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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21세기에 들어 패션, 영화, 음악, 인테리어 등 다양한 대중문화예술 전반

에서 과거를 모티브로 하는 디자인이 늘어났다. 연구자 역시 2013년부터 디

자이너로 일하면서 가장 현대적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지난날의 스타일을 

선호하는 현상을 직접 체험한 바 있다. 이러한 배경을 통해 연구자는 과거의 

차용이 대중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현상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으며, 과거

를 차용하는 디자인의 사례와 양상을 이해하여 새로운 조형의 과거 차용 디

자인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포스트모던 디자인에서는 기계 생산을 위해 장식을 배제했던 기능주의 디

자인에 반대되는 감성디자인 사례들이 나타났고, 이 과정에서 과거의 조형을 

차용하는 디자인이 다시 등장했다. 대표적인 사례로써 알렉산드로 멘디니의 

‘리디자인’은 디자인과 대중문화의 감성을 연결하기 위해 과거의 양식을 차

용하였다. 20세기에 들어 과거를 차용하는 디자인 스타일에는 레트로, 신역

사주의, 빈티지 그리고 키치가 있다. ‘과거’를 차용하는 디자인 사례들에는 

주로 주제가 되는 양식이 분명하며, 이 주제 양식은 다양한 문화권과 시대적 

배경을 넘나들지만, 하나의 제품에는 한 시점의 과거만을 모티브로 차용한다

는 특징이 있다.

비교문화학자 스베틀라나 보임과 문화인류학자 아르준 아파두라이, 미술

사학자 엘리자베스 거피, 음악평론가 사이먼 레이놀즈의 저서를 통하여 대중

문화의 과거 선호현상을 살펴본 결과, 현대의 사회에서는 과거를 역사적 사

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상관없이 유희적이고 낭만적으로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기억에 관한 심리학자 줄리아 쇼와 대니얼 L. 샥터의 연구에 따



르면 개인이 실제로 기억하는 과거에는 다양한 사건과 이미지가 불분명하고 

부정확하게 혼합될 수 있다.

연구자는 디자인과 대중문화에서 나타나는 과거 차용의 양상과 기억의 특

성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와 시대의 과거 조형 이미지를 장식

적 요소로 차용하여 하나의 제품 안에 콜라주하는 작품을 디자인하고자 하였

다. 초기 작품연구에서는 두 가지 조형 양식을 혼용하여 스타일의 대비가 주

는 효과를 살펴보았고, 이후에는 두 가지 이상의 양식을 단순한 문법으로 섞

어 혼용된 양식이 표현 할 수 있는 감성의 다양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는 단순히 양식을 섞는 문법에 집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별 양식이 차지하

는 비율과 색감의 강도조절을 통하여 다양한 과거의 이미지가 하나의 제품 

안에서 안정적이고 완성도 높게 표현될 수 있는 디자인을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다양한 과거의 조형 양식을 혼용하는 디자인은 장식적이고 차

용하는 스타일 또한 다양하다 보니 제품을 실제로 생산하는 공법이 복합적이

고 제작비용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본다. 차용한 양식의 역사적인 맥락을 생략

한 조형은 사용성이 까다롭고, 제품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조형의 형태 또

한 사라질 단점이 있다. 하지만, 광범위한 소재의 자유로운 차용이 가능하므

로, 차용할 양식을 조사하고 구성하는 단계에서 디자이너의 취향에 따라 만

들 수 있는 스타일의 가능성이 무한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문화와 시대의 과거의 이미지를 하나로 조합하여 대중

에게 친근하면서도 신선한 디자인 조형을 만들어 내려는 시도로써, 디자인에

서 과거를 차용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주요어 : 감성디자인, 대중문화와 과거, 디자인 노스탤지어, 양식의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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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현대 대중문화의 전반에 두드러지는 현상은 과거를 모티브로 하는 상품의 

소비이다. 공업화된 사회, 흔히 모던사회라 불리는 이러한 사회에서는 제작

과 사용성에 특화되어 극도로 이성적인 구성을 가지는 디자인이 중요시되었

다. 제품디자인에서도 8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미니멀리즘과 공

학적인 접근으로 제작된 디자인이 제품시장의 주류를 이루었지만 한편으로는 

사용자와 제품의 감성적인 작용을 고려하는 디자인에 대한 논의 역시 꾸준히 

존재했다. 디자인에 감성의 논의가 활발하던 2000년대는 과거를 차용하는 

문화가 대중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 

21세기에 들어서 예술, 패션, 인테리어, 지면 디자인, 영화와 음악 등 다

양한 분야에서 과거를 향유하는 디자인이 급격히 늘어났다. 패션 브랜드 나

이키, 아디다스, 리복에서는 각각 80년대 모델인 <에어조단1>, 70년대 펑크

와 락 앤롤 스타일을 차용한 <INIKI>라인, 90년대 후반 대표 제품을 복각한 

클래식라인 등을 선보였다.  자동차 디자인의 경우 포드와 푸조에서 2001년

과 2018년에 50년대 포드와 60년대 쿠페를 연상시키는 슈퍼카를 발표했다. 

영화산업에서는 1982년작인 <블레이드 러너>가 2017년 다시 개봉하였고, 

1978년 작인 <스타워즈>, 그리고 1966년도에 TV 시리즈로 방영한 <스타트

렉> 등의 속편이 연달아 나오기도 했다. 게임시장에서도 철지난 고전게임을 

모티브로 한 새로운 게임들이 여럿 등장했다. 디지털 게임 배포 플랫폼인 스

팀(Steam)은 다양한 레트로 도트픽셀 게임과, 1960년에 유행했던 사이버 펑



크세계관을 차용한 <더 라스트 나잇(The Last Night)>, 1930년대의 수작업 

애니메이션 스타일을 모티브로 한 <컵 헤드(Cuphead)> 등의 게임을 서비스 

하며 과거 차용 디자인의 유행을 보여주었다. 지난 역사의 양식을 차용하는 

디자인 장르는 해당 양식이 유행하던 시대를 경험했는지의 여부를 떠나 다양

한 연령의 사람들에게 소비되고 있다.

연구자는 2013년 뉴욕시티에서 빈티지 스타일을 구현하는 인테리어 회사

의 디자이너로 일하는 동안 맨하탄 섬과 그 근교에서 과거의 감성을 인테리

어 디자인에 적용한 다양한 사례를 접할 수 있었다. 당시 과거의 양식을 차

용하여 사람들을 매료시킨 디자인 사례로 로만 앤 윌리엄스(Roman and 

Williams) 건축 사무소에서 디자인한 미국 어반 빈티지 스타일의 ‘에이스 호

텔(Ace hotel)’, 올드 스쿨 스타일인 29가의 ‘스텀타운 커피 숍(Stumptown 

Coffee)’, 빈티지 요트의 인테리어를 연상시키는 첼시의 ‘카바 커피 숍(Kava 

Coffee)’ 그리고 레스토레이션 하드웨어사(Restoration Hardware)의 가구

와 소품을 들 수 있다. 브룩클린 벼룩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1950년대의 

하늘색 중고 타자기는 현대에는 잘 쓰이지 않는 구식 타자기와 LP음반에 대

한 수요를 확인해준다. 산업디자인에서 과거의 차용은 대중의 감성과 밀접한 

관계성을 보인다. 연구자는 대중이 감성디자인의 맥락에서 과거의 소재를 선

호하게 되었는지와 현대에 부흥하는 과거 감성의 문화를 이해할 필요성을 느

꼈다. 본 연구는 현대사회가 과거를 소비하는 특징을 들어 제품디자인의 분

야에서 과거차용 조형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제 2 절 연구체계 및 연구방법

 

본 연구의 체계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서술하여 연구의 타당성을 명시하고 목적

에 부합하는 연구의 순서를 제시한다.

