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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디자인의 정의나 디자인 프로세스의 사례에서, 디자인은 특정한 목적을 수
반하는 조형 창작 활동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 지향적 디자인 프
로세스에서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디자인을 시작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
다. 연구자는 목적이 없는 조형 창작을 통해 새로운 제품디자인을 개발한 경
험을 바탕으로, 목적을 정하지 않고 무언가를 그리거나 탐색하는 행위가 새
로운 디자인의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론적 고찰과 실제 작품 창작을 통하여 디자인
에서 강조되는 목적성이 가지는 의미와 한계를 밝히고 디자인에서 목적을 정
하지 않는 것의 창의적 가능성 및 이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여러 문헌에 나타나는 디자인의 정의와 디자인 프로세스 사례를 조사하여
고찰한 결과, 디자인에서 목적은 디자인이 일종의 합리적인 문제해결과정이
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강조되는 경향이 있고, 협업과 효율성이 필요한 산업
적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서 목적성을 강조하는 디자인 패러다임은 디자이너가
예술적 창조로써 디자인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사실을 논의하
지 않고, 창의적 과정에서 새로운 디자인의 기회를 귀납적으로 모색하거나
목표로 하지 않은 결과를 활용할 가능성을 어렵게 하며, 오늘날 디자이너가
필요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독립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다는 시대적 조
건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디자인 과정에서 목적을 정하지 않는 것은 생각하지 못한 디자인 기회를
발견하거나 발전시킬 수 있는 창의적 가능성이 있다. 유희적 창작은 특별한
목적이 없어도 무언가를 그리고 만들면서 새로운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점
에서 창의적 가능성을 가진다. 또한 혁신은 뜻밖의 발견을 통해서도, 또는
목표와 다르거나 못 미치는 결과를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함으로써 탄생할 수
도 있다. 더불어 오늘날 독립 디자이너들은 생산기술과 유통망의 발달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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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직접 작품을 디자인하고 판매할 수 있으므로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체계적
이지 않은 방식으로도 디자인을 진행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특별한 목적 없이 지점토로 형태를 만들고 그 형태를 응용
하여 실용성을 가진 여러 가지 작품을 디자인하였다. 연구자는 2013년에 목
적이나 의도를 분명하게 수립하는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어려움을 겪은 뒤,
2014년부터 유희적이고 즉흥적인 방식으로 쓸모를 고려하지 않은 다수의 입
체 조각을 제작하였다. 만들어진 형태의 디자인적 활용 가능성에 착안하여
2015년에는 3D 스캔 및 프린트를 통하여 화분을 디자인하였고, 2016년에
는 실리콘 주형을 제작하여 비누를 만들고, 독립 디자이너로서 예술시장 및
박람회에 참가하여 판매하였다. 2017년부터는 공간부터 소품까지 각양각색
의 활용방안을 디지털 드로잉으로 전개하였고, 2018년에는 영감의 원천으로
써 지점토 조각의 형태를 보다 은유적인 차원에서 활용하며 여러 디자인 작
품을 표현하였다.
목적 없이 시작하는 디자인 과정은 일반적인 디자인 프로세스로서 효율성
과 범용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지만, 디자인의 필요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
서 디자인 기회를 모색하거나 새로운 외관의 제품을 디자인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효율성보다는 창의성을 우선시하는 일부 소규모 독립 디자
인 프로젝트에서 유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산업과 공학의 측면에서 강조되었던 디자인 과정의 목적성이 지
니는 한계와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무목적의 창의적 가능성을 제시하였으
며, 작품을 통하여 디자이너가 분명한 목적이 없어도 디자인을 시작하고 창
의적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
주요어 : 목적, 창의성, 유희, 세렌디피티, 예술과 디자인, 독립 디자인
학 번 : 2013-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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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디자인에서 목적은 대단히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져 왔다. 오늘날
디자인의 사전적 정의는 “주어진 목적의 조형적 실체화”1)이며, 산업과 공학
기반의 제품디자인 프로세스들은 먼저 분명한 디자인 목표를 세우고 이에 따
라 디자인을 시작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예를 들어 칼 울리히와 스티븐 에핀
저의 일반적인 제품디자인 프로세스는 프로젝트의 미션과 콘셉트를 세우고
충분히 검증한 다음 비로소 디자인을 시작하게 되어있으며2), 나이절 크로스
또한 목표를 분명하게 하는 일이 디자인의 가장 중요한 첫 단계라고 보았
다.3)
그러나 처음부터 목적을 분명하게 세우는 일은 때때로 새로운 것을 시도하
는 데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한다. 연구자는 2013년 어떤 실기 수업에서 개
인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명확한 목적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다. 수업에서는 디자인을 시작하기에 앞서 디자인을 통해 해결하고
싶은 문제나 디자인 의도 또는 콘셉트를 분명하게 정해야 했는데, 연구자는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는 있었지만, 그것이 가진 의미나 필요성을 말이나
글로 논리정연하게 정리하여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었다.
반면에 연구자는 처음부터 목적을 분명히 하지 않고 우선 무언가를 그리고
만들어보는 행위가 오히려 새로운 디자인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
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다. 연구자는 이듬해 여가 시간에 디자인이
1) “디자인,” Naver.com, Accessed January 26, 2019, https://terms.naver.com/entry.
nhn?docId=1086152&cate%20goryId=33074&cid=40942&categoryId=33074.
2) Karl T. Ulrich and Steven D. Eppinger, Product Design and Development (New
York, NY : McGraw-Hill/Irwin, 2012), 14-16.
3) Nigel Cross, Engineering design methods : strategies for product design
(Chichester, England ; Hoboken, NJ : J. Wiley, c2008),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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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관념에서 벗어나 특별한 목적이나 규칙 없이 놀이처럼 지점토로 여러
가지 덩어리들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즉흥적이고 무질서한 방식으로 만든 조
형물을 관찰하면서 그 형태를 디자인으로 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착안하
였고, 형태를 기능적이고 심미적인 차원에서 활용하여 다양한 디자인 아이디
어를 발상 및 표현하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수 있었다.
종래의 목표 지향적 디자인 프로세스가 가진 강한 목적성으로 인해 디자인
을 시작하고 진척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반면에 목적이 없는 유희적 조형
창작과 이를 통해 실제로 사용 가능한 제품을 개발한 경험을 통해, 연구자는
한 명의 디자이너이자 창작자로서 제품디자인 과정에서 강조되어온 목적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고, 목적이 없는 조형 창작을 통한 새로운 디자인
의 가능성을 이론적 고찰과 일련의 작품 활동을 통하여 탐색해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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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목적과 방법

디자인이 목표 지향적인 조형 활동으로 여겨지는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과
반면에 목적이 없는 조형 창작을 통한 디자인의 가능성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을 도출하였다.
⋅ 디자인에서 목적성이 강조되는 현상을 고찰하고 그 이유를 밝힌다.
⋅ 디자인에서 강조되는 목적성이 가지는 한계를 밝힌다.
⋅ 목적이 없거나 목적성이 낮은 디자인 조형 창작의 창의적 가능성과
그러한 디자인 창작의 특성이 어떠한 환경에서 적합한지 밝힌다.
⋅ 목적을 정하지 않고 먼저 형태를 만든 다음,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작
품을 디자인한다.
연구목적별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디자인에서 목적의 중요성이 어
떻게 강조되고 있는지 그 현상을 확인하기 위해, 2장 1절에서는 디자인 조형
창작에서 목적을 중요한 전제로 삼는 디자인의 정의와 디자인 프로세스의 사
례를 문헌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2장 2절에서는 디자인 과정의 목적성이 강조되는 배경을 고찰하
였다. 디자인 과정의 목적성이 주로 산업이나 공학의 관점에서 디자인을 일
종의 문제 해결 활동으로 볼 때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목표 지향적
디자인 프로세스가 가지는 산업적 의의, 그리고 혁신의 방도로써 통찰력을
강조하는 디자인 사고 담론이 디자이너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관해서
기술하였다.
2장 3절에서는 목적성을 강조하는 디자인 과정이 가질 수 있는 한계에 관
해 예술과 창작, 그리고 독립 디자인의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문제와 필요의
관점에서 디자인 과정이 목적의 수립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생각은 예술적 창
조 행위로써 디자인이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차단하고, 귀
납적인 접근을 통하여 창의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해법을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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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발전시키기 어렵게 하고, 디자인의 필요성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도 새로운 디자인의 기회를 창출해야 하는 일부 디자이너들의 상황을 반영하
지 못하는 시대적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2장 4절에서는 목적을 고려하지 않는 조형 창작의 창의적 가능성을 관련
사례를 들어 제시하고 이런 방식의 디자인 과정이 가지는 특성이 어떠한 환
경에서 적합한지 고찰하여 기술하였다. 먼저 창작 자체가 목적이거나 특별한
목적이 없어도 무언가를 그리고 만들 수 있는 유희의 관점에서 그것이 가진
장점과 창의적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다음으로는 세렌디피티의 개념과 사례
를 들어 목표로 하지 않은 결과를 창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밝혔다. 또한
오늘날 디자이너들이 독립적으로 작품을 디자인하고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을
국내를 중심으로 조사하여, 목적이 없거나 체계적이지 않은 방식으로도 새로
운 디자인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에 관해서 기술하였다.
3장에서는 직접 작품을 창작한 과정과 그 결과를 기술하였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점토로 쓸모를 고려하지 않고 유희적이고 즉흥적인 방식으로
수백 개의 입체 조각을 만들었다. 2015년부터는 조각이 가진 디자인적 활용
가능성에 착안하여, 조각의 형태를 관찰하고 응용하여 공간부터 소품까지 각
양각색의 디자인 아이디어를 발상하고 표현하였다. 이미 만들어진 입체의 형
태를 활용하기 위해서 3D 스캔, 3D 프린트, 주형 기법을 이용하였다. 2015
년부터 2016년까지의 1차 연구에서는 복제 생산이 가능한 두 가지 소품을
제작하여 실제 사용 및 예술시장에서 판매하였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의 2차 연구에서는 더욱 다양한 기능과 스타일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며 현
실 가능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빠르게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디지털 드
로잉 중심으로 작품을 진행하였다. 2018년의 3차 연구에서는 지점토 조각의
형태를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차원에서 해석하여 의미를 부여하거나 여러 조
형 양식과 결합하며 새로운 디자인으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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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용어 정의

