  

② 예술작가 (경력:  )  (전시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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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다음은 디자이너와 예술가의 조형창작 관점 비교를 위한 질문 

입니다. 

 

 

 

Section_01 개념화 단계에서의 창작관점 

 

1. 귀하는 어떠한 목적으로 조형 창작활동을 시작 합니까? 
 

1.1 귀하의 답변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2. 귀하의 조형 창작활동에서 가장 큰 고려 대상은 누구입니까? 
 

2.1 귀하의 답변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3. 귀하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 조형창작의 방향을 설정됩니까? 
 

3.1 귀하의 답변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3.2 귀하의 답변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Section_02 시각화 단계에서의 창작관점 

 

1. 귀하가 설정한 조형창작의 방향을 시각화 하기 위한 영감(모티브)은 

주로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1.1 귀하의 답변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1.2 귀하의 답변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2. 개념을 가시적인 형태로 발상하는 과정에서 귀하가 표현하고자 

노력하는 주안점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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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귀하의 답변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2.2 귀하의 답변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Section_03 구체화 단계에서의 창작관점 

 

1. 실제적인 창작과정에서 귀하는 어떠한 성격의 조형언어를 사용 

하고자 노력합니까? 
 

1.1 귀하의 답변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1.2 귀하는 이와 같은 조형언어를 사용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을 사용 

하십니까? 

 

 

 

2. 조형창작이 완료된 후 귀하의 조형창작을 통해 창출되는 가장 큰 

가치는 무엇입니까? 
 

2.1 귀하의 답변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2.2 귀하의 답변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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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2: 디자이너와 예술작가의 조형창작 진행체계의 비교 
 

 

안녕하십니까?  

본 질문지는 “디자이너와 예술작가의 조형창작 진행체계의 특성비교”를 위한 

연구에 사용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의 의견은 연구자의 

학술적인 연구에만 활용될 것이며 개인 신상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솔직하고 성의 있게 인터뷰에 응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3년 8월  

연구자: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석사과정 배은준 

 

 

A. 다음은 본 설문의 통계를 위한 내용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의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올해 나이는 어디에 속하십니까? 
 

① 20~29세  ② 30~39세  ③ 40~49세  ④ 50세~60세  ⑤ 60세 이상 

 

 

3.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디자이너 (경력:  )  (소속:          )  

② 예술작가 (경력:  )  (전시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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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다음은 디자이너와 예술가의 조형창작 진행체계 비교를 위한 

질문 입니다. 

 

 

 

Section_01 개념화 단계에서의 조형창작 진행체계 

 

 

1.1. 조형창작을 위한 개념화(배경의 인식과 사고)를 위한 과정 

(Process)과 방법(Method)을 말씀해 주십시오. 
 

1.1.1 어떠한 배경(문제점이나 가능성)에서 조형창작이 시작 되었습니까? 

1.1.2 이를 위하여 어떠한 방법이 사용 되었습니까? 

1.1.3 이와 같은 방법이 사용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1.1.4 이를 통해 어떠한 생각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1.5 이와 같은 생각을 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1.2. 조형창작을 위한 개념화(배경의 인식과 사고)단계에서의 고려사항 

(Consideration)은 무엇입니까? 

 

 

1.3. 조형창작을 위한 개념화(배경의 인식과 사고)단계에서 어떠한 

지식(Knowledge), 이해(Understanding), 역량(Ability)이 필요 합니까? 

 

 

 

Section_02 시각화 단계에서의 조형창작 진행체계 

 

 

2.1. 조형창작을 위한 시각화(개념의 가시화)를 위한 과정 (Process)과 

방법(Method)을 말씀해 주십시오. 
 

2.1.1 개념화 단계에서 도출된 생각을 가시화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이 사용 

되었습니까? 

2.1.2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어떠한 이미지나 의미가 도출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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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이와 같은 이미지나 의미가 도출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2.2. 조형창작을 위한 시각화(개념의 가시화) 단계에서의 고려사항 

(Consideration)은 무엇입니까? 

 

 

2.3. 조형창작을 위한 시각화(개념의 가시화) 단계에서 어떠한 지식 

(Knowledge), 이해(Understanding), 역량(Ability)이 필요 합니까? 