제2장은 과거가 대중에게 감성적으로 작용하는 사례들을 확인한다. 이 장

에서는 감성디자인의 개념을 살펴보고 과거를 사용하는 현대의 트렌드를 분

석한다.

제3장은 문헌을 통해 모던 이후의 사회가 과거를 차용하게 된 배경을 조

사하여 과거를 차용하는 디자인과 그것을 소비하는 대중의 관계를 이해한다. 

또한 심리학에서 말하는 개인의 기억 특성을 통해 새로운 과거 차용 조형의 

원리와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어 제4장에서는 앞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도출한 디자인 

콘셉트를 작품으로 제작한다. 작품연구에서는 각 사례의 디자인을 통해서 작

품에 차용된 과거가 효과적으로 조형에 표현되는 것을 확인하고 개별 디자인 

콘셉트의 발전 가능성을 기술하였다.

결론에서는 연구자가 도출한 디자인 콘셉트의 장단점을 서술하고 일련의 

작업을 통한 연구자의 의견을 기술하였다.



제 2 장 감성디자인

 

제 1 절 감성디자인의 개념

 

감성디자인이란 사용자에게 심리적 만족감 이상의 정서적 유대 감정을 형

성시키는 디자인을 일컫는다.1) 감성디자인은 제품에 감성을 자극하는 요소를 

부여하여 사용자의 삶의 질을 올리려는 시도이며 포스트모던 디자인에서 본

격적으로 거론되었고 1980년대 말부터 디자인 담론의 핵심적인 문제였다.2)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1970년대 일본에서 연구되던 감성공학을 들 수 있

다. 감성공학은 과학의 범주에서 제품의 기능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감성적 

측면을 만족시키기 위한 연구이다.

 2000년대에도 디자인과 감성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이어졌다. 마크 고

베는 2001년에 발행한 그의 저서 《감성디자인 감성브랜딩 뉴트렌드》에서 사

회가 소비자 지향적 경제로 변화함에 따라 기업들 또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감성을 자극하여 제품의 소비를 통해 즐거움을 느끼도록 변화하였다고 설명

한다.3) 도널드 A. 노먼은 2006년에 발행한 그의 《감성디자인》에서 감정적으

로 만족감을 주는 디자인에 대한 사용자의 호감이 그렇지 않은 제품보다 많

은 창의력을 유발하고 이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용성으로 유도한다고 설명함

으로써 감성디자인의 기능적인 효과 또한 주장했다.4) 디자인에서 말하는 감

1) Demir, E ; Desmet, Pma : Hekkert, P. (2009). Appraisal Patterns of Emotions in 

Human-Product Interac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Design, Vol.3(2) p.41

2) Demir, E. (2008). The Field of Design and Emotion: Concepts, Arguments, Tools, 

and Current Issues. METU JFA, Vol.25. Issue 1, pp135-152

3) 마크 고베(Marc Gobe)는 d/g* worldwide의 CEO 겸 디렉터다.

4) 도널드 노먼(Donald A. Norman)은 캘리포니아 대학교(UC) 샌디에고 캠퍼스 디자인 



성은 개인 또는 대중의 경험이나 취향을 자극한다. 그 때문에 소비층의 취향

이 다양한 만큼 여러 가지 감성디자인이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감성디자인은 

사용자에게 시각적인 안정감과 풍요로움, 긍정적인 경험 또는 취향에 걸맞은 

재미 등을 통해 즐거움을 유발하여 심리적인 만족감을 주는 디자인을 말한

다. 디자인의 감성이 논의되던 포스트모던은 대중의 취향을 반영하려는 성격

을 가지며 그 일례로 ‘과거’를 사용한 디자인 사례를 들 수 있다.

 

랩의 디렉터이며 UX 리서치 전문 기업 닐슨 노먼 그룹의 공동 설립자이다. UC 샌디에고

의 심리학과 학과장, 애플의 부사장, 그리고 일리노이 공과대학의 이사를 역임하고 컴

퓨터와 인지과학 분야에서 벤자민 프랭클린 메달을 수여하였으며 인지과학과 UX 디자

인, 감성디자인에 대한 다수의 책을 집필하였다.



제 2 절 

감성디자인에서 과거를 차용하는 디자인 사례 및 특징

 

‘과거’를 차용하는 방법이나 양식은 역사에서 흔히 관찰된다. 차용의 사전

적 의미는 ‘생각이나 형식 따위를 흉내 내거나 받아들여 쓰는 행위’ 혹은 

‘말이나 문자 따위를 다른 언어로부터 받아들여서 자신의 언어나 문자로 사

용하는 행위’를 말한다.5) 

대표적인 과거 차용의 예로, 고대 그리스의 양식을 모티브로 했던 14~16

세기의 르네상스, 중세를 모티브로 잡았던 18세기 고딕 리바이벌6) 그리고 

1960년대에 재등장한 19세기 아르누보가 있다. 르네상스와 고딕 리바이벌은 

‘과거’의 양식을 다시 구현함으로써 당시에 문화적으로 결핍했던 사상이나 

이념 혹은 감성 또한 부활시키려 하였다.7) 1960년대 서유럽과 북미에서는 

19세기 후반의 아르누보 양식을 예술과 디자인 영역에서 다시 소비하였다. 

엘리자베스 거피는 현대의 복고 선호 현상이 전쟁 이후의 특수한 대중심리이

며 전쟁 전의 감성으로 회귀하고 싶은 대중문화에서 시작되었다고 설명한

다.8) 1973년 미국의 영향력 있는 잡지사 Time, Newsweek과 US News 

and World Report는 새로운 ‘노스탤지어’와 ‘재유행하는 문화'를 다룬 기

사에서 시인 아치볼드 매클리시(Archibald MacLeish)의 말을 인용하였다. 

기사는 ‘현재에 대한 환상이 깨진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현재를 회피할 거리

5) 차용[Daum.net]. (Accessed July 31.2019). 

https://alldic.daum.net/search.do?q=차용. 

6) 르네상스는 프랑스어로 ‘재생’을 뜻하고 리바이벌은 영어로 ‘부활’을 뜻한다.

7) 고딕 리바이벌[다음백과]. (Accessed July 31.2019).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203XX77700172

8) 엘리자베스 거피.(2006).Retro:THE CULTURE OF REVIVAL, London:Reaktion Books,p.9



를 찾는다.’라며 당시 복고문화를 묘사한다.9)

 레트로, 역사주의, 빈티지, 키치 등 20세기에 다시 등장한 과거의 양식

을 활용하는 문화는 척박하고 따분한 일상을 피해 상대적으로 아름다운 몽상 

속의 과거를 회상하는 것에 대한 집착으로도 보인다.10) 포스트모던을 시작으

로 현대의 공산품에는 지난 어떠한 시대보다도 다양한 ‘과거’가 동시에 등장

하며 유행하고 있다.

