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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오늘날 한국 사회는 사회 구성의 측면과 경제의 측면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변화된 모습을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다. 사회를 이루는 기본 단

위인 가족은 20세기 중반 이후 3세대 이상 같이 사는 대가족의 형태가 많

은 비중을 차지했다면, 20세기 말에는 3~4인으로 구성된 2세대 가족이 많

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리고 21세기 초반인 오늘날은 1인 가구가 그 비중

이 점점 커지고 있다.

사회 전반으로는 1인당 소득은 과거에 비해 많이 증가하였으나 최근

급격한 주거비용 상승과 이에 따른 물가 상승은 사회 모습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임대 주거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주거지 이동도 많아

졌다.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은 과거의 일로 치부되며 대다수의 사람들에

게 그 의미가 희미해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나 안정성이

라는 개념도 약해지고 있다.

1인 가구의 증가와 경제 상황의 변화는 사람들의 가치관에도 영향을

주며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들이 확산되는 결과를 가지고 왔

다. 욜로(YOLO, You only live once)족과 같이 지금 당장의 삶의 만족과

자기 계발을 중시하는 사람들부터 유행에 민감하고 결혼과 같은 전통적

가치관보단 개인에 대한 투자에 관심이 많은 중년층인 영 포티(Young

Forty)의 등장은 이러한 변화의 단면을 잘 보여준다.

변화된 사회의 모습과 경제 상황은 개인의 가치관과 소비 성향에도 많

은 영향을 주었다. 경제적, 기능적 측면에서 합리적이면서도 동시에 개인

의 라이프스타일 및 가치관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제품 및 브랜드들에 대

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패션에서는 SPA 브랜드, 가전 및 전기 제품에서

는 프리미엄 미니 제품들이, 그리고 가구에서는 페스트 퍼니처 제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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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가 이러한 수요를 맞추기 위해 등장하였다.

페스트 퍼니처를 비롯한 일련의 제품 및 브랜드들은 가격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구매 가능한 가격대를 이루고 있고, 기능적인 면에

서 작은 주거 공간 및 잦은 주거지 이동 등 1인 가구의 라이프스타일에

적합하며 유행 및 시대성에 어울리는 디자인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품 및 브랜드들은 전반적으로 낮은 제품 내구도와 완성

도로 싼 가격에 구입하여 짧게 쓰고 쉽게 버리는 낭비적 소비문화를 종용

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유행에 부합하는 디자인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부

분 기존의 유명 디자인과 유사성을 띠며 획일적, 기능적, 생산 효율적 형

태 및 미감 위주의 스타일링은 몰개성 하여 역설적으로 개인의 가치를 중

요시 하는 오늘날의 사람들의 필요에 부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페스트 퍼니처 제품 및 브랜드들의 문제점들은 사용자 및 소비

자들이 이들 제품 및 브랜드들을 소비하고 사용함으로 근본적으로 얻고자

하는 ‘사회적 선망’(사회적 맥락 속 타인에게 인정받는 개인의 가치 및 개

인성)이라는 갈증을 해갈해주지 못한다. 사람들로 하여금 경제적 현실과

사회적 선망이라는 바람 사이에서 무력감과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한계를

지닌다.

본 작품연구는 오늘날 한국의 변화된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서 등장하

고 소비되는 페스트 퍼니처 제품 및 브랜드들이 사용자들의 삶에 있어 경

제적·기능적 합리성 측면에서만 부분적으로 도움이 될 뿐 개인의 가치 추

구 및 만족에 있어서는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사용자들의 경

제적 규모를 위시한 현실과 개인의 가치 및 행복 추구 사이의 간격을 좀

더 적극적이고 근본적으로 좁혀 줄 수 있는 디자인 연구 및 제안이 필요

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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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민주주의, 사회적 선망, 그리고 경제적·기능적 합리성의 측면에

서 페스트 퍼니처 제품 및 브랜드들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구체적 디자

인 제안을 위해 사용자, 아이템, 양식(style)을 선정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페스트 퍼니처의 주 소비층이며 자기중심적이고 동시에 생활 및 소비에서

합리성을 추구하는 한국의 20~30대 젊은 세대를 사용자로 선택하였다. 연

구 초반에는 디자인 제안을 위한 대상으로 가구 중 의자, 사이드 테이블

등 크기가 크지 않고, 개인사용이 주 목적이며 사용빈도가 높은 아이템을

선정하였다. 연구 후반에는 의자로만 대상을 한정하였다. 양식(style)의 면

에서는 디자인 사례 1, 2, 3에서는 기존의 페스트 퍼니처들이 표방하는 모

던 스타일을 기반으로 Mid-Century 양식을 함께 다루었고, 디자인 사례

4, 5에서는 사회적 선망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신고

전주의 양식 중 프랑스의 Empire 양식과 영국의 Regency 양식을 다루었

다.

본 작품연구를 진행하면서 제품, 디자인 등의 사용과 향유에 있어 단

순히 경제적, 기능적 측면이나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필요 이면에 개인이

면서 동시에 사회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행복을 찾고자 하는 사용자의 심

리를 살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서로 상이한 필요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한 디자인 제안을 대량 생산 방식과 과거 양식의 조합을 방법으로 ‘합

리적 귀족주의 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새로운 조

형 창작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주요어 : 디자인 민주주의, 페스트 퍼니처(Fast Furniture), 사회적 선망,

모던 스타일(디자인), 엠파이어-리젠시 양식

학 번 : 2014-2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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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가족 구성, 라이프스타일, 소비 가치의 변화

오늘날 한국 사회는 전통적인 가족 구성 및 개념이 해체되고 새로운

형태의 가족 유형이 증가하고 있다. 3세대 이상 같이 사는 가족 구성 형

태는 매우 보기 힘들며 3~4인으로 구성된 2세대 가족 구성의 모습 또한

점점 사라지고 있다. 기존의 가족 구성 형태가 점점 사라지면서 가장 두

드러지게 나타나는 가족 구성은 1인 가구이다. 1인 가구는 2010년을 기준

으로 약 416만 가구(한국 전체 가구의 약 24%)가 있었고, 2035년에는 약

736만 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1) 앞으로는 한국을 대표하는

가족 구성의 형태가 1인 가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경제, 문화, 사회적으로 복합적이다.

젊은 세대의 경우 소득 향상으로 경제 자립도가 증가하고, 초혼연령이 높

아지고 있으며, 사회적 관습보다는 개인의 성취와 가치를 중시하는 개인

주의 확산되면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장년 및 고령층의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의 평균 수명 차이 및 고령화로 인해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

다.2)

유형 별로 1인 가구를 살펴보면 자발적-비자발적 1인 가구, 청년-장년

1인 가구, 비혼-기혼 1인 가구 등이 있다. 세대별 기준으로 가장 많은 비

1) [네이버 지식백과] 가구 [household, 家口](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04.09

2) 메일플러그(2014). 급부상하고 있는 1인 가구의 소비 트렌드.

http://mailplug.tistory.com/483, 2015.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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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을 차지하고 있는 1인 가구는 20~30대 젊은 청년층으로3) 주로 자발적

으로 1인 가구로 살고 있고 비혼 인 경우가 많다. 장년층의 경우 배우자

사망 및 이혼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으로 1인 가구가 된 경우가 많다.

개인의 성취와 가치를 추구하는 개인주의의 확산과 최근 두드러지게

상승한 주거비용 및 물가는 1인 가구의 증가와 맞물려 사람들의 라이프스

타일과 가치관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주거비용과 물가 상승으로 임대

주거 문화(전세, 월세 등)가 확산과 그에 따른 잦은 이사로 ‘내 집’이라는

개념과 미래에 대한 투자 및 생활의 안정성 등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약해

졌다. 그러면서 자기중심적이며 적극적인 소비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많

아졌다. 현재의 만족, 취미 생활, 자기 계발 등 당장의 삶에 대한 만족도

를 중시하는 욜로(You Only Live Once) 라이프스타일의 유행이나 영 포

티(Young-Forty)와 같이 내 집 마련이나 결혼과 같은 전통적 가치보단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에 관심이 많고 유행에 민감한, 그리고 합리성을

중시하는 중년층의 등장은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 및 소비 성향의 변화를

잘 보여준다. 1인 가구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20~30대 젊은 세대들 또

한 편리성과 실리를 따지면서도 타인에게 보이는 모습에 관심을 갖는 등,

자기중심적이고 적극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소비를 하려는 성향을 보인다.4)

욜로 라이프스타일의 유행, 영 포티족의 등장 등을 포함하여 한국 사회

의 변화된 라이프스타일과 가족 구성, 소비 가치에 영향을 받아 디자인

및 제품들, 서비스의 모습 또한 변하고 있다. 가전제품의 경우 1인 가구의

주거 공간 수요가 규모면에서 소형 주거 공간(65m² 이하) 및 콤팩트형 주

택으로, 형태적으로는 단독주택의 비중이 높아지면서5) 빌트인(Built-in)

제품들과 성능은 유지하면서 크기를 줄인 프리미엄 미니 컨셉 제품들의

시장이 커지고 있다. 식품의 경우 소포장 식품과 레토르트 식품 및 냉동

3) 통계청(2010). 인구 총 조사

4) 이진아(2009).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1인 가구 유니트 계획안. 홍익대학교 석사학

위 논문, pp.58-59 참조

5) 통계청(2012). 인구주택 총 조사에서 나타난 1인 가구 현황 및 특성.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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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6) 패션에서는 저렴한 가격과 다품종 소량생

산, 짧은 상품 주기와 빠르게 유행을 반영하는 SPA(제조 직매형 의류전

문점) 브랜드들이 성장하였다.

페스트 퍼니처의 특징과 한계

가구에서는 가변형 가구, 공간 맞춤이 가능한 시스템 가구와 함께 페트

스 퍼니처(Fast Furniture) 제품 및 브랜드들이 등장하고 인기를 얻고 있

다. 페스트 퍼니처는 싸게 사서 짧게 사용하고 쉽게 버리는 가구를 의미

하는 용어로, 짧은 기간 사 입고 버리는 페스트 패션에 빗대어 만들어진

신조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해 1~2년 정도 짧게 사용한 후 부담 없이

처분하는 가구 제품 및 브랜드들로 자취생, 1인 가구, 신혼부부 등에게 인

기가 높다.7) 좀 더 넓은 의미로 DIY 가구나 미니 가구 등도 페스트 퍼니

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페스트 퍼니처 제품들은 하나의 제품에

여러 가지 기능이나 용도를 갖고 있거나 공간 활용이 제품의 주목적인 경

우가 많다.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스웨덴의 IKEA가 있다. 국내에서는 G마

켓, 옥션 등의 온라인 쇼핑몰들을 중심으로 페스트 퍼니처 시장이 형성되

었다. 또한 한샘, 에넥스, 까사미아 등 기존의 유명 또는 대형 가구 업체

들도 한샘 SAM, 에넥스 ENNEE, 데일리 까사미아 등 자체적인 페스트

퍼니처 브랜드들을 출시하였다.8) 또한 Market B와 같이 여러 제품 및 브

랜드들을 함께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들도 증가하고 있다.