‘목적성’이란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무엇을 이루려고 나아가는 상태나 경향’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4) 본 논문에서 목적성은 조형 창작을 시작하기 전에
분명한 목적의 수립을 전제로 하는 디자인의 정의 또는 디자인 프로세스가
가지는 경향성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다.
‘세렌디피티(Serendipity)’는 뜻하지 않은 발견을 의미하는 단어로써, 옥스
퍼드 영어사전의 풀이에 따르면 ‘유익하거나 즐거운 방향으로 일어나는 우연
한 사건의 발생 및 전개’를 의미한다.5) 세렌디피티는 발명이나 혁신의 사례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이며, 처음부터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
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성공을 거둔 사례들을 설명하기 위해 널리 쓰이
는 개념이다.
‘독립 디자이너’ 또는 ‘독립 디자인 브랜드’란 ‘상업 영화’와 반대되는 ‘독립
영화’의 개념과 비슷하게 사용하는 용어로써, 독자적으로 자립하여 디자인 창
작을 수행하는 디자이너 개인 또는 브랜드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하는 말이
다. 독립 디자이너 및 디자인 브랜드는 거대 자본에 소속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 또는 소규모 창업하여 자신의 작품을 제작하고 판매한다. 상업성보다는
독창성이나 개성의 발현을 중시하기도 한다.
‘롱테일 효과(Long tail effect)’란 주로 인터넷서점과 같은 시장에서 히트
상품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소량 판매되는 비인기상품 또는 틈새 상품의 판매
량이 장기적으로 누적되었을 때 전체 매출에 상당한 기여도를 가지는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다.

4) “목적성,” Naver.com, Accessed January 26, 2019, https://ko.dict.naver.com/
#/entry/koko/c17bc34d6668404fb0a3538557c006e3.
5) “Serendipity," Oxforddictionaries.com, Accessed January 26, 2019, https://
en.oxforddictionaries.com/definition/serendip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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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디자인 과정의 목적성에 대한 고찰
제1절 문헌에서 강조되는 디자인의 목적성

1. 디자인의 정의에서 강조되는 목적성
디자인은 목적성이 강한 활동으로 정의된다. 오늘날 디자인의 사전적 의미
는 “주어진 목적을 조형적으로 실체화하는 것”이며, “주어진 어떤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여러 조형요소(造形要素) 가운데서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그것
을 합리적으로 구성하여 유기적인 통일을 얻기 위한 창조활동”으로 풀이된
다.6)
여러 디자이너와 이론가도 디자인을 매우 의도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활동
으로 정의하였다. 20세기 산업 디자이너 찰스 임스7)는 디자인이란 “특정한
목적을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요소를 배치하는 계획”8)이라고 말했다. 사
회와 환경을 위한 디자인을 주장한 빅터 파파넥9)은 넓은 관점에서 디자인을
“의미 있는 질서를 부여하기 위한 의식적이고 직관적인 노력”이라고 정의하
면서, 직관은 디자인에 큰 영향을 주지만 어떤 과정이나 기량으로 보기는 어
렵다고 덧붙였다.10) 이건호11)는 디자인은 목적이 분명한 행위이기 때문에

6) “디자인,” Naver.com, Accessed January 26, 2019, https://terms.naver.com/entry.
nhn?docId=1086152&cate%20goryId=33074&cid=40942&categoryId=33074.
7) 찰스 임스(Charles Eames, 1907~1978)는 20세기에 활동한 미국의 가구 디자이너이며
대량생산에 적합한 현대적인 의자 디자인으로 유명하다.
8) John Neuhart and Marilyn Neuhart and Ray Eames, Eames design : the work
of the Office of Charles and Ray Eames (New York : H.N. Abrams, 1989), 14.
9) 빅터 파파넥(Victor Papanek, 1927~1998)은 사회와 환경을 위한 디자인을 주장한 디자
이너이자 저술가다.
10) Victor Papanek, Design for the Real World (Chicago, Ill. : Academy Chicago,
1985), 4.
11) 이건호(1946~)는 명지전문대학 산업정보디자인과 교수, 한국디자인학회 발기위원, 한국특
허학회 초대회장 등을 역임하고 산업디자인에 대한 다수의 책을 집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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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없거나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12)
디자인을 일종의 문제 해결 활동으로 정의하면서 그 목적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정시화13)는 “우리들은 인간이 창조한 인위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물질적인 환경 가운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물질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디자인이라고 말한다.”14)라고 하였
다. 조성근15)은 디자인을 “완성하려는 사물을 의도하는 목적에 따라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진행하는 프로세스와 그 결과”16)라고 정의하였는데, 그는
산업디자인의 목적은 문제의 해결이므로 해결하려는 문제가 없는 디자인은
존재 가치가 없다고도 말했다.17) 디자인의 목적을 문제의 해결로 국한할 때,
디자인은 매우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활동으로 여겨지게 된다.

2.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강조되는 목적성
디자인이 목표지향적인 창조 활동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제품 디
자인 프로세스는 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수립하
는 단계에서 시작한다. 목표를 먼저 정하고 나서 이에 따라 적절한 조형 요
소를 구성하기 위해서다.
칼 울리히와 스티븐 에핀저18)의 일반적인 제품 개발 프로세스(그림 1)는

12) 이건호, 디자인 통론 (서울 : 유림문화사, 1994), 35.
13) 정시화(1942~)는 국민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교수, 서울디자인박물관 관장, 한국 색채학
회 이사 등을 역임하고 <산업디자인 150년>, <현대디자인연구>를 집필했다.
14) 정시화, 산업디자인 150년 : 1830년대-1980년대, 디자인사의 주제 (서울 : 미진사,
1992), 7.
15) 조성근(1961~)은 극동대학교 디자인학과 교수다.
16) 조성근, 산업디자인론 (서울 : 조형교육, 1997), 14.
17) 상게저서, 231-240.
18) 칼 울리히(Karl T. Ulrich, 1905~)와 스티븐 에핀저(Steven D. Eppinger, 1961~)는
<Product Design and Development>의 공동저자다. 칼 울리히는 펜실베니아 대학의
교수이자 와튼 스쿨의 부학장이며 그 외 저서로는 <Innovation Tournaments>,
<Design: Creation of Artifacts in Society>가 있다. 스티븐 에핀저는 MIT의 교수이며
그 외에 <Design Structure Matrix Methods and Applications>를 집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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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칼 울리히와 스티븐 에핀저의 디자인 프로세스
(출처 : Karl T. Ulrich and Steven D. Eppinger, Product Design and Development
(New York, NY : McGraw-Hill/Irwin, 2012), 14.)

‘기획’, ‘콘셉트 개발’, ‘시스템 레벨 디자인’, ‘디테일 디자인’, ‘실험 및 개선’,
‘생산 증가’의 순차적 6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 ‘기획’ 단계는 시장 목표나
제약 조건 등을 명시한 프로젝트 미션을 설정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다음의
‘콘셉트 개발’ 단계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의 콘셉트를 수립한다.
여기서 콘셉트란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의 형태, 기능, 특징을 기술한 일종
의 지침서다. 이때 콘셉트는 소비자 니즈, 경쟁제품, 제조비, 특허 등 수많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제품 사양이나 경쟁사 분석 등의 정보도 수반한
다. 특히, 칼 울리히와 스티븐 에핀저의 콘셉트 개발 과정(그림 2)은 참조해
야 할 새로운 결과나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끊임없이 콘셉트에 대한 수
정과 검증을 반복해야 하는 것으로 그려진다.19)
즉, 칼 울리히와 스티븐 에핀저에 따르면 디자인 프로세스는 프로젝트의
미션과 제품 콘셉트를 명확하게 수립하는 일에서 출발한다. 제품의 윤곽을
그려나가기에 앞서 구체적인 콘셉트를 설정하고 검증한 뒤, 이에 따라 디자
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충분히 적절하고 명확한 콘셉트를 도출하기 전

19) Karl T. Ulrich and Steven D. Eppinger, Product Design and Development
(New York, NY : McGraw-Hill/Irwin, 201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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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칼 울리히와 스티븐 에핀저의 콘셉트 개발 프로세스
(출처 : Karl T. Ulrich and Steven D. Eppinger, Product Design and Development
(New York, NY : McGraw-Hill/Irwin, 2012), 16.)

까지는 디자인을 시작하지 않는 셈이다.
나이절 크로스20)는 디자인 프로세스의 절차적 측면과 구조적 측면을 동시
에 고려한 새로운 모형(그림 3)을 고안하였다. 나이절 크로스의 디자인 프로
세스는 ‘기회 확인’, ‘목표 구체화’, ‘기능 설정’, ‘필요조건 설정’, ‘제품 특성
설정’, ‘대안 도출’, ‘대안 평가’, ‘세부사항 개선’이라는 8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인 ‘기회 확인’ 단계에서는 새로운 또는 개선된 제품을 개발할 기회
를 찾고 정의하며, 두 번째 단계인 ‘목표 구체화 단계’는 디자인 목표와 하위
목표, 그리고 목표들 사이의 관계까지 명확하게 하는 단계다.
나이절 크로스는 이와 같은 내용이 하나의 절대적이고 영원불변한 디자인
프로세스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단서를 달았다.21) 그러나 그 역시 목표를
구체화하는 단계가 디자인에서 중요한 첫 단계이며, 목적은 디자인을 진행하
는 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늘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모든 단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22)

20) 나이절 크로스(Nigel Cross, 1942~)는 국제 디자인 학술지 <Design Studies>의 편집장
을 역임하였으며, 디자인 사고와 디자인 방법론에 대한 세계적인 권위자다.
21) Nigel Cross, Engineering design methods : strategies for product design
(Chichester, England ; Hoboken, NJ : J. Wiley, c2008), 56-58.
22) 상게저서,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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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나이절 크로스의 디자인 프로세스
(출처 : Nigel Cross, Engineering design methods : strategies for product design
(Chichester, England ; Hoboken, NJ : J. Wiley, c2008),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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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디자인의 목적성이 강조되는 배경