1. 리디자인

 

포스트모던 디자인에는 사용자의 심리적 만족감을 충족시키기 위해 극적

으로 단순화되었던 모던 스타일의 생산품에 지나간 역사의 문화를 끌어오는 

사례들이 있다. 20세기에 들어 디자인은 기계 생산에 적합하도록 장식적인 

형태를 배제함으로써 근대 중산층의 부흥을 목적으로 하였지만, 19세기의 화

려한 장식미술을 거부한 기능주의적 디자인은 결과적으로 대중의 장식 욕구

를 만족시키지 못했다.11) 이에 따라 1950년대부터 문학과 건축 그리고 순수

미술에서는 기능주의 사상을 반대하는 예술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포스

트모던 디자이너들은 기능주의의 미니멀리즘과 시각적으로 대조적인 조형을 

지향하는 동시에 지난 역사의 문화적 양식 또한 다시 등장시켰다.

 20세기 디자인은 감성적인 요소가 결여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기에, 

다수의 포스트모던 예술가와 디자이너들은 풍부한 문화적 감성과 과거의 상

9) 같은 책, p.19

10) 스베틀라나 보임. (2001). THE FUTURE OF NOSTALGIA, New York : Basic Books, p38

11) 최범. (2018). 최범의 서양 디자인사, 파주 : 안그라픽스, p72, p.32



징적 요소들을 다시 도입하려 했다. 그들은 모더니즘 디자인이 가진 엘리트 

취향을 비꼬는 안티디자인(Anti-design) 운동을 벌이며 미니멀리즘에 깃든 

실용주의적 사고와 엄격함 등을 비판했고,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다채로운 형

태의 디자인을 선보였다.

 알렉산드로 멘디니(1931~2019)는 과거의 양식을 차용하여 감성을 더했

던 포스트모던 디자이너 중 한 사람이다. 스튜디오 알키미아를 이끌었던 멘

디니는 산업디자인의 과도한 기술적 혁신이 결과적으로 전통과 대중문화의 

단절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전 양식과 현대 예술을 디자인에 접목

하는 시도로써 ‘리디자인’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1978년 

그가 스튜디오 알키미아의 ‘리디자인’ 전에서 선보인 프루스트(Proust) 의자

는 바로크 스타일 의자에 폴 시냐크(Paul Signac)의 점묘화에서 파생된 패

턴을 입힌 것이다.12) 멘디니는 “완전히 독창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새로

운 형(形)의 개발은 이미 여러 가지 장식, 모델, 표면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디자인은 이제 리디자인하는 것이며 디자인을 한다는 것은 장식하는 

것과 같다.” 주장했다.13) 스튜디오 알키미아의 리디자인은 절충주의를 바탕

으로 진부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과거’의 양식을 원료로 사용하여 디자인에

서 기능성 이상의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했다.

멘디니의 리디자인은 포스트모던 회화의 대표적인 문화차용 전략인 패러

디와 파스티슈를 사용한다. 파스티슈는 대중들에게 익숙한 문화적 아이콘을 

작가의 의도 아래 차용하는 방법이다. 이는 예술의 고급문화와 대중 사이에 

있는 벽을 부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패러디는 원작을 차용하며 풍자와 

익살의 성격을 부여하여 원작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파스

12) 최경원. (2013). 알레산드로 멘디니, 서울 : 미니멈, p.106

13) 같은 책, p.104



티슈는 원작의 일부분을 작품의 구성요소로 차용하여 기존의 의미를 제거하

고 새로운 맥락에서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한다는 차이점이 있다.14)

<그림 1> 프루스트(Proust) 의자 

(출처: https://www.dezeen.com/2019/02/22/

alessandro-mendini-architecture-design-projects-proust-chair)

14) 신정아. (2008).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에서 나타나는 차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

학교, p. ⅴ



2. 키치(Kitsch) 

문학비평가 레슬리 피들러(Leslie A. Fiedler)는 그의 저서《The New 

Mutants, 1965》에서 포스트모던은 비이성적이며 대중문화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표현하는 특징을 가진다고 설명했다.15)

리디자인과 마찬가지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발생한 문화 차용 현상인 키

치는 고급예술부터 싸구려 기념품까지, 현대에 디자인과 예술이라고 정의하

는 모든 물건에서 찾을 수 있는 스타일이다. 원래 키치는 특정 지역이나 문

화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쓸모가 적고 불필요하게 장식적인 물건을 표현하는 

단어로 쓰였다.

키치에는 정해진 양식이 없다. 원래 키치는 모던사회에서 엘리트 예술의 

범주를 벗어난 스타일로 말할 수 있었다. 모던의 합리주의와 기능주의적 디

자인관을 탈피하려던 포스트모던은 디자인에 대중의 취향을 적극적으로 투영

하였는데 키치 또한 당시의 대중적인 취향으로서 포스트모던에 들어 대중들

의 소비를 자극하는 감성디자인의 스타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키치는 이

제 과하게 개성 있는 디자인 혹은 개인의 취향을 표현하는 단어로, 이렇듯 

“인상을 남기기 위해 격렬하게 과장된” 스타일은 현대에 개성을 표현하기에 

이상적인 장르가 되었다.16) 

레트로에 키치를 합성한 레트로-키치(retro-kitsch)디자인은 보편적으로 

근대에 촌스러우리만치 과장되게 장식된 감성을 재현한다. 흔히 말하던 ‘싸

구려 감성’은 시간이 흘러 감성디자인의 소재로 재조명되고 있다.

15) Storey, John. (2003). Cultural Studies and the Study of Popular Culture. 

University of Georgia Press, p. 226

16) Attfield, Judy. (2006). Kitsch : The Politics of Design. The Journal of 

Architecture, Design, and Domestic Space, Vol.3. Issue 3, 2, p.201



<그림 2> 2018년 런던에 재개장한 레트로-키치 스타일 클럽 ANNABEL’s (1963)

(출처: https://www.vogue.com/article/annabels-london-nightclub-vogue-april-2018)

<그림 3> 2014년 발매된 일러스트레이터 피오나 헤윗(Fiona Hewitt)의 

Wu & Wu 틴케이스와(우) 1920년대 중국 타이거브랜드의 폭죽 상표(좌) 

그녀는 1920~1930년대 홍콩과 상하이의 포장지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

(출처: https://bellakoola.com/collections/wu-and-wu)



3.레트로

사전적인 정의로 레트로는 비교적 가까운 현대의 양식을 개조한 스타일을 

말한다.17) 레트로는 예술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가졌던 산업 시대의 스타일을 

강조 및 변형하여 현시점의 스타일로 가지고 온 것이다. 미술사학자 엘리자

베스 거피는 레트로를 전통이나 엘리트주의 양식에서 보이는 진지함이나 역

사 속 영광스러운 감성의 재현을 기피하며, 과거 속에서 재미와 낭만적인 소

재를 찾는 특징을 가진다고 묘사한다.18)

 초기 레트로는 1960년대의 아르누보 장식의 재현이었으며 현대의 레트

로는 통상적으로 50~60년대의 스타일을 말한다. 레트로는 1970년대에 들어 

가까운 과거를 활용하는 트렌드를 설명하는 단어가 되었다.19) 포스트모던의 

이론가들은 레트로를 전쟁과 급진적인 산업화를 겪은 세대가 대중매체의 성

장으로 인해 접근성이 용이해진 과거에 집중한 문화라 말한다. 21세기의 레

트로도 여전히 “현대적인 과거”를 모방한 장르로, 레트로 디자인은 대중이 

기억하는 “그 시절의” 스타일을 다시 활용한 디자인이라 말할 수 있다.

17) retro[Oxford English Dictionary(OED)]. (Accessed July 31.2019).

https://www.oed.com/search?searchType=dictionary&q=retro&_searchBtn=Search

18) 엘리자베스 거피. (2006). Retro:THE CULTURE OF REVIVAL, 

London:Reaktion Books, p.14

19) 같은 책, p.15



 

<그림 4> 자동으로 끈이 조여지는 <Nike MAG>은 1989년에 개봉한 영화

《Back to The Future》에 등장한 초현대적인 디자인의 신발을 

2011년에 상품으로 개발한 사례다. 이 제품은 2016년에도 재발매되었다(좌).