페스트 퍼니처의 대표적인 특징은 쉬운 조립 및 설치, 현대적 디자인,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이다.(Ease of construction,

Modern design, Relative affordability)9) 이러한 특징들은 1인 가구의 증

6) 안신현. (2012). SERI 경영노트 : 부상하는 1인 가구의 4대 소비 트렌드. 삼성경제연구

소. pp.4-5 참조

7) [네이버 지식백과] 페스트 퍼니처 [fast furniture](시사상식사전, 박문각)

8) 김지현(2009). 맞벌이-싱글족 ‘페스트 퍼니처’ 열풍. dongA.com.

http://news.donga.com/3/all/20090527/8736745/1

9) Zachary Crockett(2016). At what age do people stop shopping at Ikea?. V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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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형 주거 공간에 대한 선호 및 수요 증가, 소비 가치의 변화 등 라이

프스타일 및 가치관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저렴한 가격, 공간

활용 및 효율적인 기능, 다양한 제품군 등 많은 부분에서 변화된 현대 생

활에 부합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페스트 퍼니처의 특징들은 장점인 동시에 한계를 갖는

다. 기본적으로 짧은 사용주기와 가격 경쟁력에 중점을 두고 생산되기 때

문에 값싼 재료가 사용되고, 제품의 품질 및 완성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또한 짧은 제품 사용주기는 단기 및 일회적 소비 성향을 부추기고

제품의 폐기 및 처리 과정에서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단점이 있다. 제품의

소비자가 직접 조립하는(Flat-pack, Knock-down, DIY 조립 등)방식은 이

동 및 설치가 용이하고 제품의 가격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

에 제품의 내구도 하락과 사용주기 단축의 이유이기도 하다.

디자인의 측면은 좀 더 복잡하고 다층적인 문제가 있다. 많은 페스트

퍼니처 제품 및 브랜드들이 현대적 디자인(Modern Design)이라는 틀에서

시각적으로 유사한 지향을 갖는다. 전반적으로 유행을 따르는 디자인, 생

산 용이성 및 기능적 효율성을 위한 구조 및 디테일 등이 그것이다. 유행

이라는 기치에서 몇몇 브랜드들 등은 국내외의 유명 디자인과 유사하거나

카피를 한 제품들을 내놓기도 한다. 표면적으로 들어나는 디자인 카피와

유사 디자인이라는 문제 이면에는 몰개성과 반복되는 디자인 기호들 등에

대한 사용자들의 피로감이 있다. 생산 용이성 및 기능적 효율성을 위한

구조 및 디테일의 측면에서는 기능 미(美)가 지나치게 강조된 조형과 스

타일이 기대 이하의 완성도를 유발하는 마감(제작 방법 등에 의한) 등에

자연스럽게 녹아 반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10) 페스트 퍼니처의 디자인

은 전략적 측면과 제작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생산 가능

하고 판매가 잘되는 스타일의 전형(stereotype)을 스스로 만든다. 그리고

이러한 전형만을 사용자들의 자연스러운(합리적이면서도 개인의 가치관에

https://www.vox.com/culture/2016/12/30/14114306/ikea-shopping

10) Roland Barthes, 경현주 외 역.(1997). 현대의 신화. 동문선. pp.329-3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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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하는) 필요라는 사실로 사용자가 믿도록 스스로를 꾸준히 복사해나간

다.11)

연구 필요성

페스트 퍼니처 제품 및 브랜드들이 만들어내는 전형(stereotype)은 사

용자들에게 그들을 소비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합리적인 삶을, 누군가에

게는 가치 구현 및 자아실현의 측면을, 또는 둘 모두를 실현 할 수 있다

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자신들을 소비하는 행위가 합리적 소비이며 자신

들이 만들어낸 전형을 따르는 것이 일종의 ‘미덕’이라는 인상을 준다.12)

그러나 페스트 퍼니처의 경제적 기능적 합리성을 위시한 전략적 태도는

오히려 값싼 소재, 약한 내구성, 그리고 짧은 사용주기 등 전반적 완성도

의 문제를 야기한다. 단기적, 일회적 소비 패턴을 조장하고 결과적으로 합

리적이고 좋은 물건을 사용한다는 인상을 주지 못한다. 스스로 만든 조악

함이 합리성을 가장하고 있는 것이다.

디자인 민주주의 관점에서 페스트 퍼니처의 가격 경쟁력에 의한 파급

력은 여타 다른 소비 가치나 안목, 취향 등이 진입 할 틈을 주지 않고 그

전형을 삶에 대한 피할 수 없는 하나의 거대한 대안으로 규정한다. 이러

한 전형의 영향력은 사용자들에게 현실(경제적, 기능적 합리성)과 바라는

이상향(개인의 가치 및 행복 추구)의 간극이 크다는 것을 매우 잘 보여준

다13). 경제적, 기능적 합리성이라는 틀 안에서 가능한 디자인은 그들이 제

공하는 전형일 뿐이며 결국에는 이 전형에 의해 삶의 규모와 질이 타의적

으로 규정된다는 피로감, 무력감, 박탈감의 감정들을 사용자들에게 불러일

으킨다. 이러한 불편한 사실과 감정들을 해소하고 경제적 규모를 위시한

현실과 개인의 가치 및 행복 추구 사이의 간극을 좀 더 적극적이고 근본

적으로 좁혀 줄 수 있는 디자인 제안 및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11) Roland Barthes, op.cit., p.313 참조

12) Roland Barthes, op.cit., pp.74-75 참조

13) Roland Barthes, op.cit., p.3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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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목적

경제적 현실과 사회적 선망의 차이에 의해 유발되는 무력감 및

박탈감의 해소 및 극복을 위한 디자인 제안

페스트 퍼니처의 경우를 포함하여 자본주의 사회, 소비사회에서 경제력

의 차이와 개별 상황(현실)의 차이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있지만 모두가 동일하거나 좋은 혜택을 누리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되고 싶거나

소속되고 싶은 상태와 현재 자신의 모습 사이의 모순 속 무력감과 박탈감

을 느끼기 마련이다.

존 버거(John Berger)는 저서 ‘다른 방식으로 보기(Ways of Seeing)'

에서 소비 사회에서 광고는 돈을 사용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의 능력

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노동계층에게는 신데렐라의 꿈을, 중산층에게

는 요술궁전의 꿈을 약속한다고 말한다14). 그에 의하면 이러한 꿈들은 매

력(Glamour)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해 될 수 있으며 매력(Glamour)은 한

개인이 사회에 갖게 되는 선망이 사회 전반에 널리 퍼진 공통의 정서가

됨으로써 존재한다고 한다.15) 또한 오늘날의 사회(자본주의, 소비 사회)는

이러한 정서를 만들어내기에 안성맞춤의 조건을 갖고 있다고 한다. 매력

은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에서부터 생겨나는 것으로 선망은 사회적인 관

계 속에서 타인에 의해 외부적으로 판단되는 행복임을 설명한다.16)

존 버거(John Berger)의 설명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오늘날 사람들이

현실과 바람의 모순 속에서 느끼는 무력감과 박탈감은 단순히 개인적인

가치나 행복을 추구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남들로부터 판단되는 행복인

‘선망’의 대상이 되지 못하거나 그렇게 되기 힘들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생

14) John Berger, 최민 역. (2012) Ways of seeing. 열화당. p. 169 참조

15) John Berger, op.cit., p. 171 참조

16) John Berger, op.cit., pp. 153-15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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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할 수 있다17). 또한 부르주아의 신화가(자본주의) 신문, 뉴스, 문학, 광

고, 사진 등의 신화적 파롤(parole)에 의해 체험되지는 못해도 적어도 꿈

꾸어지는 규범 자체가 된다는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의 설명은18)

자본주의 사회, 소비 사회에서 사람들의 바람이나 ‘선망’이 그 자체로 사

회적임을 보여준다.

자본주의 사회, 소비 사회에서 타인들이 한 개인을 선망의 대상으로 판

단함에 있어 그 사람이 사용하거나 누리고 있는 재화, 제품(디자인), 서비

스 등이 그 근거가 된다고 볼 때, 페스트 퍼니처를 비롯한 여타 경제적,

기능적 합리성에 초점을 맞춘 디자인 및 제품들은 많은 경우 사용자 본인

이나 타인들에게 ‘선망’의 시선이나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경제적, 기능적 합리성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오

늘날의 상황에서 경제적, 기능적 합리성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사용자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선망 받을 만한 디자인 및 디자인 접근 방법이 필요

하다고 보인다.

본 작품연구에서는 현대 한국 사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경제적, 기능

적 합리성과 함께 다른 이들의 선망을 받을만한 매력(Glamour)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들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작품에 적용해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자 한다. 각각의 사례들을 통해 대상 사용자 그룹에게 필요한 경제적, 기

능적 합리성과 사회적 선망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

은 무엇들이 있는지, 그리고 과거의 사례나 유사한 생각의 디자인 출발점

및 방법론을 갖는 작가들의 작업을 살펴봄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처

해있는 무력감과 박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극복하는 디자인 및 조형

창작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17) John Berger, op.cit., pp. 167-168 참조

18) Roland Barthes, op.cit., p.3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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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제작

개인이 처한 경제적 현실과 바라는 사회적 선망의 간극의 문제, 극단화

및 양극화 되는 소비행태와 디자인의 모습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디자인

사례 및 방법을 찾고자 하는 본 연구는 작품 제작을 통한 연구 및 실험이

그 목적을 구현하고 가능성을 타진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작품 제작은 연구 주제 관련 자료 조사 > 조사 내용들을 기반으로 각

각의 사례에서 디자인 컨셉 선정 후 시안을 진행 > 해당 사례에 대한 평

가 및 보완점 탐색 > 다음 사례 진행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연구 주제 관

련 조사에서는 과거 및 오늘날의 사례 중 본 작품연구의 지향하는 바가

유사한 사례들을 알아보고 관련 및 참고가 될 만한 자료들을 살펴보았다.