1. 산업적 측면에서의 의의
디자인의 정의와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디자인이 목표 지향적이며 체계적인
조형 과정으로 인식되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과 협업을 추구하는
산업의 측면에서 이롭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디자인 프로젝트는 제한된 일정과 예산을 가지고 수행된다. 이런
상황에서 체계적인 프로세스는 디자인의 효율을 높여준다. 칼 울리히와 스티
븐 에핀저에 따르면, 디자이너는 잘 정의된 프로세스를 통해 높은 품질의 결
과를 얻을 수 있고, 동료와 분업할 수 있고, 일정을 계획할 수 있으며, 프로
젝트의 성과를 점검할 수 있고, 개선할 점을 파악하기 위한 피드백 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23)
또한 많은 경우 디자이너는 클라이언트의 의뢰를 받아 디자인을 시작한다.
디자인 과정에서 다른 디자이너 또는 다른 직군의 동료와 긴밀하게 협업하는
경우, 이해 관계자의 지속적인 동의와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많다. 그
런 상황에서 디자이너는 자신의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타인에게 설득하기 위
해서 분명하고 구체적인 디자인의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이 때문에 노먼 포
터24)는 젊은 디자이너들에게 설령 창작과정에서는 그 의도가 모호했을지라
도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디자인을 설명할 때에는 명료하고 설득력 있게 진
술하라고 말했다.25)

23) Karl T. Ulrich and Steven D. Eppinger, Product Design and Development
(New York, NY : McGraw-Hill/Irwin, 2012), 12-13.
24) 노먼 포터(Norman Potter, 1923~1995)는 영국의 디자이너이자 교육자다.
25) Norman Potter, 디자이너란 무엇인가 : 사물·장소·메시지, 최성민 옮김 (용인 : 스펙터
프레스, 2008),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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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자인 사고와 문제 해결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목적의 수립이 강조 및 우선시되는 또 다른 배경은
디자인의 목적이 문제 해결이라는 관념,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일부 디
자인 사고26) 담론과 관련이 있다.
디자인의 목적이 문제의 해결이라면, 디자인 프로세스 초기에 그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기 위한 조사 활동이나 콘셉트 개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
조해도 모자람이 없게 된다. 디자인의 결과가 해결방안으로써 적확하게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통찰력을 강조하는 디자인 사고 담론은 디자이너가 시각적으로 무언
가를 구현하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디자인의 필요성, 즉 디자인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그만한 가치가 있는 잠재된 문제와 니즈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는 인식을 심어준다. 이러한 인식은 결과적으로 새로운 문제나 기회를 발견
하고 정의하는 일을 경영 컨설턴트나 기획자가 아닌 디자이너의 일로 간주하
며 그것을 중요한 능력으로 여기는 현상을 초래한다.
디자인 사고는 디자이너의 사고방식을 일컫는데, 경영이론가 로저 마틴27)
이 디자이너 특유의 문제해결 능력에 주목하고 이에 착안한 사고모델을 고안
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디자이너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와 조건 속에
서 최적의 절충안을 찾는 일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로저 마틴은 디자인 사고
를 분석적 사고와 직관적 사고를 활발하게 병행하는 것이라고 보았으며28),
분석적 사고와 직관적 사고를 병행하여 복잡한 현상을 관찰하고 여기에서 획
득한 경험 규칙을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수렴하여 새로운 경영 시스템을 고안
하는 균형적 사고 모델을 제안하였다.

26) 디자인 사고(Design Thinking)는 국내에서 ‘디자인 사고’, ‘디자인적 사고’, ‘디자인 씽킹’
등으로 표기된다. 본 논문에서는 ‘디자인 사고’로 통일하였다.
27) 로저 마틴(Roger Martin, 1956~)은 토론토 대학 로트먼 경영대학원 학장을 역임하였으
며 디자인 사고와 관련해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경영 이론가다.
28) Roger Martin, 디자인 씽킹 : 아이디어를 아이콘으로 바꾸는 생각의 최고 지점, 이건식
옮김 (서울 : 웅진윙스 : 웅진씽크빅, 20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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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혁신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 디자인 사고 담론은 디자이너가 실질적
으로 결과를 만들어나가는 일보다는 문제를 발견하고 정의하는 일을 더욱 중
요하게 여기게 만들 수 있다. 팀 브라운29)은 직접 디자이너들에게 디자인 사
고를 권한다. 그가 정의하는 디자인 사고는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
해 디자이너의 감성과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다.30) 그러나 그가 역설하는 쪽
은 ‘디자이너의 감성’보다는 ‘세상의 필요’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는 2009년
TED에서 디자인 사고 개념을 설명한 뒤, 디자이너들이 멋지고 아름다운 디
자인보다는 세상의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디자인에 더욱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31) 강연에서 그가 예시로 든 문제는 지구 온난화, 교육, 헬
스케어, 보안, 물 부족과 같은 고질적이고 범인류적인 사회 문제들이었다. 그
의 관점에 따르면 디자인의 가치는 디자인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가치에
따라 평가되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좋은 디자인 의도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
해질 수밖에 없다.

29) 팀 브라운(Tim Brown, 1961~)은 디자인기업 IDEO의 최고경영자다.
30) Tim Brown, “Design Thinking”, Harvard Business Review, June 2008, 86.
31) Tim Brown, “Designers - think big!,” Ted.com, Last modified July 2009,
https://www.ted.com/talks/tim_brown_urges_designers_to _think_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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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디자인의 목적성의 한계

1. 디자인의 수단화
목적을 강조하는 디자인의 정의와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디자인이라는 행
위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의미가 있다. 김민수32)는 그동안 많
은 이론가가 디자인을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하는 활동으로 정의해온 배
경에는 디자인의 어원 가운데 ‘계획’이나 ‘목적’을 의미하는 ‘데셍(desseing)’
과 ‘디세뇨(disegno)’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으며, 이러한 인식 속에서는 디
자인은 그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는 도구적 의미밖에 지니지
못하게 된다고 하였다.33)
결과로서의 디자인이 특정한 기능을 수반하기 위한 도구의 성격을 띠는 것
과는 별개로, 행위로서의 디자인이 목적을 강조할수록 그 가치는 도구적 의
미에 머무르게 된다. 목적성을 강조하는 디자인의 정의나 디자인 프로세스의
맥락에서, 디자인의 목적은 주로 디자이너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주어
지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은 디자인
이 예술이 아닌 산업이며, 디자인의 본질이 많은 사람의 문제와 필요를 해결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비롯한다. 디자인의 목적성을 강조하는
문헌들에서 디자이너 자신을 위한 디자인, 디자인 그 자체를 위한 디자인에
대한 가능성은 다뤄지지 않는다.
키스 도르스트34)는 디자이너의 목표는 타인이나 이해 관계자에 의해 결정

32) 김민수(1961~)는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이며 <모던디자인 비평>, <21세기 디자인
문화 탐사>, <한국 도시디자인 탐사> 등 다수의 디자인 비평서를 집필했다.
33) 김민수, 21세기 디자인 문화 탐사 (서울 : 솔, 1997), 5-6. 원문에서 김민수가 도구적 의
미 중심의 디자인의 정의와 어원을 언급한 이유는 디자인의 또 다른 어원이자 ‘지시하다’,
‘의미하다’라는 뜻을 가진 ‘데시그나레(designare)’를 소개하여 문화적 기호이자 상징인 인
공물을 해석하고 새롭게 창조하는 디자인의 가치를 설명하기 위함이었다.
34) 키스 도르스트(Kees Dorst)는 시드니 공과대학의 교수이며 <Design Expertise>,
<Frame Innovation: Create New Thinking by Design> 등 다수의 디자인 이론서를
집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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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반면에 작가는 스스로 목표를 결정한다고 말하며, 서구식 미술 교육이
작가의 자기 계발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바로 작가가 흥미로운 목표를 설
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인데, 디자이너 또한 자기 계발의 관점에서 프로젝
트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는 작가가 일단 목표를 세우고 나
면 작업 과정이 디자인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들어 디자인과 순
수미술의 경계 모호성을 언급하고, 디자이너는 스스로 순수미술의 영역을 넘
나드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지만 뛰어난 디자이너는 그러한 경계를 가로지
를 수 있다고 말했다.35)
좋은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대의가 필요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디자이너가 개인적인 동기로 디자인을 한다고 해서 그 결과나 효용이 반드시
자기만족에 그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 목적을 찾는 작가의
작품도 결과적으로 많은 관람객에게 영향을 끼치고 사유의 대상으로 기능하
기 때문이다. 디자이너 역시 사회적 가치나 실용적 목적을 떠나 창작 그 자
체를 목적으로 디자인을 시작하고, 그것이 가진 기능이나 가치를 많은 사람
을 위한 것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2. 귀납적 접근의 제한
목표 지향적 디자인 프로세스의 가장 큰 문제는 목적이 없으면 조형 탐색
을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이다. 목표 지향적인 디자인 프로세스는 가설을 세우
고 검증하는 연역적 탐구과정에 가깝다. 그러나 창의적 과정은 항상 연역적
으로 전개되지는 않으며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도 아니다.
조형 창작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분명히 하지 않고도 시작될 수 있다.
특별한 목적이 필요하지 않은 유희적 동기에 의해서도 무언가를 그리고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목적은 창작의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될 수 있다. 창