1992년 영화 《White Men Can't Jump》에 빌리 호일이 신었던 운동화 

<Air Commander Force> 또한 2014년도에 다양한 컬러로 다시 발매되었다(우).

(출처: https://news.nike.com/news)

<그림 5> 50년대 이탈리안 스타일의 스메그(SMEG)의 레트로라인

(출처: https://www.smeg50style.com/gb)



<그림 6> 18세기 후반의 타자기를 닮은 Qwerkywriter®의 

블루투스 키보드 Querkywriter s (2016)

(출처: https://www.qwerkywriter.com)

레트로 상품 중에는 소비자가 어린 시절에 체험했을 과거의 콘텐츠를 차

용하여 유년 시절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친근감을 주는 디자인 사례가 있

다. 예를 들어 80년대 일본 애니메이션 세일러문 소품을 모티브로 한 반다이 

미라클 로맨스의 화장품은 키덜트 문화20)를 바탕으로 한 레트로 상품의 사

례로 볼 수 있다.

<그림 7> 반다이사의 세일러문 미라클 로멘스 화장품

(출처:https://www.amazon.com/Bandai-Sailor-Miracle-Romance-Space/dp/B019T5F5Z6)

20) 키덜트란 어린이(kid)와 어른(adult)의 합성어로, 어린이들의 감성을 즐기는 

20~40대를 지칭한다. 



 레트로와 연관된 디자인으로는 가까운 과거의 상징적인 스타일을 차용하

여 브랜드의 품격과 가치를 광고하는 헤리티지 디자인도 있다. 이는 다음 장

에 소개될 신역사주의 디자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에서 

“heritage”는 다음 세대에 물려줄 가치가 있는, 또는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뜻한다.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하였을 때, 다양한 저널 및 

광고, 그리고 마케팅에 사용되는 ‘헤리티지 디자인’은 다음 세대에 물려줄 가

치가 있는 디자인이란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헤리티

지 디자인의 사례로써, 2001년 북미 인터내셔널 모터쇼에서 소개된 포드사

의 <Ford Forty-nine>과 2018년 파리 모터쇼에서 소개된 푸조사의 

<e-LEGEND>를 예로 들 수 있다. 두 디자인 모두 자사의 50년대와 60년대 

디자인을 암시하는 조형 요소들이 사용되었다. <Ford Forty-nine> 는 1949 

포드와 50년대 자동차 디자인의 상징적인 날렵한 타원형의 바디 곡선, 원형 

헤드램프, 평평하게 뻗은 대시보드, 툭 튀어나온 원형 속도계 그리고 테일 

핀(tail fin)21)을 암시하는 듯한 후방 양 사이드의 굴곡 등이 차체에 표현되

었으며 이는 1947년의 아이콘 적인 <Pininfarina Cisitalia 202>를 연상시

키기도 한다. 하지만 <Ford Forty-nine>의 섬세하고 부드러운 곡선과 천장

에서부터 후방까지 이어진 파노라마형 창 그리고 감춰진 듯 차체에 녹아든 

감춰진 손잡이 등의 디자인이 2000년대의 제품이란 느낌을 들게 한다.22)

 

21) 1950년대 미국의 승용차 디자인에서 유행하던 장식으로 전투기 날개를 닮았다. 

22) 2001 Ford Forty-nine: Concept We Forgot[Moter1]. (Accessed July 31.2019).

https://www.motor1.com/news/302299/ford-forty-nine-concept-we-forgot



<그림 8> <FordForty-nine>과 <1949 Ford> 

(출처: https://www.motor1.com/news/302299/ford-forty-nine-concept-we-forgot,

https://tornadovintage.com/product/ford-1949-original-sales-brochure)

<그림 9> 자사의 60년대의 <504 쿠페>를 연상시키는 푸조사의 e-LEGEND(2018)

(출처 : https://www.motor1.com/photo/3262666/2018-peugeot-e-legend-concept)



<그림 10> 신역사주의로 분류 할 수 있는 화장품 브랜드 불리1803의 헤리티지 디자인.

19세기 장 뱅상 불리의 약국의 감성을 현대에 어울리는 레이아웃으로 복원한 사례로 

불리의 역사와 과거 유럽의 감성을 광고하는 효과를 가졌다.

(출처: https://www.buly1803.com/fr)

 

레트로를 말하는 새로운 트렌드 용어로 “새로운”을 뜻하는(New) 와 “젊

음”을 뜻하는 (Young) 을 합쳐 만든 신조어 뉴트로(New-tro) 와 영트로

(Young-tro) 가 있다. 뉴트로는 2018년,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가 주도하

는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에서 2019년의 트렌드로 발표하였다. 뉴트로

와 영트로는 젊은 세대가 즐기는 복고라는 의미를 가졌다.23)

 

23) 2019년 한국 트렌드, 과거를 새롭게 해석하는 ‘뉴트로(New-tro)’[국민일보]. 

(Accessed July 31.2019).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23923



4. 신역사주의

레트로가 가까운 역사를 회고했을 때의 양식을 변형시킨다면, 역사주의는 
더 오래되고 웅장해 보이는 역사적 양식들을 디자인으로 가지고 온다.24) 

신역사주의는 모던디자인의 규범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포스트모던의 영향으
로 나타났으며 과거의 모든 시대적 양식과 모티브를 디자인에 응용한 사례
다.25) 전통예술의 소재를 차용한 신역사주의 디자인에는 특정 문화의 지역색
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그림 11> 시칠리아섬의 전통미술을 차용한 FAB28냉장고, 스메그&돌체앤가바나 

콜라보레이션, (2012) (출처: https://www.smeg.com)

24) 사이먼 레이놀즈. (2010). Retromania : Pop Culture’s Addition for its Own Past. 

Faber & Faber, p.169

25) 최범. (2018). 최범의 서양 디자인사, 파주:안그라픽스, p.42, p.183



<그림 12> 조선 시대 반닫이를 재해석한 디자이너 정구호의 백골동 (좌)

아메리칸 원주민의 전통 패턴을 차용한 펜들톤의 Fire Legend Wool Blanket (우)

(출처: http://idstudio.co.kr/xe/fimdart1/930, https://www.pendleton-usa.com)

 



5.빈티지

 

빈티지는 단순하게는 오래된 물건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빈티지”라는 단

어는 숙성기간으로 포도주의 품질을 평가하는 주류 업계에서 시작하여 악기

나 자동차 등 특정 해의 생산품이나 나이가 품질을 보증해주는 역할로 사용

되어 왔다. 그러나 60년대에 들어 보헤미안 히피 문화의 여파로, 빈티지는 

개인이 찾아낸 독특한 물건으로서의 의미가 더해졌다.26)

 빈티지의 개념은 실제로 오래되고 낡은 것뿐만 아니라 만들어진 시대의 

이미지를 재현하는 하나의 스타일로 확장되었으며, 나아가서는 역사성, 낡음 

또는 희소성이 주는 감성을 즐기는 일종의 트렌드가 되었다. “골동품의”, 

“중고의”, “진품의”, “희소성을 가진”, “유행에 민감하지 않은”, “인증되고 

정통성을 가진”, “개인의 안목으로 찾아낸 스타일” “특정 시대에 고착된” 등

과 같은 말로 빈티지 감성을 표현할 수 있다.27) 대중문화에서 흔히 언급되는 

빈티지 디자인은 시장에서 찾아낸 중고 제품을 패션과 인테리어 디자인에서 

개성 있게 활용한 스타일 혹은, 오래되었거나 손때가 탄 낡은 물건이 지닌 

감성을 살린 디자인을 말한다.