각 사례에서 디자인 시안은 아이디어 스케치, 러프 렌더(rough render),

3D 모델링, 세부 및 실사 렌더링의 과정을 거쳤다. 진행한 디자인 시안들

중 하나 이상의 시안을 실제 사이즈 목업(Mock-up)이나 프로토타입

(prototype) 작업을 통해 제작해보았다.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경제적, 기능적 합리성과 사회적 선망을 받을

만한 조형 및 스타일이라는 두 가지 상이한 목적을 만족하는 디자인 사례

를 진행하여 보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조형 창작의 방법을 모색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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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연구 범위

본 작품연구는 1인 가구로 대표되는 한국의 20~30대 젊은 세대를 사용

자 층으로 선정하였다. 페스트 퍼니처의 주 소비층이기도 한 이들은 경제

력 및 현실적인 여지가 다른 계층들에 비해 약소한 반면 높은 수준의 교

육과 정보화의 혜택을 받았다. 이들은 합리성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자

기중심적이며 과시적인 모습을 동시에 추구한다. 20~30대 젊은 세대들의

이러한 모습은 본 작품연구의 목적인 경제적, 기능적 합리성을 갖추면서

도 사회적 선망을 받을 만한 디자인, 또는 이러한 상이한 가치 및 내용들

이 충돌하는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무력감과 박탈감을 해소하는 방법을

적용해보는 사용자 층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연구 진행을 위한 대상(아이템)은 연구 초반에는 여러 가지 가구 종류

들 중에서 의자, 사이드 테이블 등 크기가 크지 않고, 개인사용이 주 목적

이며 사용빈도나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대상들을 디자인 사례의 시안

들로 선정하였다. 작품연구의 후반부인 디자인 사례 4에서부터 디자인 양

식(style)과 관련하여 합리주의 양식(모던 스타일)과 신고전주의 양식의

결합을 다루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 단계부터는 대상을

의자로만 한정지어 작품연구를 진행하였다.

작품연구의 전반부인 디자인 사례 1, 2, 3에서는 해당 사용자 층의 라

이프스타일에 부합하는 경제성, 기능성을 고려하면서 페스트 퍼니처들이

표방하는 모던 스타일을 기반으로 Mid-Century 양식을 함께 다루며 일반

적 모던 스타일의 범주 내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Mid-Century 양식은

세계 제 2차 대전 전후를 배경으로 나타난 양식으로 오늘날의 삶의 모습

또는 모던한 가치의 근간이 되는 양식이다. 본 작품연구가 지향하는 바와

유사하게 이 시대의 디자이너들 중 많은 이들이 당시의 젊은 사람들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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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용적이면서도 고급스럽고, 가격이 적절한 좋은 가

구를 디자인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 연구 후반부인 디자인 사례 4,

5에서는 경제적, 기능적 합리성의 측면에서 현대적 생산 방법 및 재료, 기

능 등을 살펴보고 사회적 선망의 측면에서 과거의 귀족 가구 양식을 다루

었다. 과거의 귀족 가구 양식은 그것을 사용하던 귀족 및 왕족들 등 지배

자의 권위와 품격을 나타내고 오늘날의 사용자들에게는 문화적 안목과 지

식의 해박함 등의 지표가 되는 등 사회적 선망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

았다. 과거의 가구 양식들 중 1700년대 후반, 1800년대 초반의 신고전주의

양식 중 하나인 프랑스의 Empire 양식과 영국의 Regency 양식을 선택하

였다. 신고전주의 양식이 서양 사회의 문화적 뿌리인 과거 로마, 이집트,

그리스 등의 양식을 차용하거나 모티브로 활용하여 당시의 지배자 및 사

용자의 권위를 나타내고 사회적 선망을 얻으려 했던 점이 사회적 선망을

위해 과거의 양식을 모티브로 삼고자 하는 본 작품연구의 맥락과 상통한

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두 양식이 고딕, 로코코, 바로크 양식 등 여타 다

른 과거 귀족 가구 양식들보다 시각적으로 오늘날의 라이프스타일 및 생

활환경에 맞는 비례와 규모(scale)를 갖고 있다고 보았다.

연구 방법

(1) 연구 관련 용어 조사

본 작품연구에서는 연구 관련 개념 및 용어로 디자인 민주주의, 모던

스타일(디자인), 신고전주의 양식 등을 선정하고 이와 관련된 문헌 및 내

용조사를 진행하였다. 우선 본 작품연구의 목적인 경제적 현실과 사회적

선망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무력감, 박탈감 해소와 관련하여 카림 라시드

(Karim Rashid)의 디자인 민주주의(Designocracy)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는 오늘날의 경제적 현실 및 라이프스타일과 관련하여

모던스타일 및 모던디자인의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선망의 모티브로 선정한 신고전주의 양식에 대한 개괄적이 내용과 이에

속한 엠파이어 및 리젠시 양식에 대한 내용을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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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관련 유사사례 조사

연구 관련 유사사례 조사에서는 우선 연구 목적과 관련하여 디자인 민

주주의(Designocracy)와 이를 주장한 카림 라시트(Karim Rashid)의 디자

인 사례를 알아보고 본 작품연구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 한다. 그 다음 경제적, 기능적으로 합리적이면서도 품격있는 가구 디자

인의 사례로 북유럽의 Mid-Century 양식 디자이너들인 한스 웨그너

(Hans Wegner)와 보르게 모겐센(Børge Mogensen)의 디자인 사례를 알

아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과거의 양식이나 디자인의 재해석, 또는 전통

과 현대를 아우르는 디자인 사례로 마르셀 반더스(Marcel Wanders), 베

탄 그레이(Bethan Gray), 하이메 아욘(Jaime Hayon)의 작품 사례를 통해

그들의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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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체계

연구 배경

페스트 퍼니처 브랜드 및 제품들을 위시한 세대 및 계층 간 사람들

의 경제적 차이와 교육수준과 정보화로 높아지는 안목과 취향의 수

준을 동시에 만족시키려는 디자인 및 브랜드들의 한계.

연구 목적
경제적 현실과 사회적 선망의 차이에서 유발되는 무력감 및 박탈감

해소와 극복을 위한 디자인 제안.

디자인 지향
기능적, 경제적 합리성(모던)에 무게를 두면서도 사회적 선망을 고려

한 디자인.

연구 용어
디자인 민주주의, 모던 스타일(디자인), 신고전주의. Empire Style,

Regency Style 등

유사 사례
Karim Rashid, Hans Wegner, Børge Mogensen, Marcel Wanders,

Bethan Gray, Jaime Hayon 등

디자인 탐색

사례 1

조형 모티브 단순함, 무게감, 중후함, 수직-수평

조형 언어
모던하고 단순한 형태, 수직-수평의 구조가 주는 단정함 +

무게감이 느껴지는 재료 및 마감과 브라운과 블랙의 중후함

디자인 전략
현대 라이프스타일에 부합하는 기능과 형태에 재료, 색, 마

감 등을 통해 무거움, 단정함의 감성 및 고급스러움 부여

디자인 방법

Knock-down 방식 및 구조 내용 조사 > 아이디어 스케치

> 3D 모델링 > 렌더링 > 프로토타입 제작 > 평가 및 보

완점 탐색

디자인 구성
Knock-down 방식의 모던한 기능과 구조 + 단순한 형태 +

단정하고 무게감 있는 재질 및 색감

디자인 단서 Knock-down, Flat-pack, 낙동 기법, 모던 스타일

[표 1-1] 연구 체계

(3) 연구 체계 및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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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탐색

사례 2

조형 모티브 섬염함, 우아함, 차분함, Mid-Century 양식

조형 언어

부드럽고 긴장감 있는 선과 면 + 날씬하고 경쾌한 비례 +

원목의 자연스럽고 고급스러운 색과 질감을 통한 섬염함과

우아함

디자인 전략

기존 디자인 사례들에서 구조와 형태를 생략 및 단순화,

Mid-Century 양식에서 우아한 선과 면, 비례를 모티브로

활용

디자인 방법

구조 단순화의 사례, 우아한 선과 비례의 모티브 조사 >

아이디어 스케치 > 3D 모델링 > 렌더링 > 프로토타입 제

작 > 평가 및 보완점 탐색

디자인 구성 단순한 구조 + 우아한 선과 면 + 원목의 질감 및 색감

디자인 단서 미니멀 스타일, Maloof joint, Mid-Century 모티브

사례 3

조형 모티브 반복, 대비(재질-색감), 재료 조합의 고급스러움

조형 언어
황동, 아크릴, 원목 등 이질적 재료의 질감과 색 대비 + 접

이식 지그재그 구조를 통한 기능적 고급 미(美)

디자인 전략
기존의 기능을 다른 대상에 적용하여 기능 개선, 동일한 형

태의 반복, 낮은 제작 난이도와 재료의 조합에 의한 완성도

디자인 방법

가구의 공간 활용, 이동성에 관한 기능 및 형태에 대한 자

료 조사 > 아이디어 스케치 > 3D 모델링 > 렌더링 > 프

로토타입 제작 > 평가 및 보완점 탐색

디자인 구성 접이식 구조 + 액자 형태의 반복 + 재질과 색감 대비

디자인 단서 병풍의 구조, 액자, Empire 양식의 질감 및 색감

[표 1-2] 연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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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탐색

사례 4

조형 모티브 절제된 고급스러움과 화려함, Empire / Regency 양식

조형 언어
Empire / Regecy 양식의 실루엣 + 현대와 과거 모티브의

재질 및 색감 대비를 통한 절제된 고급스러움과 화려함

디자인 전략
Empire / Regecy 양식의 모티브들의 단순화, 모던한 생산

방식 및 재료 적용

디자인 방법

Empire / Regecy 모티브 조사, 현대적 생산 방법 조사 >

아이디어 스케치 > 3D 모델링 > 렌더링 이미지 > 평가

및 보완점 탐색

디자인 구성

Empire / Regency 양식의 실루엣과 비례 + 디테일에서 모

던과 Empire / Regency 양식의 대비 + 현대적 재료와 구

조

디자인 단서 현대 생산 기법, 대량생산, Empire-Regency 모티브

사례 5

조형 모티브 우아함, 모던함, Empire / Regecy 양식의 실루엣

조형 언어

Empire / Regecy 양식의 실루엣과 현대적 구조, 재료 및

색감 대비 + 현대적 구조 및 형태와 Empire / Regecy 모

티브의 재질감 및 디테일 대비를 통한 모던한 고급스러움

디자인 전략

Empire / Regecy 양식의 외형적 모티브들의 단순화 및 모

던한 생산 방식 및 재료 적용, 모던한 구조와 형태의 조형

과 Empire / Regecy 양식의 소재 및 디테일 적용

디자인 방법

현대적 생산 방법에서 표현 가능한 Empire / Regecy 양식

의 디테일 조사 > 아이디어 스케치 > 1:1 라인 드로잉 >

3D 모델링 > 렌더링 > 프로토타입 제작 > 평가 및 보완

점 탐색

디자인 구성

Empire / Regecy 양식의 실루엣과 비례 + 현대적 재료와

결합 방법 / 현대적 실루엣 및 구조 + Empire / Regecy

모티브의 소재와 texture, 색감, 패턴

디자인 단서
현대적 재료 및 대량 생산 기법, Empire / Regecy 모티브,

모던 디자인의 우아한 모티브 및 디테일

[표 1-3] 연구 체계



- 15 -

[그림 1-1] 연구 진행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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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본 론

제 1 절 연구 관련 용어 및 유사사례

2. 1. 1. 연구 관련 용어

디자인 민주주의(Designocracy)

디자이너 카림 라시드(Karim Rashid)는 실용적인 디자인 제품을 합리

적인 가격으로 널리 공급해 평범한 사람들도 좋은 디자인의 성과물을 누

릴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디자인 민주주의(Designocracy)라는 개념을

주장하였다.19) 그의 자서전 <나는 디자인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다>에서

그는 세상을 디자인으로 바꾸고자 하며 디자인이 대중의 행동과 생각에

영향을 미쳐 세상을 변하게 하려면 누구나 디자인을 접할 수 있어야 한다

고 말한다20).