35) Kees Dorst, Understanding Design : 150 Reflections on Being a Designer
(Amsterdam : BIS Publishing, 200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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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을 진행하면서 작품의 의도나 목적은 수시로 바뀔 수 있으며, 도중에 생각
하지 못했던 다른 의미나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목표를 세울
수도 있다.
지나친 목표 의식이 창의성을 저해하거나 그릇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존 어데어36)는 창조적 발상을 다룬 저서에서 세렌디피티는 목
적의식으로 골몰하는 사고방식과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37) 목표에 대한 집
념이 강하면 의도와 다른 결과를 긍정적으로 보거나 그 속에 잠재된 다른
가능성을 찾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팀 하포드38)는 무질서와 무계획을 혁신을 위한 하나의 긍정적인 수단으로
보고, 목표와 계획이 불러온 부작용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수집했다. 그는
운행시간표를 지키기 위해서 무정차운행을 하게 되는 버스 기사를 일례로 들
어, 편협한 목표와 성과주의는 시야 협착 현상을 일으켜 그릇된 판단을 초래
할 수 있다고 하였다.39) 성공과 실패 둘 중 하나로 귀결되는 형태의 목표는
그 성과가 가시적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 상황에서 대안으로 즐겨 이용되거나
맹목적으로 추구되기 쉽다. 이러한 점 때문에 사례에서는 자칫 승객의 편의
라는 본질이 잊히는 것이다. 만약 운행 시간이 잘 지켜지기 어렵다면, 버스
회사는 차라리 승객들에게 기분 좋게 양해를 구할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 나
았을지도 모른다.
존 어데어와 팀 하포드의 견해를 디자인에 빗대어 생각하면, 디자이너의
창의적 해법은 처음부터 목표로 하지 않은 것에서 발견될 수 있으며, 성패의
틀에서 벗어났을 때 더욱 효과적으로 거두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목

36) 존 어데어(John Adair, 1934~)는 경영, 군사, 리더십에 대한 수십 권의 책을 펴냈으며
특히 리더십에 관해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영국의 학자다.
37) John E. Adair, The Art of Creative Thinking : How to Be Innovative and
Develop Great Ideas (London : Kogan Page, 2007), 26.
38) 팀 하포드(Tim Harford, 1973~)는 세계적인 경제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의 칼럼니
스트이자 베스트셀러 <경제학 콘서트>의 저자다.
39) Tim Harford, 메시 : 혼돈에서 탄생하는 극적인 결과, 윤영삼 옮김 (고양 : 위즈덤하우
스, 2016),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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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 수립을 전제로 하는 기존의 디자인 프로세스에서는 다양한 결과의 가능
성을 도모하는 열린 탐색이 어려울 수 있다.

3. 필요의 비현실적 규범화
디자인을 일종의 문제 해결 활동으로 보고 그 목적을 강조할 때, 디자인은
잠재된 또는 드러날 필요에 의해 시작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오창
섭40)은 오늘날 사물은 필요에 의해 생겨난다기보다는 자본에 의해 발생한다
고 보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41) 가게에 진열된 상품이나 소비자들이 구매하
는 물건의 양상을 생각해보면, 디자인이 문제나 필요에 의해 시작해야 한다
는 주장은 현실과는 다소 괴리가 있다.
디자인의 필요가 명확하게 주어지거나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디자이너
들은 무언가를 디자인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할 수 있어야 한다. 롱테일 효
과를 일으키는 수많은 틈새 상품들은 많은 사람이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누
군가는 반드시 사는 물건이다. 그런 시장을 중심으로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
는 독립 디자이너 및 디자인 브랜드에, 새로운 디자인의 필요성은 누군가가
나서서 제시해주지 않는다. 문제와 필요를 강조하는 디자인의 정의와 디자인
프로세스는 ‘필요하지는 않지만, 매력적인 물건’을 디자인해야 하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
3D 프린트나 진공성형처럼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에 적합한 생산기술은 빠
르게 진화하고 있다. 투자나 후원의 형식으로 독립 창작자의 작품 활동을 지
원하는 플랫폼, 소비자와 직거래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판매자의 판매 비용
이나 진입 장벽을 낮추는 플랫폼들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서도 많은 물건이 홍보 및 판매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환
경에서는 디자이너도 자신의 작품을 쉽고 빠르게 제작하여 판매할 수 있다.

40) 오창섭(1969~)는 건국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교수이자 한국디자인학회 이사로서 <이것은
의자가 아니다>, <디자인과 키치>, <9가지 키워드로 읽는 디자인> 등을 집필했다.
41) 오창섭, 이것은 의자가 아니다 : 메타 디자인을 찾아서 (서울 : 홍디자인, 2001), 22.

- 17 -

외부에서 주어지는 조건에 맞추어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이며 독립
적으로 디자인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를
고려했을 때, 문제와 필요, 목표와 체계를 전제로 하는 디자인 프로세스의
맥락은 일부 시대적 한계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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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무목적의 창의적 가능성

1. 유희적 창작의 장점
놀이는 그 자체가 목적이며, 즐거움을 추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유나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 놀이처럼 특별한 목적이 없는 유희적 동기의 창작과
실험은 결과적으로 새롭고 창의적인 무언가로 발전할 가능성을 지닌다.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과 과학자들의 창조적
사고에 대해 연구한 로버트 루트번스타인과 미셸
루트번스타인42)에 따르면, 최초의 항생제 페니실
린을 발견했던 영국의 세균학자 알렉산더 플레밍
은 본래 예측하지 못한 현상이나 결과에 관심을
두는 과학자였다. 플레밍은 미생물 연구를 마치
놀이처럼 대하면서, 실험에서 사용한 기구들을
곧바로 치우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둔 채 무언
가 흥미로운 현상이 벌어지기를 기대하며 관찰하
곤 했다고 한다.

그림 4 알렉산더 플레밍

루트번스타인의 해석에 따르면, 플레밍의 장난

(출처 : en.wikipedia.org/
wiki/Alexander_Fleming)

스러운 태도는 놀이의 창의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놀이에는 분명한 목적이나 동기가 없으
며, 단순한 유희를 추구하는 행위에 가깝다. 그
러나 놀이의 결과는 언제든지 새롭고 유용한 목
적으로 활용될 창의적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예
술가나 과학자에게 놀이란 명확한 목적의식이 없

42) 로버트 루트번스타인(Robert Root-Bernstein, 1953~)은 미시간 주립대 생리학 교수이
자 창의성을 연구하는 학자이며, 1981년 맥아더 펠로우십 수상자이기도 하다. 미셸 루트
번스타인(Michele Root-Bernstein)은 미시간 주립대 외래 조교수로서 창의적 상상력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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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 새로운 영감과 창조적 통찰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인 셈이다.43)
이러한 놀이에 대한 통찰을 디자인에 대입하면, 특별한 목적 없이 장난처
럼 만들고 그리는 무언가가 결과적으로 새로운 디자인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즉, 자유로운 조형 창작 과정에서 언제든지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여
이를 실용적이며 구체적인 디자인적 결과로 수렴할 수 있는 것이다.

2. 비의도적 혁신의 가능성
다양한 세렌디피티의 사례는 인류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혁신적인
가치를 발견할 수 있고, 목적과 다른 결과에 새로운 용도를 부여하여 창의적
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페니실린은 세렌디피티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본래 페니실린은 잘못
보관한 실험기구에서 자라난 곰팡이였다. 1928년 알렉산더 플레밍은 자신이
배양한 세균이 푸른곰팡이로 오염된 것을 발견했다. 그는 푸른곰팡이 주변의
세균이 죽어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푸른곰팡이가 세균을 죽이는 효과가 있
는지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발견된 물질이 바로 최초의 항생제 페니
실린이다. 플레밍과 연구자들은 수년의 연구 끝에 페니실린을 항생제로 개발
하는 데 성공하여 1945년 노벨의학상을 수상하게 된다.
페니실린과 비슷한 의약품 사례로 비아그라가 있다. 1998년 미국 제약회
사 화이자는 협심증 치료제로 개발한 비아그라가 임상시험 결과 우연히 발기
부전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화이자는 비아그라를 발기부전
치료제로 바꾸어 판매하여 널리 성공을 거두었다.
붙였다 뗄 수 있는 3M의 메모지 상품 포스트잇은 실패한 접착제를 새로
운 방식으로 활용하여 탄생한 발명품이다. 1970년 3M의 연구원 스펜서 실
버가 강력접착제를 만들려다가 실수로 접착력과 점도가 약한 접착제를 만들

43) Robert Root-Bernstein and Michele Root-Bernstein, 생각의 탄생, 박종성 옮김 (에
코의서재, 2007), 32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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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는데, 이에 관해 보고를 들은 다른
연구원 아서 프라이의 아이디어로 몇 년
뒤 붙였다 뗄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메모
지를 개발한 것이다. 이렇게 개발된 3M의
포스트잇은 지금까지도 세계적으로 판매되
는 인기 사무용품이다.
소가 뒷걸음치다가 쥐를 잡는다는 속담
이 있다. 페니실린이나 비아그라의 경우,

그림 5 포스트잇
(출처 : en.wikipedia.org/wiki/
Post-it_Note)

연구자들이 실험 과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효과를 발견한 것이다. 이
점은 인류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을 통하여
새롭고 중요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그러나 화이자가 비아그라를 소기의 목적이었던 협심증 치료제가 아닌 발
기부전 치료제로 판매하여 성공을 거둔 것이나, 3M의 연구원들이 실패한 접
착제를 가지고 뜻밖의 메모지 상품을 개발하게 된 과정은 창조적 과정에서
처음에 목표로 하지 않았던 새로운 의미와 용도를 부여하는 것으로도 혁신적
인 가치가 탄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속담처럼, 용도에 맞는 물건을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건에
적절한 용도를 찾는 것도 창조의 일환인 셈이다.
이를 종합하면, 처음부터 분명한 목적을 세우고 이를 추구하는 것뿐만 아
니라 무언가에 적절한 쓰임새를 부여하여 가치 있게 활용하는 것 또한 창조
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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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립 디자인 생태계
오늘날 디자이너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클라이언트의 의
뢰를 받지 않고도 독자적으로 새로운 상품을 디자인하고 판매하여 이익을 얻
을 수 있다.
독립 디자이너와 디자인 브랜드 상품을 중점적으로 취급하는 플랫폼은 크
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온라인의 경우 크라우드펀
딩, 오픈마켓, 그 외 나머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의 경우 상설매장,
박람회, 예술시장을 예로 들 수 있다.
디자이너는 크라우드펀딩이나 오픈마켓 형태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면
일반적인 유통망보다 쉽고 빠르게 자신의 프로젝트를 판매하거나 투자를 받
을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소셜펀딩이라고도 불리며, 온라인에서 후원이
나 기부의 방식으로 필요한 금액을 모금하는 방법이다. 킥스타터44)는 2009
년 미국에서 설립된 대표적인 크라우드펀딩 서비스다. 국내 크라우드펀딩 서
비스 중에서는 2011년에 시작한 텀블벅45)이 많은 독립 문화예술 창작자를
주요 대상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오픈마켓이란 판매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으며 누구나 판매하려
는 상품을 쉽게 등록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 형태를 말한다. 제프 베조스
가 설립한 아마존이 대표적인 오픈마켓 쇼핑몰이다. 아이디어스46)는 국내의
독립 창작자들이 생산한 생활소품과 수공예품을 중점적으로 판매하는 오픈마
켓 플랫폼이다.
크라우드펀딩이나 오픈마켓은 아니지만, 독립 디자이너의 제품을 중점적으
로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도 있다. 예를 들어 소생공단47)은 소규모 생산자
공업단지의 줄임말인데, 질 좋은 물건을 만드는 소규모 생산자들에게 더 나