 

26) 사이먼 레이놀즈. (2010). Retromania : Pop Culture’s Addition for its Own Past. 

Faber & Faber, p.199

27) 고현진. (2001). 빈티지(Vintage) 패션의 미적 가치에 관한 연구-1990년대를 중심

으로-. 한국의류학회, p. 484



<그림 13> 트레블러스 노트북과 TRC황동 필기구, 트레블러스 노트북 컴퍼니 (2006~)

(출처: https://www.travelers-company.com)

<그림 14> 뉴욕 맨하탄 에이스 호텔(Ace Hotel)의 로비

디자인을 담당한 로만 앤 윌리암스(Roman and Willams)사는  
“버려진 도시 외각에 지어진 오래된 저택에서 부모님 모르게 파티를 열었다.” 는 스토리 

형식의 컨셉을 제시하였다. 낡은 느낌이 나는 카우치, 책장, 장식장과 조명들이 사용되었다.

(출처: http://www.romanandwilliams.com/projects-hotels#/the-ace-hotel-ny)



제 3 장 과거를 차용하는 디자인 원리

 

제 1 절 과거를 차용하는 목적

 

노스탤지어는 스위스 지역의 향수병을 뜻하는 방언 Heimweh를 그리스

어 notos(“집으로 돌아가다”)와  algia(“통증”)를 조합해 만들어졌으며 요하

네스 호퍼의 1688년 의학 논문에서 처음 사용되었다.28) 노스탤지어는 집으

로 돌아가고 싶어 생기는 정신적 질병을 지칭하는 용어였으나 20세기 중반

에 들어서는 현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름다워 보이는 과거를 회상하는 감정

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현대의 과거 차용 문화에서 논의되는 

노스탤지어는 현재에 대한 불만에서 발생하는 개인이나 사회적인 감정이

다.29)

비교문화학자 보임은 그의 저서 《THE FUTURE OF NOSTALGIA》에서 

복원을 위한 노스탤지어와 사색을 위한 노스탤지어를 구분한다. 복원을 위한 

노스탤지어는 역사 속 기념비적인 요소에 대한 완전한 복원을 목적으로 하

며, 문화의 계승이나 공동체가 가진 과거의 영광과 유대감 그리고 문화적 정

체성을 재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양식과 규칙이 엄격하고 다소 정치

적인 성격을 띤다.30) 종교적 근본주의, 민속문화, 왕정 복고주의, 토착 주의 

등이 이에 속한다.31)

28) Draaisma, Douwe. (2013). 

The Nostalgia Factory: Memory, Time and Ageing. Yale University Press.

29) 사이먼 레이놀즈. (2010). 

Retromania : Pop Culture’s Addition for its Own Past. Faber & Faber, p.28

30) 스베틀라나 보임. (2001). THE FUTURE OF NOSTALGIA, 

New York : Basic Books, pp.41~45



 반면, 사색을 위한 노스탤지어는 사라져 버린 것들의 향수하는 것으로부

터 시작한다. 이는 개인의 범위에서 그리고 대중문화에서 나타나는 노스텔지

어의 유형이다. 이 타입의 노스탤지어는 지극히 사적인 입장에서 지나간 문

화에 대한 기억을 화두로 꺼내는 것인데, 과거의 장르를 회상하는 과정에서 

디테일을 탐닉하는 것을 즐기며 단편적인 기억을 미화시키기도 한다. 사색을 

위한 노스탤지어는 과거를 현재의 유희 거리로 삼을 뿐 과거로 돌아가는 것

을 목적으로 두지 않는다.32) 2장에서 제시한 과거를 차용하는 감성디자인의 

사례들은 보임이 분류한 사색적 노스탤지어에 속한다. 디자인에서 ‘과거’의 

사용은 역사적 스타일의 복원이 아닌 과거를 기억하는 재미와 과거의 회상하

는 과정에서 낭만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여겨진다.

 

31) 사이먼 레이놀즈. (2010). 

Retromania : Pop Culture’s Addition for its Own Past. Faber & Faber, p.29, 재인용

32) 스베틀라나 보임. (2001). THE FUTURE OF NOSTALGIA, New York : Basic Books, 

pp.41~45



제 2 절 디자인에서 과거를 차용하는 방법

연구자가 2장에서 조사한 레트로, 역사주의, 빈티지 디자인 사례에서는 

하나의 제품에 한 시대의 양식을 모티브로 차용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스메그(SMEG)사의 레트로 라인은 1950년대 이탈리아의 가전 스타일

을, <FAB28> 냉장고는 시칠리아의 전통적인 수레에 사용된 장식미술을 차용

하였고 레스토레이션 하드웨어(Restoration Hardware) 사의 <Foucault’s 

Orb Chandelier> 조명은 19세기 물리학자 푸코의 자이로스코프를 응용했

으며, 나이키의 <Air Commander Force>는 1991년도에 생산되어 1992년 

영화 <White Men Can't Jump>에서 빌리 호일이 신었던 운동화를 모델로 

한다.

 

 <그림 15> 과거 차용 디자인의 분류

보임이나 아르준 아파두라이와 같은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대중문화나 

디자인에서 소비되는 과거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과거는 단순히 대중의 취향을 반영하여 현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소

재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으며, 실제로 개인이 겪어보지 않은 시대나 문화권

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감성디자인에서 보이는 ‘과거’의 소재들은 소비자에게 해당 시대에 대한 

이해가 없어도 낭만적인 감성을 전달하는 기능을 가진다. 디자인에 차용된 

‘과거’는 역사적 양식의 틀을 버리고 일종의 역사 판타지처럼 소비된다. 

<New York Times>, <Tin House>, <Wallpaper*>, <Wired>, <Dwell> 등

의 디자인 플랫폼에 글을 쓰는 에바 헤그버그(Eva Hagberg)는 모던빈티지 

감성을 아래와 같이 서술한다.

“벽돌과 책장으로 이루어진 벽과 벨벳 커튼이 달린 식당, 스피크이지 컨

셉으로 디자인된 현대의 바에서 실제로 역사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과거의 부

분들을 차용한 디자인에서 향수를 느낀다.”33)

 

3장의 1절에서 언급한 보임의 사색적 노스탤지어에 따르면 대중문화와 

깊이 연루된 과거는 이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대상이다. 현대의 문화는 과거

를 유희 거리로 승화시키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피라미드는 영화나 게임에

서 멋지고 웅장한 건축물로 자주 등장하는 소재이나, 그러한 매체에서 

146.7m에 달하는 높이의 피라미드 공사에 동원된 노예들의 삶이 어떠했는

지는 잘 다뤄지지 않는다. 오늘날 유행하는 스피크이지(Speakeasy; 간판이

나 입구가 눈에 잘 띄지 않게 숨겨진 주점)는 1920년대 미국의 금주령 시대

에 법을 피해 위험을 감수하면서 몰래 술을 마시던 공간에서 유래한 것이다.