좀 더 구체적으로 그는 디자인을 우리 삶의 시적이고, 심미적이며 경험

적이고, 감각적이면 감성적인 향상으로 보고 있다. 또한 사람들이 과거에

대한 향수나 구식의 전통, 오래된 의식, 조악함, 무의미함에서 벗어나 오

늘날의 삶의 양식으로 동시대의 삶에 참여하기를 바란다. 라시드는 디자

인은 인류 문명의 시작부터 문화의 조각가(cultural shaper)였으며 디자인

을 통해 실제적이고 현재에 충실한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 수 있

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21) 획일성이나 몰개성 등 과거의 기준에서 벗어

나 자율성과 다양성, 변화 등의 가치에 의미를 두고 있으며 사람들의 다

19) [네이버 디자인-Oh! 크리에이터] 카림 라시드-디자인 민주주의.

https://blog.naver.com/designpress2016/221058893583. 2017. 10

20) Karim Rashid, 김승욱 역. (2005). 나는 세상을 바꾸고 싶다. 미메시스. pp.64-66

21) KARIMANIFESTO. http://karimrashid.com/karimanifesto.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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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디자인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한

다고 생각한다.

라시드는 디자인이 사람들의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

칠 때 우리의 일상생활에 지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인간적인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준다고 본다.22) 또한 좋은 디자인, 물건

은 시장을 편집(shape)하며 불필요한 제품의 종류를 줄이고, 생산 공정을

간결하게 만들고, 효율을 높이며 제품의 질을 높인다고 주장한다. 디자인

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음과 동시에 좋은 디자인은 사회적 자정작용을 가

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23)

그가 주장하는 디자인 민주주의는 다르게 보자면 디자인으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그의 생각을 실현하는 수단이다. 또한 단순히 글자 그대로

의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대량 생산과 그것을 강요하는 산

업사회의 여러 억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기준들에 의해 만들어진 획일적

인 물건들로 포환 된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는 것이다.24) 라시드는 어떤

의미에서 디자인을 통해 획일적이고, 몰개성하며 비인간적인 시스템을 벗

어나 각 개성과 가치들을 자유롭게 추구 할 수 있는 민주주의 세상을 디

자인 민주주의로 이루고자 한다고 볼 수 있다.

카림 라시드의 디자인 민주주의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실용적이고 좋은

디자인을 널리 공급해 평범한 많은 사람들이 그 성과를 누린다는 큰 의미

에서는 본 작품연구의 목적과 그 맥을 같이한다. 또한 카림 라시드의 문

제의식은 본 작품연구의 그것과 비슷하게 페트스 퍼니처를 위시한 오늘날

제품들의 문제를 이들에게서 보이는 몰개성하고 획일적인 디자인 및 디자

인 접근 방법으로 보았다. 그러나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다른 입장을 취

22) Karim Rashid, op.cit., p.103 참조

23) Karim Rashid, op.cit., p.65 참조

24) 최황진. (2011). 카림 라시드의 상업 공간 특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

문. p.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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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는 사상적으로 동시대성과 현재성에 무게를 두고 미래지향적인

태도를 취하며 과거의 어떠함을 변화시켜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 또한

디자인의 역할을 현재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기 보단 우리가 만

들어낸 세상을 철저하게 미화(Rigorous Beautification-획일화된 물건들로

포화된 세상을 정화)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25) 그에게 있어 과거의 양식

이나 과거의 가치들은 오늘날의 문제를 오늘날 삶의 양식 속에서 미래지

향적으로 해결하는데 부적합한 방법이다. 그리고 산업사회에서 강요되는

대량 생산과 그것에 의한 억압적인 디자인 및 물건들의 전형을 미래주의

적 접근(디지털 수공예 개념, 나노 기술, 스마트 소재, 등)을 통해 해결하

고자 한다.26) 카림 라시드의 시각과 다르게 본 작품연구에서는 오늘날 디

자인(페스트 퍼니처 포함)들에 의해 유발되는 디자인 민주주의의 문제를

사회적 선망(소재 및 스타일의 고급화 등)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모던 스타일(Modern Style)

모던 스타일에서 ‘모던(Modern)'이란 단어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유

럽에서 일어난 ‘모더니즘(Modernism)'이라는 예술운동에서 나온 말이다.

모더니즘은 19세기 말엽 유럽의 소시민적 지식인들 사이에서 발생하기 시

작하여 20세기에 들어와 크게 유행한 문예사조로 근대주의 또는 현대주의

라고 하며 기존의 리얼리즘과 합리적 기성도덕, 전통적 신념 일체를 부정

하고, 인간성 상실에 대한 문제의식 등에 그 기반을 두었다.27)

모던은 전통적인 권위와 사고방식을 거부하고 주관과 감정을 배체한

냉철한 이성과 과학적 관점을 취하는 태도로 단순한 형태나 기능미를 나

타내는 단어이다.28) 어떤 대상을 두고 ‘모던하다’라고 말할 때 ‘모던하다’

25) KARIMANIFESTO. http://karimrashid.com/karimanifesto. 참조

26) Karim Rashid, op.cit., pp.106-107 참조

27) [네이버 지식백과] 모더니즘 [modernism](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28) [네이버 지식백과] 모던 [modern](콘셉트컨뮤니케이션, 2014. 4. 15, 커뮤니케이션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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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말의 의미는 ‘도회적, 현대적, 첨단의, 선진적, 세련됨, 과학적’ 등을

뜻 한다.29) 컬러(color, 色)의 차원에서 ‘모던’은 도회적인 감성과 미래 첨

단의 분위기, 진취적이고 개성적이며 선진적인 감각의 이미지로 다소 차

갑고 간결한 미를 추구하고 현대적이며 도시적인 감각이 돋보이는 특징을

말한다.30) 모던은 공업 문명에 내재하는 획일화된 비인간성을 담기도 했

는데, 이는 제 1차 세계대전 후, 디자인 생산물들이 ‘표현이 아니라 기능’

이라는 개념을 디자인의 기본 원리로 삼고 특정한 기능에 유일 형태가 결

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기능’을 강조했기 때문이다.31)

앞에서 살펴 본 내용을 종합해보면 모던이라 함은 이성적, 과학적, 합

리적 태도이자 현대적이고 세련된, 도시적이며 다소 획일적인 이미지라고

볼 수 있다. 본 작품연구에서는 ‘모던 스타일’이라는 표현을 ‘모던’의 특징

과 성질을 갖는 양식 및 디자인으로 정의하고자 했다. 그리고 ‘모던 스타

일’을 비롯하여 ‘모던’, ‘모던 디자인’을 연구의 대상 사용자 층인 20~30대

젊은 세대의 경제적, 환경적 상황과 그들의 가치 및 필요에 의한 기능 등

에 적합하며 전반적으로 현대적인 문제 접근 태도, 생산 방식이나 그와

관련 된 내용 일체를 두루 포함한 표현으로 사용하였다.

엠파이어, 리젠시 양식(Empire, Regency Style)

엠파이어와 리젠시 양식은 대략 1800년에서 1830년 즘까지 유행하던

가구양식으로 당시 유럽에 나타난 신고전주의 양식의 일종이다. 신고전주

의는 로코코와 후기 바로크에 반발하고 고전, 고대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함께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에 걸쳐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 전역에 나

타난 예술 양식이다.

신고전주의 양식은 고대적인 모티브를 많이 사용하고 고고학적 정확성

29) [네이버 지식백과] 모던 [modern](콘셉트컨뮤니케이션, 2014. 4. 15, 커뮤니케이션북스)

30) [네이버 지식백과] 모던 [modern](색채용어사전, 2007, 도서출판 예림)

31) [네이버 지식백과] 모던 [modern](콘셉트컨뮤니케이션, 2014. 4. 15, 커뮤니케이션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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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시하며 합리주의적 미학에 바탕을 둔다. 신고전주의 예술은 형식의

정연한 통일과 조화, 표현의 명확성, 형식과 내용의 균형을 중요하게 여기

며, 특히 미술에서는 엄격하고 균형 잡힌 구도와 명확한 윤곽, 입체적인

형태의 완성 등이 우선시된다.32) 고대에 대한 관심은 18세기 중반에 이루

어진 폼페이와 헤라클레네움 등의 고대도시의 느닷없는 출연과 동방 여행

(The Grand Tour)에 의한 그리스 문화의 재발견 등이 계기가 되었다.33)

가구 양식으로의 신고전주의 양식의 특징은 우아한 곡선이 강조되던

로코코 가구와 비교해서 대담하리만큼 직선적이고 기하학적인 형태를 도

입하였으며,34) 고대 그리스 및 로마 유적의 모티브들을 적극 사용 했다는

점이다.