44) kickstarter.com
45) tumblbug.com
46) idus.com
47) sos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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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유통 경로를 제공하기 위해 탄생한 온라인 플랫폼이다.
국내에서 독립 디자이너 및 디자인 브랜드를 중점적으로 취급하는 상설매
장 대다수는 온라인 스토어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KT&G 상상마당48)은 디
자인스퀘어라는 이름의 온·오프라인 매장을 설립하여 실용적이면서도 독특한
아이디어가 담긴 신진 디자이너들의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그밖에 TW
L49), 챕터원50), 메리브라운51) 등도 국내와 해외의 다양한 디자이너들의 제
품을 발굴하고 판매하는 생활용품 브랜드로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판매를 겸
하고 있다.
유명한 국제 디자인 박람회는 밀라노 가구박람회, 파리 메종&오브제, 도쿄
디자이너스위크 등이 있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디자인 전문 박람회는 1994
년부터 이어져 온 서울리빙디자인페어를 일례로 들 수 있다.
박람회보다 규모와 격식이 간소하며 주로 야외에서 열리는 판매전을 보통
예술시장이라고 부른다.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리는 세종예술시장 소소, 홍
익문화공원에서 열리는 홍대앞 예술시장 프리마켓52)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홍대앞 예술시장 프리마켓의 경우, 많은 1인 창작자의 독자적 활동 기반 형
성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일상예술창작센터53)가 운영하고 있다. 일
상예술창작센터는 홍대앞 프리마켓 외에도 연남동 마을시장, 서울국제핸드메
이드페어54), 생활창작가게55) 등 다양한 형태의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기획하
고 운영한다.
이와 같은 다양한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이용하여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디

48) sangsangmadang.com
49) twl-shop.com
50) chapterone.kr
51) mary-brown.com
52) freemarket.or.kr
53) livingnart.or.kr
54) seoulhandmadefair.co.kr
55) welcomeke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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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너의 경우, 상황에 따라 일정이나 예산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이 가능
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우선 가치로 하는 산업디자인 프로세스나 전략을 반드
시 따를 필요가 없다. 디자인을 모두 마친 후 외부에 공개해도 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를 설득할 목적으로 먼저 디자인 의도를 수립할 필요도 없다. 처
음부터 분명한 목표와 예상 결과를 설정하고 나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하는 연역적 방식의 디자인 프로세스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 24 -

제3장 목적을 정하지 않고 시작하는 디자인
제1절 작품연구 1차

1. 개요
특별한 목적이나 쓸모를 고려하지 않고 자유롭게 만든 입체 조각을 3D 스
캔과 주형 기법을 통해 화분과 비누라는 두 가지 기능의 제품으로 응용함으
로써, 특별한 목적 없이 디자인 창작을 시작할 수 있다는 연구 가능성을 확
인하였다. 1차 연구 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다.

2. 쓸모를 고려하지 않은 지점토 조각 제작
2014년에 처음으로 특별한 목적 없이 지점토로 입체 조각을 만들기 시작
했다. 조각을 만들기 시작한 동기는 연구나 과제의 일환이 아니라 단순한 재
미와 자발적 표현의 욕구였다. 2013년에 어떤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서 처음부터 디자인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실
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디자인을 뜻대로 진행하지 못한 경험이 있
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4년에는 친숙하고 구하기 쉬운 재료인 지점토로
입체 조각을 만들면서, 특별한 목적이나 체계를 세우지 않고 스케치나 참조
이미지 없이 즉흥적인 방식으로 형태를 만들고 건조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수백 개의 지점토 조각을 만들
었다. 조각의 크기는 작은 것은 손가락 한 마디, 큰 것은 손바닥 정도의 크
기에 이른다.
형태를 만드는 과정은 매우 자유롭고 무질서하였으나, 만들어진 조각들을
관찰하였을 때 형태를 만든 방식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로는 지점토 반죽을 손가락으로 누르거나 꼬집거나 비틀면서 불규칙하고 즉
흥적인 방식으로 형태를 만들었다. 두 번째로는 고무판에 지점토 반죽을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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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지점토 조각 제작 과정

인 다음 즉흥적으로 깎거나 덧붙여서 형태를 만들었다. 마지막으로는 점토
덩어리를 쪼개고 다시 이어 붙이면서 형태를 만들었다. 일부 지점토는 산 지
오래되어 건조해졌는데, 이것을 버리거나 물에 적셔서 말랑하게 반죽하지 않
고 여러 조각으로 찢어서 마치 장작처럼 갈라진 모양의 형태를 만들었다. 또
한 쪼개진 조각들을 쌓거나 이어붙이면서 새로운 형태를 만들었다.

3. 3D 스캔 및 프린트를 통한 화분으로의 활용
2015년 연구자는 만들어진 입체를 보면서, 만들기 전에는 전혀 구상하지
못했던 형상에 새로움과 흥미를 느꼈으며, 이러한 형태를 무언가를 디자인하
는데 활용할 가능성에 착안하였다. 따라서 조각의 입체적 형태를 응용하여,
실용성이 있는 생활용품을 디자인하기로 하였다.
형태와 기능을 연결하여 새로운 활용방안을 발상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여
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게 되었다. 아래의 항목을 나열한 순서는 시간적 순서
나 중요도와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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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의 사물이나 공간 : 조각의 형태에 어떠한 기능이 어울릴지 생각
하기 위해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사물이나 공간을 고려하였다. 평소
자주 사용하는 물건의 목록을 작성하고, 목록에 있는 사물의 기능과
만들어진 조각들의 형태를 비교하여 관찰하면서 형태의 기능을 탐색
하였다.
⋅ 필요조건 : 기능에 필요한 구조 및 재질적 조건을 파악하였다. 예를
들면, 화분은 기본적으로 직사광선과 수분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약
간의 통풍과 배수도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어떤 사물로 기능하기 위
해 필요한 구조 및 재질을 함께 고려하며 활용방안을 발상하였다.
⋅ 제약조건 : 만들었던 지점토 조각을 활용하거나 가공 및 변형하기 어
려운 제약 조건이 있는지 파악하였다. 예를 들면, 크기가 작은 조각은
절단과 같은 가공을 하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지점토 조각은 표면에서
가루가 묻어나올 수 있어서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불편했다. 또한 어떤
형태는 규칙이 없고 복잡하기 때문에 같은 모양이나 크기로 다시 제
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 제작기법 : CNC, 레이저커팅, 3D 프린트, 주형처럼 사용 가능한 다
양한 제작기법을 함께 고려해보았다. 제품의 개발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작기법과 연관된 형태나 기능을 연상할 수 있었
다. 연구자는 이 시기에 3D 스캔과 3D 프린트 기술을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작품의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지점토 조각 원본을 3D 스캔하고 데이터를
수정하여 다육식물을 심을 수 있는 탁상용 화분을 디자인하고, 디자인한 화
분을 3D 프린트를 통해 제작하기로 하였다.
먼저 화분으로 바꿀 지점토 조각을 3종 선택하고 3D 스캔하였다. 3D 모
델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크기를 확대하고 면의 볼록하고 오목한 정도를 조절
하거나 밑면을 수평으로 절단하였다. 이는 흙과 식물의 뿌리를 충분히 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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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쉽게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함
이다. 형태에 대한 보정이 끝난 다음에
는 렌더링 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 색상
과 재질을 확인하고 비교하였다.
3D 프린터를 통해서 플라스틱 소재의
화분을 생산하였다. 제작한 화분은 전시
를 마친 후 자택에서 1년 이상 실제로
사용하였다.
그림 7 3D 스캔 데이터의 편집 과정

그림 8 화분 (플라스틱 3D 프린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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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형 기법을 통한 비누로의 활용
2016년에는 여가 활동 중 의도하지 않게 떠오른 영감을 통해 새로운 디자
인적 활용방안에 착안하였다. 문학작품을 읽다가 우연히 비누라는 새로운 기
능을 떠올렸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지점토 조각을 건조하는 동안 ‘운디네’라
는 문학작품에서 물의 정령이 거품으로 변하거나 샘으로 걸어가는 이야기를
읽었고56), 여기에서 단단한 형체가 녹아서 사라지는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비
누라는 새로운 기능을 발상하였다.
“우리가 살아 있는 한은 물이 우리를 조종하며 또 우리의 말을 들어
주지요. 하지만 일단 죽어버리면 우리는 거품으로 화하게 되는 겁니
다. 그런데도 우리는 한탄을 모르고 즐겁게 살고 있지요. 두견새라든
가 금붕어, 그밖의 귀여운 자연의 아이들이 그런 것처럼 말이지요.”
(71쪽)
하지만 그녀는 다시는 그를 놓아 주지 않고 점점 더 그를 조여 안고
는 영혼이 다할 때까지 울려는 듯이 마냥 눈물을 흘렸다. 눈물은 기
사의 눈으로 흘러들었고 사랑의 아픔과 함께 그의 가슴속으로 물결쳐
왔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의 호흡은 끊어졌다. 그는 시체가 되어 아름
다운 여인의 팔에서 편안한 잠자리 위로 소리 없이 쓰러져 간 것이었
다. “나는 그이를 눈물로 죽였어요”라고 그녀는 건넌방에서 마주친 하
인들에게 말하고는 공포의 질린 사람들을 헤치고 천천히 샘을 향해
걸어 나갔다. (150쪽)