33) Eva Hagberg. (2009). Dark Nostalgia, Thames & Hudson, intro



 소비자들은 대중매체의 발전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과거 또한 즐길 

수 있게 되었는데, 문화의 세계화를 연구한 미국의 인류학자 아르준 아파두

라이(Arjun Appadurai)는 90년대에 헐리우드 영화와 같은 국제 연예 산업

이 역사적 아이콘을 변형하여 대중에게 보급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각자 원하

는 스타일의 노스텔지어가 깃든 기념품을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

다고 말한다. 스크린을 통해 고풍스러운 유럽의 이미지들이 국제적으로 마케

팅되었고 소비자들 또한 타국의 문화에 대한 노스탤지어가 주입되었다는 것

이다. 개인의 경험이나 역사적 사실과 무관한 노스텔지어를 아파두라이는 안

락의자형 노스텔지어라 지칭한다.34) 또한 현대의 소비자들은 모던이 가져다

준 간편한 구조를 이용해 원하는 페티쉬의 물건을 손쉽게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35) ‘과거’를 향수한다는 개념은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모

양새가 되었고 ‘과거’를 차용하는 디자인들 또한 특정 문화권의 소비시장에 

국한되지 않는다.

 

34) 아르준 아파두라이. (1996). Modernity At Large : Cultural Dimensions of

Globaliz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p.77

35) 스베틀라나 보임. (2001). THE FUTURE OF NOSTALGIA, New York:Basic Books, p.38



제 3 절 기억의 특성

 

인간은 과거의 사건을 항상 순차적으로 기억하지 못한다. 심리학자 대니

얼 L.샥터(Daniel A. Shacter)에 따르면 막연하게 친숙하다는 느낌과 세세

한 회상이 없는 상태가 겹쳐져 장소나 시간을 잘못 기억하는 경우가 존재한

다. 36) 또한 법정 심리학자이자 기억연구가 줄리아 쇼는 인간이 특정 기억의 

시간을 추정할 때 어떤 사건은 실제로 사건이 일어났던 시점보다 더 과거라

고 추정하는 반면 어떤 사건은 오늘과 더 가까운 것으로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한다.37)

 과거에 대한 기억은 왜곡되거나 합병되는 특성도 가지고 있다. 샥터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트라우마를 제외한 부정적인 감정은 쉽게 사라지

는 경향이 있다. 그는 대학생을 상대로 매일 일어난 사건에 대해 평가하는 

형식의 일기를 쓰게 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이 일어난 3개월 후부터 4년이 

지나는 시점까지 당시 경험들과 관련된 감정을 묘사하는 실험을 하였고, 이

를 통해 불쾌한 기억이 긍정적인 기억보다 상대적으로 희미해지는 현상을 발

견했다.38) 기억은 사회적으로도 전염된다. 이 현상을 ‘기억의 동조’라 하는

데, 사건이 일어난 후 SNS를 통해 접하는 사진이나 기사를 통해 본인이 직

접 목격한 일일지라도 기억은 다른 출처에 의해 혼합되거나 바뀔 수 있으며 

나중에는 정확히 어떤 기억이 자신의 것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

다.39) 따라서 기억에는 불분명하고 다양한 사건과 이미지, 감정 등이 혼합되

36) 줄리아 쇼. (2017). 몹쓸 기억력, 현암사, p.75 

37) 대니얼 L. 샥터. (2006). 기억의 일곱가지 죄악, 한승, p.139

38) 같은 책, p.235

39) 같은 책, p.251



는 특성이 있다. 2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디자인에서 차용하는 과거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으며 과거를 회상하는 특성을 가진다. 이에 연구자는 과

거를 차용하는 디자인에 기억의 특성을 반영하였다. 

 

 



제 4 절 

과거를 차용하는 디자인 및 

기억 특성에 따른 새로운 디자인 가능성

 

‘과거’를 차용하는 디자인 사례들과 ‘과거의 기억’ 특성을 통한 결론은 다

음과 같다.

대중문화의 과거는 역사에서 보는 과거와 그 성질이 다르다. 이는 대중문

화가 과거를 차용하는 방식은 현재의 유희를 목적으로 하므로 역사가 사용하

는 척도법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중매체는 타 문화권의 과거 또한 본

인의 것으로 소비할 수 있게 만들었고, 디자이너들은 역사에 대한 충분한 이

해와 공감 없이도 지난날의 것들이 대중에게 낭만적인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소재로 작용한다는 점을 인지한다. 그 때문에 소비자가 향유하는 ‘과거’는 사

실보다 낭만적이고, 출처가 불분명한 다양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연구자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시장에 등장했던 ‘과거’ 차용의 디

자인 사례들은 주로 한 가지 시점의 과거만 차용하고 있다. 이에 연구자는 

다양한 시점의 과거를 한 가지 제품에 복합적으로 차용하는 디자인에 대한 

가능성을 도출하게 되었다.

 



제 4 장 

미지와 혼합의 개념으로 ‘과거’를 활용한 디자인

 

제 1 절 미지와 혼합의 개념으로의 ‘과거’

(Design Concept)

 

연구자가 주장하는 ‘과거’는 다양한 양식이 혼성되어 있는 기억이다. 비유

하자면 과거는 ‘과거’라고 명시된 이미지 보드에 각기 다른 시간대의 매력적

인 사진들이 콜라주라고 할 수 있다. 연구자를 포함한 현대의 소비자들은 디

지털 문서화 기능의 발달로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문화적 양식에 쉽게 접근

할 수 있고, 고대의 국가를 모티브로 하는 영화와 게임을 플레이하며 황동으

로 만든 빈티지 소품과 미국의 50년대의 신발 그리고 머슬카40)를 선호한다. 

연구자는 기반연구를 통해 디자인에 사용하는 과거는 현재를 특별하게 만

들 수 있는 낭만적인 장식이며, 지나간 역사의 엄격한 맥락으로부터 자유로

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가 ‘과거’를 소비하

는 특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시점의 과거의 이미지를 하나의 제품 안에 자유

롭게 콜라주한 작품을 디자인하는데 있다.

 

40) 1964~1971년 사이에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 모델



제 2 절 작품연구 1차

1. 개요

1차 연구에서는 단순한 문법으로 두 가지의 조형을 조합한다. 시각적으로 

대조되는 조형 언어나 시대적으로 구별되는 소재를 사용하여 서로 다른 스타

일이 하나의 디자인에 동시에 적용되었을 때 그 대비가 주는 효과를 확인하

고 스타일을 섞는 요령을 파악하려는 시도였다. 

2. 디자인 사례 1 : Signboard

디자인 사례1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조형 언어를 자연스럽게 

엮는 시도이다. 제작에 용이한 직

사각형 모양의 황동 프레임 안에 

그와 대비되는 나뭇결의 자연스러

운 곡선과 과거의 감성이 담긴 사

진의 색조를 활용한 간판 디자인

이다. 

<그림 16> 색상 팔레트에 차용된 사진
   (출처: https://colorpalettes.net/color-palette-3371)



<그림 17> 색상 팔레트의 활용

 

<그림 18> Signboard



3. 디자인 사례 2 : LED Panel Hanging Light 1

디자인 사례 2 는 아르데코 양식과 판형 LED를 조합한 천장 조명이다. 

모더니즘의 양식과 장식예술을 결합한 스타일의 아르데코는 기하학적이며 

추상적인 장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납작한 판형 LED를 자연스럽게 소화한다. 

형태는 기하학적이나 천연재료를 사용하는 프레리 스타일41)의 창문에 영감

을 받아 나무 재질로 구현하여 디자인에 따듯한 감성이 나도록 표현하였다. 