엠파이어 양식(Empire Style)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 나폴레옹이

(1769-1821) 황제에 있던 기간인 1806년에서 1814년까지의 가구 양식을

말한다. 엠파이어 양식은 루이 16세 시절의 신고전주의 양식과 마찬가지

로 고대문명의 영향을 받았다. 샤를 페르시에(Charles Percier)와 피에르

프랑수아 퐁텐(Pierre-Francois Fontaine)은 프랑스의 건축가로 나폴레옹

과 코드가 맞는 디자인을 선보임으로써 엠파이어 양식의 탄생에 공헌하였

고, 대표적인 엠파이어 양식 가구 디자이너이자 나폴레옹이 인정한 공식

디자이너나 다름없는 존재였다.35)

엠파이어 양식에는 유럽과 북아프리카를 점령한 나폴레옹이 알렉산더,

케사르(Caesar)의 뒤를 잇는 정복자라는 생각이 담겨 있다. 동시에 엠파

이어 스타일의 가구에는 남성적인 육중함으로 위대한 정복자의 위엄을 드

러내는 등 정치선전의 요소가 짙게 배어 있다.36) 엠파이어 양식 이전의

32) [네이버 지식백과] 신고전주의 [新古典主義, Néo-Classicisme](세계미술용어사전, 1999,

월간미술)

33) 최지혜. (2005). 앤틱 가구 이야기. 호미. p.51 참조

34) Mobili & Spazio Story. (2012). 신고전주의 양식의 앤틱 가구의 특징.

https://blog.naver.com/freeinternet/10142441068. 참조

35) 최지혜. (2005). op.cit., p.5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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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들에서 가구의 아름다움을 드러나게 했던 여성적인 이미지의 조각을

없애고, 가구의 선이 뚜렷하게 드러나도록 깔끔하게 처리하였다. 마호가니

를 주 재료로 사용하였으며 새로운 정복자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도금

(gilded)을 한 장신구(Ormolu)를 많이 사용했다.37)

나폴레옹의 이니셜 ‘N'과 그를 상징하는 독수리, 황금벌, 정의의 손과

셉터 등이 주요 모티브로 사용되었고,38) 일부 그리스와 로마 유물들도 모

티브로 사용되었다. 이집트를 정복한 이후 이집트의 스핑크스, 오벨리스

크, 날개 달린 사자, 항아리 등 이집트 풍의 모티브들이 크게 유행하기도

하였다. 이들을 모티브로 한 장신구는 가구에 대칭적으로 사용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장신구의 크기가 크고 지나치게 많이 사용되기도 했다.39)

리젠시 양식(Regency Style)은 그 이름이 웨일즈의 왕자 조지(George,

Prince of Wales)의 섭정기를 뜻하는 ‘리젠시’에서 유례 한다. 1800~1830

년경 영국에서 유행하던 가구 양식으로 프랑스 나폴레옹 시절의 엠파이어

스타일과 동시대의 가구 양식이며, 이 시대의 조류인 신고전주의를 따르

고 있다. 엠파이어 양식보다 좀 더 고증적이고 학문적으로 고전주의에 접

근했다는 점이 다르다.40) 대표적인 디자이너는 토마스 호프(Thomas

Hope, 1769-1831)가 있다. 그의 디자인은 고대 로마의 조각품에서 형태를

모방한 것이 많아 신고전주의와는 다르게 묵직한 덩어리 감이 느껴진다.

전반적으로 리젠시 양식 가구들은 어둡고, 단순하고 기하학적인 모양을

가졌으며, 사용되는 곡선 및 직선이 날카롭고 깨끗한(우아한) 실루엣을 만

들어낸다. 사브레(sabre)검, 갈대, 사자 발 같은 형태의 다리 모양이 많이

36) 최지혜. (2005). op.cit., p.59 참조

37) Mobili & Spazio Story. (2012). 엠파이어 양식의 앤틱 가구의 특징.

https://blog.naver.com/freeinternet/10142919445. 참조

38) The Fondation of Napoleon. (2004). The Symbols of Empire.

https://www.napoleon.org/en/history-of-the-two-empires/the-symbols-of-empire/ 참조

39) Mobili & Spazio Story. (2012). 엠파이어 양식의 앤틱 가구의 특징.

https://blog.naver.com/freeinternet/10142919445. 참조

40) 최지혜. (2005). op.cit., pp.58-6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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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었다.41) 갈기가 있는 수사자의 머리는 손잡이의 형태로 많이 쓰였

고, 매끈한 암사자의 몸과 발이 한데 이어진 모노포디엄(Monopodium)은

테이블에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엠파이어 양식과 다르게 오물루(Ormolu)

보다는 놋쇠 상감 기법이 많이 쓰였고, 페인팅 장식(주로 검은색)으로 마

감된 것이 많다.42)

18세기의 다른 유럽 가구 양식들이 그리스, 로마, 이집트 등 고대 문명

의 영향을 받아 당시의 모티브들을 각색하거나 장식을 모방하는 것 이상

으로 리젠시 양식 가구들은 그 디자인의 근간을 그리스, 로마 시대의 유

물에 두었다. 로마의 쿠룰레(Curule) 의자, 그리스의 클리스모스(Klismos)

의자 및 Grecian day beds(그리스 식 침상)와 같은 고대 문명의 가구의

부활이 그 예이다. 또한 리젠시 양식이 유행하던 시기 영국에서는 고딕

양식과 중국 가구 스타일 및 그 모조품들도 함께 유행하였다. 그 영향으

로 리젠시 양식의 가구들 중 일부는 중국풍의 날개 파고다, 용(龍) 모티

브, 장식적인 옻칠이나 검은색, 황금색 라커 칠 등 이국적인 특징을 가지

기도 한다.43)

41) Troy Segal. (2004). Soundalikes: Régence Vs. Regency. The Spruce.

https://www.thespruce.com/soundalikes-regence-vs-regency-148780. 참조

42) 최지혜. (2005). op.cit., p.62 참조

43) Furniture Styles. (2004). Regency Furniture. International Styles.

http://www.furniturestyles.net/european/english/regency.htm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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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2. 연구 관련 유사사례

카림 라시드(Karim Rashid)

1960년 이집트 카이로 출생. 이집트인 아버지와 영국인 어머니를 둔 그

는 캐나다 오타와 칼턴 대학에서 산업디자인을 전공하고, 이탈리아에서

디자이너로 일을 시작하였다.44) 뉴욕으로 넘어가 자신의 이름을 딴 디자

인 스튜디오를 열고 전 세계 기업들과 협업하는 산업 디자이너로 자리매

김 했다. 캐나다 디자인 영웅, 다임러 크라이슬러상, 조지 넬슨상 등을 수

상 했으며, 뉴욕 현대 미술관(MoMA)과 샌프란시스코 현대 미술관 등 세

계 미술관들의 영구 컬레션에 70점 이상 작품이 포함되어 있다.45) 그는

디자인은 사람들이 삶, 행동, 감수성, 정신을 변모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디자인을 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디자인 민주주의(Designocracy)라고도 표현되는 그의 생각은 실용적인 디

자인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해 평범한 사람들도 좋은 디자인의

성과를 누려야 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 FMCG(fast-moving consumer

goods)라는 회전율이 높은 저렴한 소비재에 관심이 많으며, 유용한 동시

에 값싼 제품을 디자인하려고 애쓴다고 한다.46) 그는 디자인이 모든 사람

들을 위한 것으로 작가나 부자 등 소수에게 독점되길 원하지 않았다. 또

한 디자인이 사람들의 욕구에 더 부응하고, 그들의 삶을 더 효율적인 것

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유쾌한 것으로, 더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드

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말한다.

44) Karim Rashid, 이종인 역. (2008). 나를 디자인하라. 미메시스. p.23 참조

45) [네이버 디자인-Oh! 크리에이터] 카림 라시드-디자인 민주주의.

https://blog.naver.com/designpress2016/221058893583. 2017. 10

46) Karim Rashid, op.cit., p.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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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Garbo [그림 2-2] Decanter

[그림 2-3] Koop Ch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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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 웨그너(Hans Wegner)

한스 웨그너(Hans Wegner, 1914-2007)는 1931년 캐비닛 메이커의 도

제로 들어가 5년간 가구 제작 기술을 익혔다. 그 뒤 코펜하겐 예술공예학

교(Copenhagen School of Arts and Craft)에서 공부하였고, 코펜하겐 공

과대학에서 건축학 학위를 이수하였다. 1943년 자신의 회사를 설립하기

전까지 아르네 야콥센(Arne Jacobsen)과 에리크 멜러(Erik Moller)의 회

사에서 가구 디자이너로 근무하였다47). 야콥센이 추구한 엄격한 모더니즘

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지만, 그는 야콥센보다는 좀 더 전통적인 형태를 현

대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고, 우수한 장인 기술의 힘을 활용했

다.

웨그너는 전통 가구를 현대의 생활양식에 맞게 간소화하는데 재능을

보였다. 또한 재료를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시각적으로 막힘이 없는 조형

을 추구하였다. 현대적인 가벼움과 부담스럽지 않은 간결함과 소박함이

느껴지는 그의 조형은 디자인은 끊임없는 순수화의 과정이라는 그의 철학

과 뛰어난 장인 기술의 만남으로 극도로 정제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48)

그는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소형 아파트용으로 훌륭하며 저렴한 다양한

가구들을 디자인했으며, 1950년대까지 수공예 중심의 견고한 목제가구로

선구적인 국제 디자이너가 되었다.49) 1951년 룬닝상 외 여러 상을 받았으

며, 재능 있는 디자이너와 장인으로서 덴마크 디자인을 세계적으로 유명

하게 했다.

47) Carl Hansen & Son. (1996). Hans J Wegner. scandinaviandesign.com.

https://www.scandinaviandesign.com/hans_wegner/ 참조

48) 기불단수. (2014). 정제의 디자이너 한스 베그너. 디자인리그.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de_sign&logNo=60208084656&proxyRefere

r=https%3A%2F%2Fwww.google.co.kr%2F. 참조

49) [네이버 지식백과] 한스 베그너[Hans Wegner](세계를 감동시킨 스칸디나비아 디자이

너37, 2013. 2. 8., 이담북스)



- 26 -

[그림 2-4] Chinese Chair (1943) [그림 2-5] Peacock Chair (1947)

[그림 2-6] Wishbone Chair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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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Chair J39 [그림 2-8] Shaker Bench

보르게 모겐센(Børge Mogensen)

보르게 모겐센(Børge Mogensen, 1914-1972)은 덴마크의 디자이너로

가구 제작의 아들로 덴마크에서 태어났다. 1938년부터 1942년까지 코펜하

겐 예술공예학교(Copenhagen School of Arts and Craft)에서 가구를 공

부하였고,50) 1942년부터 덴마크 소비자 협동조합(FDB) 스튜디오의 책임

자가 되어 가격이 적당하고 품질이 좋은 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노력했다.

스승 카레 클린트(Kaare Klint, 1888-1954)와 함께 일하면서 클래식 하면

서도 단순하고 고기능의 가구를 생산하는 일에 힘썼다. 또한 카레 클린트

의 인체비율 원리 연구를 계승하여 집이 좁고 물자가 부족했던 제 2차 세

계대전 시기에 필요한 검소하고 단순하며 아주 기능적인 가구 시리즈를

개발했다51). 모겐센은 덴마크 현지 소재이면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소재

인 오크나 너도밤나무와 같은 값싼 목재를 사용하였다.