책을 읽기 전 제작했던 몇 개의 조각의 형태가 물결이나 파도를 연상시킬
수 있는 부드러운 곡면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중에서 비누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크기의 조각을 3개 선택하여 비누를 제작하기로 하였다.
비누를 제작하기 위해서 먼저 빳빳한 포장지를 접어 네모난 틀을 만들고
56) ‘운디네’는 독일 소설가 푸케의 작품이다. 여기서 읽고 본문에 직접 인용한 책은 2013년
에 서울의 자음과모음 출판사에서 펴낸 <환상문학 걸작선 1 : 19세기 대문호들의 명작 단
편선>이며, 이 책에 실린 ‘운디네’ 번역본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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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토 조각 원형을 넣어 고정한 다음, 액상 실리콘을 부어 말랑한 재질의
주형을 만들었다. 완성된 실리콘 거푸집에 첨가물을 섞은 비누 용액을 부어
서, 원형과 형상 및 크기가 동일한 비누를 제작하였다.
복제 생산한 3종의 비누는 패키지를 제작하여 세종예술시장 소소(2016년
5월 7일, 6월 4일, 9월 3일) 및 파리 메종&오브제(2016년 9월 2일~6일)에
서 판매하였다. 행사를 관람한 여러 행인으로부터 비누의 형태가 기존의 비
누와 달라 신선하고 독특하게 느껴진다는 의견을 받았다.

그림 10 주형을 통한 비누 복제

그림 9 비누 (주형 생산, 2016)

그림 11 예술시장에서의 비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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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1) 목적을 정하지 않고 시작하는 디자인 창작의 가능성
형태나 기능에 대한 특별한 목적 없이 먼저 조형 창작을 시작하고, 만들어
진 형태를 활용하여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활소품을 개발할 수 있었다. 처
음부터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에 따라 형태를 만들어가는 목표 지향적
디자인 프로세스와 다르게, 먼저 자유롭게 형태를 만든 다음 형태에 어울리
는 기능을 발상하여 적용하는 새로운 디자인 창작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2) 기존의 제품에 비해 새로운 외관의 디자인 개발 가능성
지점토 조각 원본이 처음부터 화분이나 비누라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만든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존의 제품에 비해서 외관이 새로워
보인다는 효과가 있었다.
(3) 비의도적 활용방안 착안 가능성
비누의 경우, 활용방안 모색 과정에서 작품 활동과 관련이 적은 독서를 하
다가 무심코 비누라는 새로운 기능적 아이디어를 떠올렸다는 특징이 있었다.
(4) 다양한 기능적 활용 가능성
1차 연구에서는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었던 지점토 조각을 활용하여
두 가지 생활소품을 개발할 수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화분과 비누 외에
더욱 다양한 기능적 활용방안을 발상 및 표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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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작품연구 2차

1. 개요
2차 연구에서는 주로 원본 형태의 3D 스캔 데이터를 사용하여 현실성이
부족하더라도 형태를 가지고 연상할 수 있는 기능과 이미지를 최대한 다양하
게 발상하여 무작정 디지털 이미지로 전개해보았다. 양초의 경우 주형 기법
을 활용하여 실제로 제작하였다. 연구 기간은 2017년부터 2018년이다.

2. 묘
전체적으로는 둥그스름하되 부분적으로 모난 형태를 몇 가지 골라 색상,
채도, 명도, 투명도 등을 조절하여 녹색의 젤리 같은 이미지를 만들었다. 경
주에서 볼 수 있는 구릉과 봉분의 조화를 생각하면서, 화면 여기저기에 선택
한 형태들을 배치하고 주변에 작은 나무와 비석을 세웠다.

그림 12 묘 (디지털 드로잉,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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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섬과 주택
자연, 도시, 건축의 일부가 된 형태를 상상하면서, 비정형적 곡면을 가진
형태를 크게 확대하여 물에 잠긴 작은 섬의 이미지를 만들었다. 섬 위에 단
순하고 기하학적인 형태의 주택을 그리고, 지붕과 기둥에 몇 가지 형태를 배
치하였다.

그림 13 건축물 아이디어 스케치

그림 14 섬과 주택 (디지털 드로잉,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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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교
3과 마찬가지로 도시와 건축의 일부가 된 형태를 상상하면서, 단순하고 직
선적인 형태의 육교를 그리고 그 위에 비정형적 곡면을 가진 형태 몇 가지
를 기둥처럼 콜라주 하여 표현하였다.

그림 15 육교 스케치

그림 16 육교 (디지털 드로잉,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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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놀이기구
어린이들이 손으로 쥐거나 올라탈 수 있는 크기의 암벽등반 놀이기구를 그
렸다. 넓적하고 구불구불한 형태를 골라서 확대하고 둥근 손잡이를 군데군데
배치하여, 어린이들이 확대된 형태를 직접 손과 발로 짚고 돌아다니면서 예
측하기 어렵게 전개되는 언덕의 비탈을 체험할 수 있는 기구를 표현하였다.

그림 17 놀이기구 (디지털 드로잉,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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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빈백
빈백은 천으로 된 주머니 안에 작은 알갱이로 된 충전재를 가득 채워서 만
든 푹신한 의자를 가리킨다. 커다랗고 푹신한 빈백으로 변신한 지점토 조각
을 상상하였다. 둥그스름한 형태를 고르고 재질감을 바꾸어 빈백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그림 18 빈백 (디지털 드로잉,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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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좌식의자
바위처럼 생긴 지점토 조각의 형태에 대리석이나 유리처럼 다양한 재질감
을 적용하여, 바닥에 앉을 수 있는 등받이가 있는 좌식의자 모양의 조형물을
구성하였다.

그림 19 좌식의자 (디지털 드로잉,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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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스툴
둥글고 유기체처럼 생긴 형태를 활용하여 체스의 말이나 조각상을 연상시
키는 스툴을 디자인하기로 했다. 스툴이 쉽게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경사가 있는 육면체를 만들고, 그 위에 선택한 형태를 덧붙여서 장식하였다.
하나로 합쳐진 기하학적인 형태와 유기적인 형태에 일체감을 더하기 위해서
같은 색상을 적용했다.

그림 20 스툴 스케치

그림 21 스툴 (디지털 드로잉,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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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협탁
비정형적인 곡면을 가진 형태를 선택하여 위아래를 수평으로 절단하고 딱
딱하고 매끄러운 재질감을 적용하여 협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형물을 만들
었다.

그림 22 협탁 스케치

그림 23 협탁 (디지털 드로잉,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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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연필꽂이
형태의 겉면을 남기고 속을 비워서 기능적으로 활용해보기로 하였다. 길쭉
한 형태를 선택하고 타공이 있는 금속판의 재질감을 적용하여 연필과 같은
문구류를 넣을 수 있는 연필꽂이를 표현하였다.

그림 24 연필꽂이 (디지털 드로잉,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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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향꽂이
형태를 장식적인 기능으로 활용해보기로 하였다. 향을 꽂을 수 있는 크기
의 얇은 원기둥 위에 복잡하게 생긴 형태들을 오밀조밀하게 붙여서, 조각적
이고 장식적인 모양의 향꽂이를 표현하였다.

그림 25 향꽂이 (디지털 드로잉,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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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귀걸이
형태를 장신구 디자인에 활용해보기로 하였다. 부드럽게 주름진 형태를 골
라서 가느다란 침을 결합하고 은의 재질감을 적용하여 귀걸이를 표현하였다.

그림 26 귀걸이 (디지털 드로잉,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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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양초
형태가 가진 구조 일부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그대로 녹여서 사용
할 수 있는 양초의 기능으로 응용해보기로 하였다. 먼저 스캔한 형태를 3D
모델링 프로그램에서 변형하고 가운데에 심지를 꽂아서 양초의 이미지를 표
현했다.
양초는 거푸집을 만들어 빠르게 제작해볼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이미지뿐
만 아니라 실물로 구현하였다. 만들어진 지점토 조각 가운데 수직적이고 울
퉁불퉁하여 빙산이나 암벽을 연상시키는 조각을 몇 가지 골랐다. 그중에서
양초로 제작하기가 쉬우며 크기가 다른 두 가지 원형을 골라서 실리콘 거푸
집을 제작했다. 파라핀 왁스에 푸른색 색소를 넣고 심지를 넣어 양초를 생산
했다.

그림 27 양초 (디지털 드로잉, 2017)

그림 28 양초 (주형 생산,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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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소결
(1) 다양한 크기와 용도의 조형물 활용 가능성
기능을 생각하지 않고 만든 다양한 모양의 지점토 조각의 형태를 응용하여
공간, 가구, 소품, 장신구까지 각양각색의 활용방안을 구상하였다.
(2)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방식의 조형물 활용 가능성
2차 연구에서는 대체로 지점토 조각 원본이 가진 굴곡과 같은 기능적이고
구조적인 특징, 또는 형태를 보면서 연상할 수 있는 단순한 심상을 토대로
활용방안을 발상하였는데, 차후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디자인 양식이나 사례
를 토대로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차원에서 지점토 원본 형태에 대한 새로운
활용방안 발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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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작품연구 3차

1. 개요
만들어진 지점토 조각의 다양한 형태를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재해석의 대
상으로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디자인을 발상하기로 하였다. 연구 기간은
2018년이다.