 

 

 

Section_03구체화 단계에서의 조형창작 진행체계 

 

 

3.1. 조형창작을 위한 구체화 단계(실제적인 조형창작)를 위한 

과정(Process) 과 방법(Method)을 말씀해 주십시오. 
 

3.1.1 시각화 단계에서 도출된 이미지나 형태를 구체화 하기 위해 어떠한 

조형언어(조형요소, 색상 ,소재 ,구성)가 사용되었습니까? 

3.1.2 왜 그와 같은 조형언어(조형요소, 색상 ,소재, 구성)를 사용하였습니까? 

 

 

3.2. 조형창작을 위한 구체화(실제적인 조형창작) 과정에서의 

고려사항(Consideration)은 무엇이며 그 이유(Reason)는 무엇입니까? 

 

 

3.3. 조형창작을 위한 구체화(실제적인 조형창작) 과정에서 어떤 

지식(Knowledge)이 필요하며 그 이유(Reason)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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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ison of the characteristics in the 
formative creation based on thoughts of 

extroversion and introversion 
 

Bae Eun Joon 

Industrial Design, Dept. of Craft &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Nowadays design is developing pursuing emotional values and 

satisfaction beyond rational values based on functions favored in the 

industrial society according to the change of values through the stream 

of times. The functions and quality of the products released in the 

market have already been standardized and now it is being required not 

design for production and consumption but design by the designer’s 

philosophy. 

 

Design in Korea played a pivotal role in promoting production and 

sale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stream of economy whose first priority 

was fast economic growth, through ‘a 5-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in 1962. Today, after 40 years since then, design in Korea still 

plays a key role for development of state, material growth, accretion of 

wealth, and promotion of consumption. Surely, design competitive 

power in Korea has more grown than in the past but it hasn’t reached 

the level that it plays a leading role in the design trend of the world. 

There are some reasons behind the matter, one of which is much 

dependence on just extraverted thinking and approach based on 

suppliers’ viewpoint such as analysis of trend in the marke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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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chmarking in most major companies and design specialty companies 

which lead design of Korea. 

 

On the other hand, searching for the examples of self-expression 

tendency design which leads design trend of the world, we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fact that creators’ thoughts, originated in the viewpoint 

of artists with internal introspection about sociocultural background 

and periodical change, play center roles in their design formative 

creation. 

 

Likewise, the viewpoints of creators in formative creation can be 

divided into two, one is the viewpoint of suppliers which sees design as 

industrial roles for economic value improvement and the other is that of 

artists which aims for self-expression values as cultural function. At 

this moment, if creators' thinking places too much emphasis on the 

viewpoint of artists, their design can’t be connected to innovative 

creation activities beyond category existing in the market because of the 

emphasis on industrial characteristics. Also, if it is weighed towards the 

viewpoints of artists, it can be difficult to accept their design because it 

is too far away from universality and popularity. In light of these, it is 

important in desirable design formative creation to have a proper 

balance between them, considering basic attribute of design rather than 

leaning toward either suppliers’ viewpoint or artists’. Therefore, in this 

study, I have tried to find the possibility for balancing the thinking 

viewpoints for creative and innovative design by researching the 

relation between viewpoints according to creators’ thinking types and 

formative creation. 

 

For this, I examined the basic attribute of the formative creation based 

on extroversion and introversion through theoretical consideration of 

design and art creation, according to thinking types Carl Gustav Jung 

classified and defined in 1921. Through this research, it has been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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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the thinking types and viewpoints of creators have a large impact 

on the creative works. 

 

In addition, to more deeply compare the characteristics of formative 

creation by thinking types, I made a case study for comparing 

viewpoints and processing systems of the specialists who have stark 

differences in thinking. As instances for this, I gave interviews to total 

20 people, the designers of major and design specialty companies and 

self-expression artists in Korea, and then checked the characteristics of 

formative creation according to the thinking types and viewpoints of 

creators. Finally, as a further study, I presented the possibility about 

design formative creation process system based on the balanced 

thinking by suggesting a model which creators’ viewpoints by thinking 

types and the attributes of each process system are synthetically applied 

to. 

 

 

 

Keywords : extraverted thinking, introverted thinking, design, art, formative creation. 

Student Number : 201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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