50) scandinaviandesign.com. (2011). Børge Mogensen. scandinaviandesign.com.

https://www.scandinaviandesign.com/personalities/index.htm. 참조

51) 한가람 디자인 미술관. [덴마크 디자인전](2016.09.10 ~ 2016.11.20)의 전시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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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New Antiques Armchair [그림 2-10] New Antiques Chair

마르셀 반더스(Marcel Wanders)

마르셀 반더스(Marcel Wanders, 1963)는 네덜란드의 복스텔(Boxtel)

출신의 공업 디자이너이자 암스테르담의 Powerhouse Studio의 아트 디렉

터이다. 1988년 아른헴(Arnhem) 예술학교를 졸업하고,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브랜드 무이(Mooi)를 디자인했던 Knotted Chair로 세계적인 유명세

를 갖게 되었다. 데뷔 초기에는 실험적이면서 변화무쌍하고 다소 즉흥적

이다 싶은 디자인들을 많이 선보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세련미를 더해가

면서 실험성과 고전적 아름다움을 겸비한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다.52)

특별한 형태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장식의 디테일이나 무늬의 활용만

으로도 화려하면서도 간결한 공간을 만들어내기도 하며, 고전미와 현대적

요소들을 혼합해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완성하는 등 절제된 화려함을 추구

한다. 그의 2005년 작품인 뉴 엔티크(New Antiques)는 150년 전의 디자

인을 재해석한 디자인으로 과거의 디자인을 변경하여 그의 절제된 화려함

을 새로운 효과와 스타일로 보여준다. 또한 동시대 디자이너들에게 본보

기가 되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53)

52) [네이버 캐스트] 마르셀 반더스 [Marcel Wanders](디자이너열전, 2009., 최경원)

53) Stuart Lawson, 한정현 역. (2013). 가구디자인. CIR. p.6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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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Babel Chair [그림 2-12] Cyborg Chair



- 30 -

[그림 2-13] Dhow Coffee Table [그림 2-14] Stud Table

베탄 그레이(Bethan Gray)

베탄 그레이(Bethan Gray, 1977)는 영국 카디프(웨일스) 출신으로 드몬

포트 대학(De Monfort University)에서 공부하였고, 1998년에 디자이너

톰 딕슨(Tom Dixon)이 그녀에게 한 해 영국에서 가장 재능 있는 디자인

전공 졸업생에게 주는 New Designers Prize를 주면서 두각을 나타냈

다.54) 그녀의 디자인 스타일은 디테일, 재료에서 느껴지는 촉감, 진귀한

석재와 대리석, 목재, 수가공한 가죽 등 소재에 대한 애정이 가득하다. 빛

과 어둠, 질감, 순수한 선, 명료성, 그리고 조화가 만들어내는 복잡한 패턴

과 전문 감정가의 눈과 같은 디테일에 대한 예리함이 그녀의 스타일을 설

명해준다. 장인정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전통의 가치와 최첨단

기술을 조합하는 디자인을 통해 탄생하는 그녀의 우아하고 조화로운 작업

은 유행과 시간을 초월한 품질을 전한다.55)

54) Mr Morris Desgin Technology. (2016). Bethan Gray Information.

https://mrmorrisdesigntech.files.wordpress.com/2016/05/bethan-gray-information-page.pdf

참조

55) Bethan Gray. (2013). Bethan Gray Profile. http://bethangray.com/ 참조



- 31 -

[그림 2-15] Multi-leg Cabinet [그림 2-16] Poltrona

High-back Chair

하이메 아욘(Jaime Hayon)

하이메 아욘(Jaime Hayon, 1974)은 스페인 출신의 디자이너이다. 1996

년 마드리드에 있는 디자인 학교(Instituto Europe di Design)를 졸업하고

1997년 프랑스 파리의 국립 고등장식미술학교(E,N,S,A,D)를 졸업했다. 의

류 브랜드 베네통에서 근무하던 중 2000년에 아욘 스튜디오를 설립하고

2003년부터 욕실 용품이나 조명 등 기타 생활용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디

자인이 꼭 기능이나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뤄야 하나라는 질문에 정면으로

대응하면서도 전통과 혁신성이 고루 갖추어진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다.

혁신적이면서도 간결하고 모던한 형상에 전통미를 부여하는 그의 의외성

은 하이메 아욘다운, 특유의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인, 그래서 시대를 알

수 없는 초현실적인 디자인 세계를 보여준다.56)

56) [네이버 캐스트] 하이메 아욘 [Jaime Hayon](디자이너열전, 2009., 최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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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 모티브 단순함, 무게감, 중후함, 수직-수평

조형 언어
모던하고 단순한 형태, 수직-수평의 구조가 주는 단정함 + 무게감이

느껴지는 재료 및 마감과 브라운, 블랙의 색감이 주는 중후함

디자인 전략
현대 라이프스타일에 부합하는 기능과 형태에 재료, 색, 마감 등을

통해 무거움, 단정함의 감성 및 고급스러움 부여

디자인 방법
Knock-down 방식 및 구조 내용 조사 > 아이디어 스케치 > 3D 모

델링 > 렌더링 > 프로토타입 제작 > 평가 및 보완점 탐색

디자인 구성
Knock-down 방식의 모던한 기능과 구조 + 단순한 형태 + 단정하고

무게감 있는 재질 및 색감

디자인 단서 Knock-down, Flat-pack, 낙동 기법, 모던 스타일

[표 2-1] 디자인 사례 1, 디자인 탐색

제 2 절 작품 연구 진행

2. 2. 1. 작품 연구 진행 1

디자인 사례 1

디자인 탐색

디자인 사례 1은 1인 가구의 라이프스타일에서 공간을 효율적이면서도

심미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니즈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디자인 작업

을 진행하였다. 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분리 조립이 가능한

knock-down 방식을 기능 컨셉으로 선정하였다. 선정한 기능 컨셉에 어울

리는 감성을 위해 모던하고 단순한 형태를 사용하였다. 기존의 기능적 제

품이나 디자인에서 보이는 저렴한, 가벼운 느낌들을 해결하고자 브라운과

블랙의 단정하고 중후한 느낌의 색을 사용하였다. 또한 소재 및 질감 역

시 고급스러움과 중후함을 표현하고자 전통적인 목재 마감 방법 중 인두

로 나무를 지져 검게 태우는 낙동 기법을 응용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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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디자인 사례 1, 아이디어 스케치

아이디어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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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디자인 사례 1,시안 1, 전면

[그림 2-19] 디자인 사례 1, 시안 1, 후면

렌더링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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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 디자인 사례 1, 시안 1, 세부

[그림 2-21] 디자인 사례 1, 시안 2, 전면

렌더링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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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 디자인 사례 1, 시안 2, 세부

[그림 2-23] 디자인 사례 1, 시안 3, 전면

렌더링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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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 디자인 사례 1, 시안 3 상부

[그림 2-25] 디자인 사례 1, 시안 3, 하부

렌더링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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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 디자인 사례 1, 시안 1

프로토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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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 디자인 사례 1, 시안 2

프로토타입



- 40 -

[그림 2-28] 디자인 사례 1, 시안 3

프로토타입

평가 및 보완점 탐색

디자인 사례 1의 작업은 수직-수평의 구조와 직각 위주의 단순한 형태

로 단조로운 느낌과 기능적인 감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재질감 및 색감을

제외하면 결과물에서 느껴지는 고급스러운 감성이 부족해 보인다. 형태와

구조에서 느껴지는 강한 기능 컨셉으로 인해 재질감과 색감으로 찾고자

했던 중후함, 단정함 및 고급스러움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느껴진다. 추가

로 고급스러운 감성을 위해 사용한 목재가 Knock-down 기능을 위한 파

트별 체결 및 결합 구조에 사용될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교함이 떨어

지는 단점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기능과 감성의 균형이 기능 쪽으로 치우

쳐 있으면서도 그 기능성이 충분히 구현이 되지 않아 완성도가 떨어진다.

다음 사례에서는 기능적으로는 좀 더 완성도 있고 단순한 구조 및 결합

방법을, 조형 및 감성적인 측면에서는 선과 면 및 구조의 변화를 통해 품

격의 감성을 찾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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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 모티브 섬염함, 우아함, 차분함, Mid-Century 양식

조형 언어
부드럽고 긴장감 있는 선과 면 + 날씬하고 경쾌한 비례 + 원목의 자

연스럽고 고급스러운 색과 질감을 통한 섬염함과 우아함

디자인 전략
기존 디자인 사례들에서 구조와 형태를 생략 및 단순화,

Mid-Century 양식에서 우아한 선과 면, 비례를 모티브로 활용

디자인 방법

구조 단순화의 사례, 우아한 선과 비례의 모티브 조사 > 아이디어

스케치 > 3D 모델링 > 렌더링 > 프로토타입 제작 > 평가 및 보완

점 탐색

디자인 구성 단순한 구조 + 우아한 선과 면 + 원목의 질감 및 색감

디자인 단서 Knock-down, Flat-pack, 낙동 기법, 모던 스타일

[표 2-2] 디자인 사례 2, 디자인 탐색

디자인 사례 2

디자인 탐색

디자인 사례 2는 한국 사회에 퍼지고 있는 심리적, 물리적 비만에 대한

고민으로 출발한 디자인 작업이다. 과시욕이나 배타적 자기애의 소비가치

및 삶의 태도와 같은 부정적인 태도를 극복하고, 스스로 존경받고 선망

받을만한 소비가치 및 삶의 태도를 ‘날씬함’의 개념과 미니멀 스타일이라

는 조형적 측면에서 풀어보고자 했다. 그리고 날씬함과 미니멀 스타일에

대한 생각을 발전시켜 ‘섬염함’57) 및 우아함을 디자인 컨셉으로 선정하였

다. 그리고 섬염함과 우아함의 형태적 모티브로 Mid-Century 양식에서

보이는 선과 면, 비례를 선정하여 작업을 진행하였다.