2. 자연을 표현하는 조형과 결합한 패브릭 디자인
지점토 조각의 일부는 목표로 하는 결과를 미리 정하지 않고 특별한 기준
이 없이 계속 손으로 꼬집거나 누르기를 반복하여 즉흥적으로 형성한 형태
다. 이는 바위와 같은 자연물이 외부의 힘으로 끊임없이 변형되는 원리를 연
상시켰다.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지점토 조각을 크게 확대해서 관찰하면 모
래언덕이나 바위처럼 불규칙하고 비정형적인 곡면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연의 힘과 원리를 연상시키는 디자
인을 떠올리며, 이와 관련된 기존의 조
형 양식을 탐색하였다. 일본 문화에는
가레산스이(枯山水)라고 하여 정원을 돌
이나 모래로 장식하는 방식이 있다. 본
래 일본의 정원은 물이 있는 곳에만 만
드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가레산스이

그림 29 교토 다이토쿠사 정원

양식을 사용하면서부터는 물이 없는 곳

(출처 : flickr.com/photos/airlines470/

에서도 정원을 꾸밀 수 있게 되었다.
돌이나 모래로 풍경을 표현하는 것이
며, 섬, 바다, 나아가서는 우주를 상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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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69900929/)

가레산스이 양식의 사례로, 교토 다이토쿠사(大德寺) 정원은 모래가 바위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물결 모양으로 정돈되어있다.
가레산스이 양식을 모티브로 하여, 만들어진 조각의 형태를 가지고 거실을
장식할 수 있는 패브릭 제품을 디자인하였다. 먼저 울퉁불퉁한 형태를 확대
하고 볼록한 부분을 절단하여 부드러운 바위처럼 보이게 하였다. 형태 주변
에 물결 모양의 쿠션 패드를 덧대었다. 제품의 색상은 명도는 높되 채도가
낮아 편안하고 은은한 느낌을 주는 색상을 선택하였으며, 재질감은 부드럽고
푹신해 보이게 표현하였다.

그림 30 쿠션 (디지털 드로잉,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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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능주의 조형과 결합한 선반 및 테이블 디자인
만들어진 지점토 조각은 쓸모나 당위를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만들어진 형
태라는 점에서,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고 주장했던 20세기 모더니즘 디자인
의 기능주의 또는 합리주의와 대비된다.
지점토 조각을 만든 과정이 기능주의 디자인과 대비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지점토 조각의 형태와 기능주의적 조형 요소가 하나의 제품에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대비와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을 발상하게 되었다.
트러스는 직선재를 삼각형 모양으로 그물망처럼 연결하는 골조구조이며,
높은 하중을 지탱할 수 있으면서도 재료의 낭비 또한 적기 때문에 주로 교
량 설계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능적 조형 요소다. 파리의 에펠탑은 트러스 구
조를 이용해 지어진 조형물의 대표적 사례다.
비정형적인 덩어리와 트러스 골조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모습을 상상하면
서, 자연스럽게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이나 테이블 디자인을
구상하게 되었다. 지점토 조각 3D 데이터를 수평으로 절단하여 판재로 만들
고, 이를 지지하는 다리를 트러스 구조로 구성하였다.

그림 31 에펠탑
(출처 : pixabay.com)

그림 32 선반과 테이블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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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선반 1 (디지털 드로잉,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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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선반 2 (디지털 드로잉, 2018)

그림 35 커피테이블 (디지털 드로잉,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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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선반 3 (디지털 드로잉,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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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니멀리즘 조형과 결합한 수납장 및 옷걸이 디자인
만들어진 지점토 조각의 일부는 형태가 매
우 복잡하고 장식적이라는 점에서 미니멀리
즘 양식과 대비된다.
미니멀리즘은 불필요한 요소를 모두 제거
하여 간결하고 절제된 형식미를 추구하는 조
형 양식이다. 주로 기하학적인 형태 및 구성
으로 이루어진 사례가 많다. 1960년대 미니
멀아트의 선구자 도널드 저드의 조각을 대표
적인 사례로 들 수 있으며, 디자이너 재스퍼
모리슨도 미니멀리즘 스타일의 가구디자인으
로 잘 알려져 있다.
지점토 조각의 복잡한 형상을 장식적으로
활용하여, 전체적으로는 단순하고 합리적이

그림 37 도널드 저드 'Untitled'
(출처 : tate.org.uk)

며 생산성이 높은 형태를 지향하지만, 부분
적 장식을 통해 낭만적인 감성을 표현하는 디자인을 개발하기로 하였다. 지
점토 조각의 3D 데이터를 수납장의 손잡이나 옷걸이의 돌출부에 적용하고
매끄럽고 빛나는 금속 재질감을 입혀 강조하였다.

그림 38 재스퍼 모리슨 ‘Plan'
(출처 : jaspermorris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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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수납장과 옷걸이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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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수납장 1 (디지털 드로잉,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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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수납장 2 (디지털 드로잉, 2018)

- 54 -

그림 42 옷걸이 (디지털 드로잉,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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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작품 과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조명 디자인
작품 과정을 복기하면서 지점토 조각에서 무언가가 자라나거나 흔들리는
이미지를 상상하였다. 지점토 조각은 연구자에게 다양한 기능과 이미지를 발
상할 수 있게 해준 생각의 씨앗이자, 각양각색의 디자인으로 활용될 가능성
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생각을 지점토 조각에서 무언가가 자라나는 형상
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발아하는 씨앗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조명 디자인을 구상하였다. 조명은 높
이 약 1M 크기로, 갓, 지주, 받침대의 3가지로 구성된다. 받침대에 여러 개
의 기둥을 수직으로 꽂고 그 위에 LED 광원을 설치한 뒤 빛을 은은하게 투
과할 수 있는 갓을 끼울 수 있다. 받침대의 경우, 지점토 조각 중에 하나를
골라서 크기를 확대한 다음 전기 부품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설계했다.
마찬가지로 조명의 갓도 여러 가지 지점토 조각의 3D 스캔 데이터를 활용하
여 디자인하였다. 광원과 받침대 사이의 높은 기둥은 전선이 지나갈 수 있는
두께의 황동 파이프를 사용하였다.

그림 43 조명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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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조명 (디지털 드로잉,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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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조명 (디지털 드로잉, 2018)