<그림 19> Art Deco Window from Villa Empain private house, 

Master Bedroom Window of Robie House (출처: flickr.com)

41) 프레리 스타일(prairie style)이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미국 시카고 등장한 

스타일로 미술공예 운동의 사상을 이어받아 장인정신을 중요시했으며 자연과 어우러지

고 단순한 디자인을 추구하였다. 미국 중부의 평지에서 영감을 받아 주로 낮고 가로로 

길며 기하학적인 장식요소가 돋보인다. 



<그림 20> LED Panel Hanging Light 1(디지털 드로잉)

<그림 21> LED Panel Hanging Light 1(디지털 드로잉)



4. 소결

디자인 사례 1과 사례 2의 경우 대비되는 조형의 완충재로 색상을 사용

하였으나 디자인에 차용된 양식이 크게 드러나지 않아 전달되는 감성이 단조

롭고 작품이 주장하는 스타일의 혼용 역시 강하게 전달되지 않는다.

작품연구 1차는 2장 2절의 기존 과거 차용 디자인들과 마찬가지로 지난 

양식을 현대의 시선으로 개조한 감성의 제품디자인이다. 1차 작품 연구는 양

식의 혼합을 표현하기에 앞서 2차 연구의 방향성을 확인하는 선행연구로서 

의미가 있으며 차후 연구는 차용하는 양식의 특징적인 요소를 부각해 양식의 

혼용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제 3 절 작품연구 2차

1. 개요

2차 연구에서는 하나의 디자인 안에 두 가지 이상의 양식을 차용한다. 

양식을 선발하고 배치하는 과정에서 해당 양식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나 규칙 

등을 배제하였고, 소재의 자유로운 구성을 통하여 다양한 스타일의 융합을 

시도하였다. 본 차수의 연구에서는 시각적으로 양식의 혼성이 주는 장점과 

다양한 조형 창작의 가능성을 우선으로 탐색하였다. 디자인은 웹 서핑을 통

하여 최대한 많은 과거의 양식을 찾아 분류하여 재조합하는 콜라주 과정을 

거쳤다.



2. 디자인 사례 3 : Romantic Futurism Pen Series

디자인 사례 3 에서는 스타일을 혼합하기 위하여 스타일을 구분 짓는 

조형 언어를 도출하는 단계를 거쳐 진행하였다. 미래(Futuristic)를 상징하는 

조형 언어와 낭만을(Romantic) 상징하는 조형언어를 설정하였고 두 가지 

언어를 표현하는 형태, 색감, 재질을 혼합하여 ‘낭만적인 미래지향적’ 디자인 

테마로 필기도구를 디자인하였다. 

<그림 22> 디자인 요소의 구분과정. ‘미래적인’ 감성과 ‘낭만적인’ 감성을 표현할 수 있는 

‘색’과 ‘형태’ 그리고 ‘재질’을 분류하여 총 여섯 가지 방정식을 도출하였다.

 



<그림 23> 필기도구 아이디어 스케치

<그림 24> Romantic Futurism Pen Series (디지털 드로잉)



<그림 25> Romantic Futurism Pen Series (디지털 드로잉)



3. 디자인 사례 4 : Tunnel Bar Light

Tunnel Bar Light는 바 테이블같이 기다란 상 위에 놓을 수 있는 조명 

디자인이다. 디자인 사례 4에서는 지리적으로 거리가 먼 문화권들의 스타일

을 차용하였으며 대비되는 색의 배치와 두 가지 이상의 표면 질감을 가진 

재료를 사용하여 양식의 혼합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려 하였다. 

디자인에 차용된 양식

죽부인(竹夫人 , 1930s heater by Christian Barman for HMV, vinyl records, Navajo 

Native American Diamond Symbol, Ghana Akan Kente cloth textile

<그림 26> Tunnel Bar Light (디지털 드로잉)



<그림 27> Tunnel Bar Light (디지털 드로잉)

 

<그림 28> Tunnel Bar Light (디지털 드로잉)



4. 디자인 사례 5 : LED Panel Hanging Light 2

디자인 사례 5는 디자인 사례 2를 발전시킨 천장 조명이다. 아르데코 

양식의 프레임과 판형 LED의 조합에 샹들리에의 술 모양 테두리와 몇 가지 

그래픽적인 장식을 추가하였다. 

디자인에 차용된 양식

1900 Prairie Style stained glass window, 1940~50s Hot Rod Flames42). 

1920s Odeon Clear Glass Fringe Chandelier, 15c Aztec Stone of the Fifth sun

<그림 29> 아이디어 3D 스케치 과정

42) 핫로드(Hot Rod)는 1930년대 미국에서 자동차를 개조하여 경주를 즐기던 문화다. 

차체에 새겨진 불꽃무늬는 핫로드의 상징적인 그래픽 디자인이다.



<그림 30> LED Panel Hanging Light 2 (디지털 드로잉)



<그림 31>  2 (디지털 드로잉)



5. 디자인 사례 6 : Monitor : Sea Hype

디자인 사례 6에서 사례 8은 컴퓨터와 그에 연관된 액세서리를 디자인하

였다. 21세기를 상징하는 가전제품에 과거의 양식을 합성하려는 시도였다. 

디자인 사례 6은 바다와 밀접한 문화권을 연상시키는 양식들을 모니터 

디자인에 차용하였고 디자인 사례 7은 철강과 관련된 양식과 고가구에 주로 

사용되는 흑단, 마호가니 같은 어두운 목재를 사용하여 앤틱 감성을 가진

모니터를 구현하고자 했다. 디자인 사례 8은 수직성을 가진 양식들을 차용하

여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와 스피커 그리고 컴퓨터 본체를 디자인하였다.

디자인에 차용된 양식

iphone 3g s, 1970 Sydney Opera House(Expressionist Architecture), 1960s Vintage 

Surfing Board, Retro Reggae Poster, Rattan crafts, 18~19th century East Asian 

Dragon Painting

<그림 32> 아이디어 3D 스케치 과정



<그림 33> Monitor : Sea Hype (디지털 드로잉)



6. 디자인 사례 7 : Monitor : Vintage 

디자인에 차용된 양식

1884 Victorian Silver Rose Engraved Scent Bottle, 1920s American Art Deco 

Architecture, 18th Century English Naval Cannon, Iron/Steel Truss

<그림 34> 



<그림 35> Monitor : Vintage 



<그림 36> Monitor : Vintage (디지털 드로잉)



7. 디자인 사례 8 : Computer Accessories

디자인에 차용된 양식

1934 The Commodore Vanderbilt, Shield M 102 Dual Crystal 1950’s microphone, 

Swedish 18th Century Period Baroque furniture, 1929 The Carbon & Carbide 

building, 1920~30s Oriental Express Train’s Wooden Interior frame, Woven Slavic 

Belt Pattern

<그림 37> 아이디어 스케치 (콜라주)



<그림 38> 아이디어 3D 스케치 과정

<그림 39> Computer Accessories (디지털 드로잉)



<그림 40> Computer Accessories (디지털 드로잉)



8. 소결

작품연구 2차는 혼합된 양식의 디자인으로 과거의 감성을 표현할 수 있

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디자인 사례3은 양식의 

혼합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에는 펜이라는 작품 소재가 다소 작다는 한계점

을 지녔다. 디자인 사례 4와 디자인 사례 5의 경우 차용된 소재가 단순한 

직선 구조로 분배되어 양식의 혼합된 감성보다는 양식을 배치한 디자인에 가

깝다. 디자인 사례 6에서 8까지의 조형은 채도가 높은 색감의 조합에서 오

는 강한 대비감이 제품을 사용할 공간을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

며 쉽게 질릴 수 있다는 의견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차용하는 양식들을 보다 

유연하게 접목할 방안을 연구하였다. 