57) 날씬하고 아름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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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9] 디자인 사례 2, 시안 1, 아이디어 스케치

아이디어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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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0] 디자인 사례 2, 시안 1-1 [그림 2-31] 디자인 사례 2, 시안 1-2

[그림 2-33] 디자인 사례 2, 시안 1-4[그림 2-32] 디자인 사례 2, 시안 1-3

[그림 2-34] 디자인 사례 2, 시안 1-5

렌더링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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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5] 디자인 사례 2, 시안 1-6

렌더링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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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6] 디자인 사례 2, 시안 1, 프로토타입

프로토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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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7] 디자인 사례 2, 시안 2

렌더링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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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8] 디자인 사례 2, 시안 2, 프로토타입

프로토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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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9] 디자인 사례 2, 시안 3-1

[그림 2-40] 디자인 사례 2, 시안 3-2

렌더링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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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 디자인 사례 2, 시안 3, 프로토타입

프로토타입

평가 및 보완점 탐색

디자인 사례 2의 작업은 기능적으로는 구조 및 재료의 단순화, 조형적

으로는 섬염함과 우아함을 위해 강조된 날씬함과 비례가 특징이다. 그러

나 구조의 과한 생략과 결합 구조의 축소로 작업물의 내구도가 약한 단점

이 발생했다. 섬염함과 우아함을 위해 수공으로 가공한 선과 면의 변화의

측면에서는 대량생산 또는 기계 생산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이러한 선과 면의 변화가 너무 얇은 비례에 의해 시각적으로 강하게 나타

나지 않는다. 좀 더 구조적으로 견고하면서도 단순한 구조와 효과적인 생

산 방법, 형태 외에 품격을 표현 할 방법을 연구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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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 모티브 반복, 대비(재질-색감), 재료 조합에 의한 고급스러움

조형 언어
황동, 아크릴, 원목 등 이질적 재료의 질감과 색 대비 + 접이식 지그

재그 구조를 통한 기능적 고급 미(美)

디자인 전략
기존의 기능을 다른 대상에 적용하여 기능 개선, 동일한 형태의 반

복, 낮은 제작 난이도와 재료의 조합에 의한 완성도 고취

디자인 방법

가구의 공간 활용, 이동성에 관한 기능 및 형태에 대한 자료 조사 >

아이디어 스케치 > 3D 모델링 > 렌더링 > 프로토타입 제작 > 평가

및 보완점 탐색

디자인 구성 접이식 구조 + 액자 형태의 반복 + 재질과 색감 대비

디자인 단서 병풍의 구조, 액자, Empire 양식의 질감 및 색감

[표 2-3] 디자인 사례 3, 디자인 탐색

디자인 사례 3

디자인 탐색

디자인 사례 3은 한국 20~30대 젊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Urban

Nomad의 개념을 파악하고 이를 컨셉으로 디자인을 진행하였다. 잦은 주

거 공간 이동과 좁은 생활공간이라는 현실에 맞춰 기능 컨셉은 공간 활용

과 이동성을 선정하였다. 조형 컨셉으로는 반복과 대비, 그리고 고급스러

움을 선정하였다. 엠파이어 양식에서 보이는 선이 강조된 형태와 재질 및

색감의 대비를 병풍에 쓰이는 접이식 구조에 접목해보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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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 디자인 사례 3, 시안 1

[그림 2-43] 디자인 사례 3, 시안 1-1

아이디어 스케치

렌더링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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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4] 디자인 사례 3, 시안 1-2

[그림 2-45] 디자인 사례 3, 시안 1-3

렌더링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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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6] 디자인 사례 3, 시안 1, 프로토타입

프로토타입

평가 및 보완점 탐색

디자인 사례 3의 작업은 단순 구조 및 반복되는 파트들로 구성되어 제

작 시간 측면에서 디자인 사례 2에 비해 효율이 좋아졌다. 또한 형태적으

로 변화가 적고 단순하며 결합구조가 명확해 작업물의 내구도가 향상되었

다. 그러나 파트별로 완성도는 좋아졌으나 가변형 구조는 디자인 사례 1

에서와 같이 작업의 전체적 완성도를 올려주지는 않는다. 고급스러움을

위한 재료 및 색감의 대비에서는 재료들이 갖는 감성이 단순한 외형과 구

조에 묻혀 조금은 얌전하게 느껴진다. 전반적으로 기능과 감성, 재질감-

색감과 형태-구조 사이의 균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조율 할 수 있는 디

자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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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연구 진행 1 평가 및 보완점 탐색

작품 연구 진행 1에서 다룬 디자인 사례 1, 2, 3의 경우 공통적으로

20~30대 젊은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그 기능적 필요를 도출하고 이를 경

제적, 기능적으로 합리화하기 위한 구조, 형태, 그리고 디자인 컨셉을 선

정하여 시안들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사회적 선망 및 그러한 감성을 유발

하는 측면에서 눈에 띄는 변화나 아이디어 보다는 소재의 조합 및 변화나

이미 기존의 디자인 양식에서 봄직한, 그리고 예상 가능한 컨셉 내에서

새로움이 크게 느껴지는 결과를 얻지는 못했다. 소재의 변화나 조합과 같

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방법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선망의 감정을 유발

할 수 있는 디자인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 과거 가구 양식 중

신고전주의 양식의 일부인 엠파이어와 리젠시, 두 가구 양식의 모티브를

통해 귀족적이고 화려한 과거의 품격, 권위를 재해석 해보고 오늘날의 상

황에 녹여보는 방향으로 다음 작품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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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 모티브 절제된 고급스러움과 화려함, Empire / Regency 양식

조형 언어
Empire / Regency 양식의 실루엣 + 현대와 과거 모티브의 재질 및

색감 대비를 통한 절제된 고급스러움과 화려함

디자인 전략
Empire / Regency 양식의 모티브들의 단순화, 모던한 생산 방식 및

재료 적용

디자인 방법
Empire / Regency 모티브 조사, 현대적 생산 방법 조사 > 아이디어

스케치 > 3D 모델링 > 렌더링 > 평가 및 보완점 탐색

디자인 구성
Empire / Regency 양식의 실루엣과 비례 + 디테일에서 모던과

Empire / Regency 양식의 대비 + 현대적 재료와 구조

디자인 단서 현대 생산 기법, 대량생산, Empire / Regency 모티브

[표 2-4] 디자인 사례 4, 디자인 탐색

2. 2. 2. 작품 연구 진행 2

디자인 사례 4

디자인 탐색

디자인 사례 4에서는 과거의 품격과 감성을 재해석 하여 사회적 선망

의 모티브로 선정하고 디자인을 진행하고자 했다. 절제된 고급스러움과

화려함을 조형 모티브로 삼았다. 엠파이어와 리젠시 양식의 실루엣(외형)

과 디테일 등의 요소들을 모티브로 이들을 현대의 재료와 생산 방식으로

재해석 해 봄으로 경제적, 기능적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선행한 디

자인 사례 1, 2, 3의 경우와 다르게 의자만을 대상 아이템으로 하였고, 의

자를 구성하는 요소들 별로 엠파이어, 리젠시 양식의 특징을 모던하게 재

구성하는 아이디어를 전개하고 이를 요소들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디자인

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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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7] 디자인 사례 4, 아이디어 스케치 1

아이디어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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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8] 디자인 사례 4, 아이디어 스케치 2

아이디어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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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9] 디자인 사례 4, 시안 1-1

[그림 2-50] 디자인 사례 4, 시안 1-2

렌더링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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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 디자인 사례 4, 시안 1-3

[그림 2-52] 디자인 사례 4, 시안 1-4

렌더링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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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3] 디자인 사례 4, 시안 1-5

[그림 2-54] 디자인 사례 4, 시안 1-6

렌더링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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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5] 디자인 사례 4, 시안 1-7

[그림 2-56] 디자인 사례 4, 시안 2-1

렌더링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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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7] 디자인 사례 4, 시안 2-2

[그림 2-58] 디자인 사례 4, 시안 2-3

렌더링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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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9] 디자인 사례 4, 시안 2-4

[그림 2-60] 디자인 사례 4, 시안 2-5

렌더링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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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1] 디자인 사례 4, 시안 3-1

[그림 2-62] 디자인 사례 4, 시안 3-2-1

렌더링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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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3] 디자인 사례 4, 시안 3-2-2

[그림 2-64] 디자인 사례 4, 시안 3-2-3

렌더링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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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5] 디자인 사례 4, 시안 4-1-1

[그림 2-66] 디자인 사례 4, 시안 4-1-2

렌더링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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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7] 디자인 사례 4, 시안 4-2-1

[그림 2-68] 디자인 사례 4. 시안 4-2-2

렌더링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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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연구 진행 2 평가 및 보완점 탐색

작품 연구 진행 2에서 다룬 디자인 사례 4의 작업은 엠파이어/리젠시

양식의 모티브들을 재해석하고 경제적, 기능적 합리성에 부합하도록 모던

화 하는 방식으로 디자인 접근을 하였다. 그러나 외형 및 디테일에서 엠

파이어/리제시 양식의 모티브들을 너무 구체적으로 그리고 모던한 소재와

방법으로 ‘재현’ 하는 것에 치우쳐 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모티브가 되

는 엠파이어/리젠시 양식의 감성과 모습은 강하게 나타나지만 구조가 복

합하고 재료 종류가 많으며 디테일이 과해지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제작

및 경제적, 시각적 합리성이 다소 떨어져 보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본 작

품연구가 지향하는 바인 경제적, 기능적 합리성에 무게를 두면서도 사회

적 선망 및 품격의 이미지를 좀 더 구체화 하면서 엠파이어/리젠시 모티

브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좀 더 합리성에 무게를 둔 디자인 작업 진행을 위해 형태와 구조적으

로 더 단순화되고 정리된 엠파이어/리젠시 양식의 실루엣을 현대적 재료

와 이에 적합한 생산 방식으로 구현해보는 사례 진행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보편적으로 공감 할 수 있는 현대적 형태 및 구조의 디자인에 엠파

이어/리젠시 양식의 재료, 색감, 재질 및 디테일들을 모티브로 적용한 사

례를 진행하여 전자와는 다른 접근으로 경제적, 기능적으로 합리적이면서

도 사회적 선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 사례를 진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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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 모티브 우아함, 모던함, Empire / Regency 양식의 실루엣

조형 언어

Empire / Regency 양식의 실루엣과 현대적 구조, 재료 및 색감 대비

+ 현대적 구조 및 형태와 Empire / Regency 모티브의 재질감 및 디

테일 대비를 통한 모던한 고급스러움

디자인 전략

Empire / Regency 양식의 외형적 모티브들의 단순화 및 모던한 생

산 방식 및 재료 적용, 모던한 구조와 형태의 조형과 Empire /

Regency 양식의 소재 및 디테일 적용

디자인 방법

현대적 생산 방법에서 표현 가능한 Empire / Regency 양식의 디테

일 조사 > 아이디어 스케치 > 1:1 라인 드로잉 > 3D 모델링 > 렌

더링 > 프로토타입 제작 > 평가 및 보완점 탐색

디자인 구성

Empire / Regency 양식의 실루엣과 비례 + 현대적 재료와 결합 방

법 / 현대적 실루엣 및 구조 + Empire / Regency 모티브의 소재와

texture, 색감, 패턴

디자인 단서
현대적 재료 및 대량 생산 기법, Empire / Regency 모티브, 모던 디

자인의 우아한 모티브 및 디테일

[표 2-5] 디자인 사례 5, 디자인 탐색

2. 2. 3. 작품 연구 진행 3

디자인 사례 5

디자인 탐색

디자인 사례 5에서는 사회적 선망의 근거로써의 엠파이어, 리젠시 양식

모티브들을 좀 더 20~30대 사용 층이 필요로 하는 경제적, 기능적 합리성

에 맞게 적용해보고자 두 가지 방향으로 시안들을 진행하였다. 우선 엠파

이어, 리젠시 양식의 실루엣을 단순화 하면서 이를 표현하기 적합한 현대

적 소재 및 제작 방법을 적용하는 시안을 진행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보

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모던한 구조 및 형태를 엠파이어, 리젠시 양식

의 소재를 위주로 구현하면서 질감, 색감, 디테일 등의 모티브들을 적용해

보는 시안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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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9] 디자인 사례 5, 아이디어 스케치 1