그림 46 조명 (디지털 드로잉,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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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론
본 연구는 디자인을 시작하려면 먼저 분명한 목적을 수립해야 한다는 관념
에 대한 문제의식, 그리고 목적이 없는 조형 창작을 통해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한 경험을 배경으로 한다. 그동안 많은 문헌에서 디자인 과정은 처음부
터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한 후에 그에 맞는 조형 탐색을 수행해야 하는 것
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연구자는 목적을 분명히 하지 않고 우선 무언가를
그리고 만들어보는 행위를 통해서도 새로운 디자인을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
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디자인에서 목적성이 강조되는 현상을 고찰하여
그 이유와 한계를 밝히고, 목적이 없는 디자인 조형 창작의 창의적 가능성과
그러한 특성이 어떤 디자인 환경에 적합한지 규명하며, 목적을 정하지 않고
만든 형태를 활용하여 여러 작품을 디자인하는 것이다.
먼저 디자인에서 목적이 강조되는 현상을 문헌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2장
1절에서는 목적을 중요한 전제로 삼는 디자인의 정의와 디자인 프로세스의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오늘날 사전에서 디자인의 의미는 ‘주어
진 목적의 조형적 실체화’로 정의되고 있으며, 찰스 임스를 비롯한 여러 디자
이너 및 저술가가 분명한 목적을 디자인 조형의 전제로 삼고 있었다. 디자인
의 본질을 일종의 문제 해결 활동으로 보아 그 목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향 또한 관찰되었다. 조형 창작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체적인 목표와 방법
을 세우는 것을 중요시하는 디자인 프로세스의 사례로는 칼 울리히와 스티븐
에핀저, 나이절 크로스의 제품디자인 프로세스를 들었다. 둘 다 엔지니어링
기반의 제품 개발 프로세스로써, 초반에 주어진 조건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문제를 정의하여 적절한 목적을 수립하는 활동으로 시작하며, 디자인 과정에
서 목적이나 콘셉트가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한다.
다음으로 2장 2절에서는 디자인 과정의 목적성이 강조되는 현상의 두 가
지 배경을 고찰하였다. 먼저 산업의 관점에서 목표 지향적이며 체계적인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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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프로세스는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협업해야 하는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 많은 경우 디자이너
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예산은 제한되어 있으며, 프로젝트를 둘러싼 여러 관
계자와 함께 논의하고 그들을 설득하며 디자인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디자인 과정에서 분명한 목표와 체계를 추구하는
것이 이롭다. 또한 디자인을 일종의 문제해결과정으로 보는 인식과 이를 바
탕으로 한 디자인 사고 담론은 디자이너들에게 합리적인 디자인의 필요성을
발견하고 제시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강조한다. 이러한 담론의 영향에서는 디
자인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게 된다.
2장 1절과 2절에서 고찰한 내용을 종합하면, 디자인 과정에서 목적의 중
요성을 강조하고 목적의 수립을 우선시하는 현상에는 디자인의 가치를 예술
이 아닌 산업의 관점에서 바라보거나, 디자인이 문제나 필요를 해결하기 위
한 활동이라는 인식이 기저를 이루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결론을 가지고 2장 3절에서는 디자인 과정에서 강조되는 목적성이
가질 수 있는 세 가지의 창의적 한계를 제시하였다. 먼저, 디자인이 외부에
서 주어지는 목적이나 필요에 의해서 시작된다는 생각은 디자이너가 예술적
창조 행위로써 디자인을 그 자체로 목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포함
하지 않는다. 개인적인 동기에 의해서 디자인을 시작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반드시 개인의 만족에 그치게 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디자이너가 새
로운 디자인 기회를 모색하려면 다수의 입장과 객관적 측면을 고려한 디자인
의 필요성을 도출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목적을
전제로 하는 디자인 과정은 연역적인 접근 방식을 띠기 때문에, 창의적 과정
도중에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해법을 수용하거나 발전시키는 귀납적 접근을
어렵게 한다. 이와 관련하여 맹목적이고 편협한 목표 의식이 오히려 창의적
발상을 방해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존 어데어와 팀 하포드
의 견해를 참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디자인이 필요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시각
은 필요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새로운 디자인의 기회를 창출하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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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부 독립 디자이너들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시대적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사물은 반드시 필요에 의해 탄생하거나 소비되는 것이 아니고, 롱테
일 효과라고 하여 히트상품이 아닌 틈새시장 상품들의 가치가 주목받고 있으
며, 오늘날 디자이너가 독자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쉽고 빠르게 판매할 수
있는 생산기술과 유통 플랫폼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2장 4절에서는 목적을 고려하지 않는 디자인 과정의 창의적 가능성을 유
희적 창작과 비의도적 혁신이라는 두 가지 사례에 빗대어 제시하고, 이러한
창작 과정의 특성이 독립적으로 작품을 제작하고 판매하고자 하는 디자이너
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먼저, 유희적 창작은 특별한 목적이 없어
도 무언가를 그리고 만들면서 새롭고 창의적인 결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
다. 루트번스타인이 페니실린을 발견한 플레밍을 연구하여 놀이의 창의적 가
능성을 밝힌 사례를 그 근거로 들었다. 또한, 세렌디피티의 몇 가지 사례를
통하여 새로운 가치는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도 발견될 수 있고, 목표와 다르
거나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을 때 이를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하여 성공을
거둘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목적을 세우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새로운 용도를 부여하는 것 또한 창조적 과정의 일환
이라는 것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디자이너들이 독립적으로 작품을 디
자인하고 판매할 수 있는 경로를 조사하여, 목적이 없거나 체계적이지 않은
방식으로도 디자인할 현실적 가능성에 관해서 기술하였다. 독립 디자이너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조건을 따르는 것이 아니므로 효율성을 우선 가치로 하는
목표 지향적이고 체계적인 디자인 프로세스를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고, 이
해 관계자를 설득할 목적으로 먼저 객관적인 디자인의 필요성을 수립하지 않
아도 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독립 디자이너를 위해 실제로 활발하게 운영
되고 있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유통망 사례를 조사하였다.
3장에서는 목적이 없는 조형 창작을 통해 직접 디자인 작품을 개발한 과
정과 결과를 담았다. 2014년부터 2018년 사이에 이루어진 작품의 진행 과
정과 흐름을 복기하여 크게 3차로 나누고 그 내용과 변화를 간략하고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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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기술하였다. 먼저, 처음으로 연구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두 가지 실제
로 사용 가능한 생활소품을 개발한 자세한 경위와 결과를 1차 연구로써 3장
1절에서 기술하였다. 연구자는 2013년에 목적이나 의도를 분명하게 수립하
는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어려움을 겪은 뒤, 2014년부터 여가 시간에 쓸모를
고려하지 않고 유희적이고 즉흥적인 방식으로 다수의 입체 조각을 제작한 바
있다. 여기에서 우연히 디자인적 활용 가능성에 착안하여 2015년에는 지점
토 조각의 형태를 3D 스캔하여 화분을 디자인한 다음 3D 프린트로 제작하
였고, 2016년에는 실리콘 주형을 제작하여 비누를 만들었다. 비누의 경우 독
립 디자이너로서 예술시장 및 박람회에 참가하여 직접 판매하였다. 1차 연구
에서는 분명한 목적이 없어도 디자인을 시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
다. 또한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만든 형태가 결과적으로 제품 외관의 새로움
에 기여한다는 사실과 목적을 정해두지 않은 창작의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새로운 디자인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경험적 지식을 획득하였다.
특별한 목적 없이 만들어진 형태를 다양한 디자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나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다양한 활용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디지털 드로잉으로 표현하였고, 이를 3장 2절에서 2차 연구로
묶어 기술하였다. 2차 연구에서는 현실적 구현 가능성보다는 다양한 아이디
어를 전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공간부터 소품까지 각양각색의 디자인
아이디어를 발상하고 표현하였으며, 양초의 경우 주형으로 직접 제작하였다.
마지막으로 2018년의 3차 연구에서는 지점토 조각의 형태를 보다 은유적
인 차원에서 영감의 원천으로 활용하였다. 지점토 조각의 형태적 특징이나
그것이 만들어진 방식을 생각하면서, 자연을 표현하는 조형 양식이나 기능주
의 디자인을 떠올리고 이와 결합하여 여러 가지 소품과 가구를 디자인하거
나, 작품의 전개 과정에 대한 연구자의 개인적 의의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조명을 디자인하였다.
결과적으로 3장에서 연구자는 먼저 특별한 목적 없이 조형을 창작하고, 만
들어진 형태를 응용하여 실용성을 가진 여러 가지 작품을 디자인하였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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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토 조각을 만드는 방식은 자유롭고 무질서하였으나, 활용방안을 모색하면
서부터는 기능성과 심미성 등 다양한 디자인의 조건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였
다. 활용방안의 가짓수가 확장되는 만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접근
방식도 점차 확장되었다.
본 연구는 이론적 고찰과 작품 창작을 통하여 디자이너가 분명한 목적이
없어도 디자인을 시작하고 새로운 결과로 전개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디자
이너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정하지 않고 무언가를 자유롭게 만들거나 그
리면서도 새로운 디자인의 가능성을 포착할 수 있다. 연구자는 지점토 조각
을 처음 만들던 당시에는 연구주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의식이나 새로운
디자인 프로젝트를 시작해야겠다는 용의를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수십
개의 조각을 만들고 나서 자연스럽게 그러한 생각을 떠올리게 되어 새로운
디자인의 기회를 포착하였다.
목적 없이 조형을 창작하고 이를 활용하는 디자인 프로세스의 장점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디자인의 목적이나 필요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디자인 기회를 모색하기에 쉽다. 둘째, 처음에 생각하거나 목표로 하지 않았
던 디자인 기회를 창작 과정 도중에 발견하고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다. 셋
째, 기능을 염두에 두지 않고 만든 형태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제품에
비해 새로운 외관의 디자인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 수행한 디자인 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다. 먼
저, 효율성이 낮다. 분명한 목표나 체계가 없고, 자유로운 조형 탐색을 통해
서 새로운 디자인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결과를 만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예
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다른 단점은 범용성이 낮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산업디자인 프로젝트는 대체로 확실한 목표와 정해진 기한을 가지고 여러 이
해관계자와 함께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 진행한 디자인
프로세스는 그러한 상황에서 적합하지 않다.
위의 장단점을 고려하면,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디자인 과정 및 접근 방식
은 효율성보다는 창의성을 중시하는 디자인 프로젝트, 개인 또는 소규모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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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이루어지는 독립 디자인 프로젝트에서 유용할 것으로 여겨진다.
작품의 과정은 디자인이 주어진 목적의 조형적 실체화라는 사전적 정의나
디자인이 문제나 필요에 의해서 시작한다는 통념과 상반된다. 그러나 결과적
측면에서 디자인이란 건축이나 의복처럼 실용성을 지닌 조형 작품을 의미하
며, 본 연구의 결과 또한 일상생활의 제품과 공간을 구상하고 표현하였으므
로 이는 디자인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 단지 기존의 디자인 프로세스
가 먼저 분명한 목표의 수립, 즉 기능성, 심미성, 경제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고 콘셉트를 세운 뒤 이에 적절한 조형을 탐색하는 과정이라면, 본 연
구의 디자인 프로세스에서는 디자이너가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
선 자유롭게 형태를 만든 뒤 이를 점차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독창적이고
유용한 디자인으로 발전시킨다는 순서상 차이가 있을 뿐이다.
예술가에게는 예술의 목적이 예술 그 자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지만,
디자이너에게는 주로 세상의 문제와 필요를 찾고 해결함으로써 기업이나 사
회를 위한 가치를 추구할 것이 장려되어왔다. 디자이너가 처음부터 명확한
목적을 정하지 않고도 디자인을 시작할 수 있다는 연구의 결론은, 디자이너
가 문제나 필요에서 벗어나서 개인적이거나 유희적 동기로 조형 창작을 시작
하고 이를 언제든지 가치 있는 결과로 발전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산업과 공학의 관점에서 강조되었던 디자인 과정의
목적성이 지니는 한계와 무목적의 창의적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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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on-Purpose Form Creation
and Its Application in Design
Yujin Lim
Dept. of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esign is regarded as a creative activity which involves a specific
purpose both by the definition of design and the design process.
However, specifying the objective in advance can cause difficulty
starting the design process. On the other hand, experience shows
creative activities like aesthetic creation without an objective can
provide a new opportunity for design.
This research aims to identify the meaning and limitations of
objective
advantages

in
of

design

and

designing

stating
without

creative
purpose,

possibilities
through

and

both

a

theoretical approach and actual design projects.
Literature review of the definition of design and case studies of
the design process shows that goal-directed design process t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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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be considered important based on the idea that design is a
rational problem-solving process and shows significance in an
industrial standpoint of collaboration and efficiency.
However, in the point of view stated above, present design does
not regard the possibility that designers can design as an end in
itself or find new solutions by chance or inductively. It also does
not concern that some independent designers can design when
there is no given needs or opportunity for new design in reality.
Having no specific objective in design has the potential to find
new and unexpected opportunities. Designers can conduct creative
activities in a playful way and seek opportunities for new design
possibilities. Innovation can be brought by chance or by making
use of the result deviated from its original purpose. And designers
can produce and sell products independently with the help in
growth of manufacturing technology and sales platforms making it
possible to design with no fixed goal or plan.
In this study, actual design projects were conducted by creating
form first without specific purpose and making use of it for
various products. Personal experience that clarifying objective
caused difficulty to explore new design opportunity in 2013
triggered the start to create many clay sculptures in a playful and
impromptu way from 2014. With an idea making use of the
sculpture to design new products, flower pots were made using
3D scanner and 3D printer in 2015, and soaps were made using a
mold in 2016 which was sold in an art market and fair as an
independent designer. In 2017 a search for various applications
was conducted through free digital drawings. The shape of c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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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ulpture became a source of inspiration and was used for a
metaphorical expression in design in 2018.
The process of design without purpose has weaknesses in
efficiency

and

an

application

as

a

general

design

process.

However it helps discovering new opportunities and forms when
there is no specific goal and can be useful for independent
design projects where creativity is valued.
In conclusion, the result of this research identifies the limits of
the

conventional

goal-directed

process

of

design,

which

is

emphasized in industrial and engineering perspective. It also
shows

the

creative

possibility

that

designers

can

start

and

accomplish design without specific purpose.

keywords : purpose, creativity, play, serendipity, art and design,
independent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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