아이디어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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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0] 디자인 사례 5, 아이디어 스케치 2

아이디어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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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1] 디자인 사례 5, 아이디어 스케치 3

아이디어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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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2] 디자인 사례 5, 아이디어 스케치 4

아이디어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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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3] 디자인 사례 5, 아이디어 스케치 5

아이디어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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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4] 디자인 사례 5, 아이디어 스케치 6

아이디어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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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5] 디자인 사례 5, 시안 1-1, 1:1 라인 드로잉

1:1 라인 드로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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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6] 디자인 사례 5, 시안 1-2, 1:1 라인 드로잉

1:1 라인 드로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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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7] 디자인 사례 5, 시안 2-1, 1:1 라인 드로잉

1:1 라인 드로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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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8] 디자인 사례 5, 시안 2-2, 1:1 라인 드로잉

1:1 라인 드로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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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9] 디자인 사례 5, 시안 1-1, perspective

[그림 2-80] 디자인 사례 5, 시안 1-1, side

렌더링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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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1] 디자인 사례 5, 시안 1-2, back perspective

[그림 2-82] 디자인 사례 5, 시안 1-2, side

렌더링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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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3] 디자인 사례 5, 시안 1-3, top

[그림 2-84] 디자인 사례 5, 시안 1-3, perspective

렌더링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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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5] 디자인 사례 5, 시안 1-4, back perspective

[그림 2-86] 디자인 사례 5, 시안 1-4, perspective

렌더링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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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7] 디자인 사례 5, 시안 2-1, side

[그림 2-88] 디자인 사례 5, 시안 2-1, back perspective

렌더링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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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9] 디자인 사례 5, 시안 2-2, perspective

[그림 2-90] 디자인 사례 5, 시안 2-2, front

렌더링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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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1] 디자인 사례 5, 시안 2-3, top

[그림 2-92] 디자인 사례 5, 시안 2-3, perspective

렌더링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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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3] 디자인 사례 5, 시안 2-4, perspective

[그림 2-94] 디자인 사례 5, 시안 2-4, top

렌더링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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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5] 디자인 사례 5, 시안 2-4, front

[그림 2-96] 디자인 사례 5, 시안 2-4, side

렌더링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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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7] 디자인 사례 5, 시안 1, 4 view line drawing

4 Veiw 라인 드로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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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8] 디자인 사례 5, 시안 2, 4 view line drawing

4 Veiw 라인 드로잉



- 91 -

[그림 2-99] 디자인 사례 5, 시안 1, front

[그림 2-100] 디자인 사례 5, 시안 1, back perspective

프로토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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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1] 디자인 사례 5, 시안 1, perspective

[그림 2-102] 디자인 사례 5, 시안 1, side

프로토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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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3] 디자인 사례 5, 시안 2, front

[그림 2-104] 디자인 사례 5, 시안 2, side

프로토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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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5] 디자인 사례 5, 시안 2, perspective

[그림 2-106] 디자인 사례 5, 시안 2, back perspective

프로토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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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연구 진행 3 평가 및 보완점 탐색

작품 연구 진행 3에서 다룬 디자인 사례 5는 두 가지 시안으로 진행하

였다. 시안 1은 사회적 선망의 모티브인 엠파이어, 리젠시 양식의 상징적

인 아이템인 클리스모스(Klismos) 의자의 실루엣을 파이프 벤딩 및 스웨

이징58) 기법으로 재해석 하며 합리적인 생산 방법과 과거 양식 모티브를

결합하고자 했다. 클리스모스 의자의 실루엣의 구현을 위한 파이프 벤딩

에 있어 산업 규격과는 조금은 다른 곡 값들의 조합으로 형태 구현의 문

제와 금형과 같은 초기 투자비용이 많은 생산 방법을 좀 더 값싼 방법으

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충실히 실행하지는 못했다.

시안 2의 경우 리트펠트(Rietveld)의 베를리 의자(Berlin Chair)나 조나

스 보흘린(Jonas Bohlin)의 콘크리트 의자(Concrete Chair)와 같이 매우

직관적으로 단순한 구조와 형태를 갖는 미니멀한 디자인과 엠파이어, 리

젠시 양식의 소재, 질감, 장식, 디테일, 패턴 등의 요소를 조합함으로 극도

의 모던함과 과거 양식의 화려함을 조화 시키고자 했다. 형태와 소재, 구

조와 디테일의 단순하고 직설적인 결합을 피하고자 구조는 유지한 체 선

과 면의 변화를 통해 소재와 디테일이 자연스럽게 담기는 것을 의도하였

다. 감성적인 측면에서 앞선 디자인 사례들 보다는 균형 잡힌 모습을 보

였다. 하지만 선과 면의 변화는 가공요소의 수를 증가시키고 과거 양식에

서 사용되었던 소재의 상대적으로 비싼 비용은 경제적 합리성의 측면에서

그다지 성공적이지는 못한 한계를 갖는다고 보인다.

디자인 사례 5의 경우 1, 2번 시안 모두 제작이나 소재에 드는 비용,

제작 용이성 등의 측면에서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대량 생산 설비

나 생산 규모의 문제를 떠나서라도 좀 더 생산에 효과적인 구조나 형태,

제품 스케일의 조정 및 변화를 통해 본 작품연구의 목적에 좀 더 부합하

는 디자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58) Stuart Lawson., op.cit., p.16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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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 론

제 1 절 디자인 연구 사례 종합

본 작품연구를 총 5가지 사례를 통해 진행하였다. 초기 사례부터 세 번

째 사례까지는 문제의식이 뚜렷하게 선정되었다기보다는 막연하게 사회현

상과 그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하는 디자인들의 문제점, 한계점을 중심으

로 접근하여 디자인을 진행하였다. 또한 선정한 사용자 층의 필요를 피상

적으로 라이프스타일이나 기능적인 것에만 한정하여 디자인 사례를 진행

함으로 기존의 디자인들과 뚜렷한 차이를 갖는 작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좀 더 심층적인 필요나 불만을 찾지 못한 체 디자인의 외적인 부분에서만

품격과 합리성을 다루었다.

디자인 사례 4를 진행하면서 경제력의 문제 이면에 사용자들은 서로

상이하고 모순되는 가치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막

연하게나마 개인이면서 동시에 사회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하

는 오늘날의 사람들은 체험 하기는 어렵지만 자연스럽게 꿈꾸어지는 그

어떠함에 대한 갈증으로59) 소비를 하면서도 무력감과 박탈감을 느낀다고

보였다. 그러나 디자인 사례 4에서는 디자인을 통해 상호 모순되는 가치

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는 서로 대립되는 가치를 등가적으로 결합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느 한 쪽이 강하고 약한 쪽을 수용하는 것이 맞는지 등

의 방법론적인 것을 깊게 생각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직접적이고 직설적인

디자인 안을 진행하게 되었다.

마지막 디자인 사례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겪거나 갖는 문제의식은 자

기 자신보다는 남들의 시선에 의한 것이라는 좀 더 명확한 문제인식을 얻

59) Roland Barthes, op.cit., p.3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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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었다. 디자인 사례 5에서는 앞선 사례와 같이 디자인 진행을 위

한 모티브의 직접적 인용이나 인용함이 드러나는 디자인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책을 적용하기 위해 더 명확한 조형 및 디자인 가이

드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문제의식을 재현하는 것에서 내가 무엇을 의미

하고자 했는지 고민하는 작업이 되었다.60)

제 2 절 결 론

페스트 퍼니처를 비롯한 경제적 합리성의 담론으로부터 시작된 오늘날

의 제품, 디자인, 브랜드들이 등이 갖는 사회적 선망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는 디자인이 아닌 경제력에 의해 해결 될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많은 사

람들이 단시 경제적인 이유로 차선 내지는 그 보다 못한 선택을 본인도

모르게 강요받거나,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현실에 대한

불만으로 본 작품연구를 시작하였다. 합리적인 귀족주의 디자인이라는 화

려한 표현보다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는 물건도 품질이 좋고 만족스러웠

으면 좋겠다는 평범하고 소박한 생각이 더 정확한 입장일 수 있다. 표현

에 상관없이 막연하고 흐린 느낌에서 출발해서 스스로 가졌던 불만의 정

체를 본 작품연구를 통해 조금은 더 뚜렷하게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새로

운 조형 작업을 위한 경험이 되었다. 자본주의 사회의 신화를 피할 수 없

는 오늘날61) 한국 사회에서 본 작품연구의 문제의식은 계속 유의미한 주

제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동일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른 사용자 층, 다

른 양식, 다른 환경 및 맥락에서도 디자인 및 조형 창작을 확장 시키면

더 가치 있는 작품연구로 발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60) Roland Barthes, op.cit., p.306 참조

61) Roland Barthes, op.cit., pp.314-3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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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ational Aristocratic Design

Proposal for Young People in

their 20s and 30s in Korea

- by Chair Design Case -

Kwon, Soon Hyun

Industrial Design, Dept. of Craft &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study of this work started from recognition of that the fast-

furniture products and brands that emerging and consumed in the

changed social and economic situation in Korea are only partially

helpful in terms of economic and functional rationality in users' lives.

The study suggests that there is a need for design research and

proposals that can more positively and fundamentally narrow the gap

between the reality of the users' economic scale and the value and

happiness of the individual.

I looked at the problems of the fast-furniture products and br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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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erms of designocracy(design democracy), social envy, and economic

and functional rationality, and selected users, items and styles for

specific design proposals. In the Korean society, we chose the young

generation of Korea as the main consumer of fast-furniture,

self-centered, and pursuing rationality in life and consumption as

users. At the beginning of the study, we chose furniture items such

as chairs, side tables and other items for design proposal. In the

second half of the study, subjects were limited to chairs only. In the

case of design styles, design cases 1, 2, and 3, the style of

Mid-Century was dealt with based on the modern style expressed by

the existing fast furniture. In design cases 4 and 5, In order to

examine the contents, we dealt with the French Empire style and the

British Regency style of neo-classical styles.

While studying this work, I was able to find out the psychology of

users who want to find happiness as a person who is both an

individual and a social being underneath economic, functional aspect or

a surface aspect in the use and enjoyment of products and designs. In

order to meet these different needs at the same time, the design

proposal was proposed as 'rational aristocratic design' in combination

with mass production method and past style.

keywords : Designocracy, Fast Furniture, Social Envy, Modern

Style(Design), Empire & Regency Style

Student Number : 2014-2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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