제 4 절 작품연구 3차

1. 개요

3차 연구 또한 하나의 디자인 안에 두 가지 이상의 양식을 차용한다. 다

만, 양식을 선발하고 배치하는 과정에서 해당 양식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나 

규칙 등이 시각적으로 두드러지는 것을 피하여 양식을 혼합하는 연결점과 양

식이 제품에서 가시적으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조절하였다. 본 차수의 연구

는 양식의 혼합을 심층적으로 구성하는 과정을 탐구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

다. 디자인에서 과거의 차용은 장식의 성격이 강하다. 연구자는 장식으로 활

용도가 높은 제품으로 조명을 선정하여 작품연구 3차를 진행하였다.



2. 디자인 사례 9 : Bedside Table Lamp

디자인 사례 9는 침대 머리맡에 두는 램프를 디자인하였다. Bedside 

Table Lamp는 색조와 패턴을 이용하여 양식의 혼성되는 강도를 조절하는 

것에 중점을 둔 작품이다. 사용하는 패턴에 따라 차용되는 양식 또는 색조의 

구성에도 변화를 주어 다양한 시안을 전개하였다. 

디자인에 차용된 양식

Classic boat ceiling curve, 1960s Scandinavian pendent light style, Vintage 

surfing board from 1966, Tai Usha Koran Palace Hotel Art Deco from 1880, 

Jerusalem Crusaders Cross from 1291, Navajo rug pattern, Classic egg-and-dart 

molding, Graffiti street art lettering

<그림 41> 아이디어 3D 스케치



<그림 42> 색상과 재질의 조합과정

<그림 43> 색상과 재질의 조합과정



<그림 44> Bedside Table Lamp (디지털 드로잉)



<그림 45> Bedside Table Lamp (디지털 드로잉)



3. 디자인 사례 10 : Brass Standing Light

디자인 사례 10는 스탠드 조명이다. Brass Standing Light는 각 양식이 

차지하는 비율을 조절하여 조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그 방법으로 

아이디어 스케치 단계에서 가장 도드라지길 원하는 감성을 선정하였고, 부 

주제가 되는 양식들을 작은 비율로 분배하여 제품의 시각적인 구성에 위계질

서를 주었다. 조명의 크기는 17x20cm로 중국식 창틀과 미국의 레트로 주크

박스를 주된 조형 요소로 사용하였으며 황동과 가죽으로 구성된 빈티지 가구 

감성으로 색을 입혔다. 디자인 사례 10 은 혼용된 양식이 표출하는 감성이 

잘 표현되어 프로토타입으로 제작되었다. 하지만 과한 스타일링으로 기본적

인 조명의 형태를 잃어버렸다는 단점이 있다.

디자인에 차용된 양식

Manhattan Student Kerosene Lamp from 1877, 1710s, William and Mary Style 

furniture, Squibb Building, Early 20th Century Chinese window Lattice Panel, 

Nautical Star Tattoo, Nifty 50s Jukebox, 1958 Oldsmobile Super 88 Sedan



<그림 46> 아이디어 3D 스케치 과정

<그림 47> 색상과 재질의 조합과정



<그림 48> Brass Standing Light (디지털 드로잉)



<그림 49> Brass Standing Light (디지털 드로잉) 



<그림 50> 프로토타입 제작 과정



<그림 51> 프로토타입



제 5 장 결론 

본 연구는 과거의 감성 혹은 스타일을 선호하는 현대의 문화적 경향을 배

경으로 삼아 새로운 과거 차용디자인의 가능성을 고찰하는 것에서 시작하였

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현대에서 차용하는 과거의 감성을 디자인의 종류와 

특징으로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레트로, 키치, 신역사주의와 빈티지를 다루

는 산업디자인에서는 주로 하나의 제품에 한 가지의 특정한 과거 양식이 사

용되었고, 현대사회에 차용되는 과거의 감성은 해당 양식의 시대에 대한 이

해와 경험 없이도 다양한 연령층의 소비자들에게 소비됨을 인지하였다. 이어 

3장에서는 사회학과 심리학 문헌을 통하여 지난날을 향한 사회적 향수에 관

한 배경과 대중문화가 과거를 차용하는 목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현대의 

대중문화에서 사용되는 과거의 감성은 유희를 목적으로 하여 원본이 가지는 

사상이나 규칙 등을 버리고 다소 창의적으로 개조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중매체와 인터넷 아카이브 시스템의 발전으로 타 지역의 소비자 또한 전혀 

다른 문화권의 지난날을 향수 하게 되었다고 한다. 3장 3절에서는 심리학 

문헌을 통하여 개인이 기억하는 과거에는 다양한 사건들이 순차적으로 정리

되어 있지 않으며 기억은 불확실하고 혼합되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하였다. 

4장의 작품연구는 문헌 고찰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3장에서 언급된 바

와 같이 대중문화가 과거를 이해하는 특성과 개인의 기억 특성에 빗대어 다

양한 역사적 양식을 하나의 디자인에 혼합하는 작품을 3차에 걸쳐서 총 10

개의 제품으로 진행하였다. 



1차 작품연구에서는 두 가지 스타일을 혼합하며 소재의 대비가 주는 효

과를 확인하고자 하였고 스타일의 대비로 다양한 감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양

식의 직관적인 이미지 차용이 필요하다 판단하였다. 2차 작품연구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양식을 무작위로 차용하여 양식이 혼합된 디자인에서 표현할 수 

있는 재미와 감성의 다양성을 살펴보았으며 너무 강한 대비는 자칫 조형을 

단조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어서 3차 작품연구에서는 비

율과 색감의 조율을 통해 같은 테마로 디자인된 조형에서 양식들 사이의 가

시적인 안정성과 제품의 전체적인 완성도를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본 연구는 대중문화와 과거 그리고 기억의 관계성을 통하여 디자인의 역

사 차용방식이 보다 자유로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여 대중에게 친근하

면서도 새롭게 다가갈 수 있는 조형 디자인을 전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

다. 또한, 디자인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광범위한 소재의 차용이 가능하기 때

문에 양식을 구성하고 혼합하는 단계에서 작가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반면 과거의 양식을 혼합하는 디자인은 소

재의 구성 또한 다양하기에 제품을 생산하는 공법 또한 복합적으로 사용되어 

제작비용이 높을 것으로 보이며, 역사적인 맥락과 구조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소재를 차용한 디자인은 제품이 보편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벗어나기 쉬

워 사용이 까다로울 수 있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향후 후속 연구가 진행된다

면 현실적인 제작 공정과 직관적인 인지성을 고려한 디자인 보완이 될 것으

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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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esthetic Study of 

Emotional Design with Unknown 

and Mixed Styles of the P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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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21st century, mimicking styles of the past have become a 

design trend. People living in the modern cities have come to 

favor designs that reflect retrospective atmosphere. Based on 

experiencing this past-reflective trend, this study starts from 

observing aesthetics of contemporary retrospective designs and its 

relation to popular culture. The goal of this project is to develope 

a new concept of emotional design using assets from yesterday’s 

genre.

Rejecting the ideologies of modernists eliminating decorations 

for machine manufactured products, postmodern designers 

incorporated historical design icons to enhance emotional values 

in products. A representative example is Alessandro Mendini's 

"redesign". His idea behind “redesign” was to re-tie knots between 

design and popular culture by reconstructing historical styles. In 



20th century, design genres known as retro, neo-historicism, 

vintage and kitsch specifically deal with the aesthetics of the past. 

Their retrospective references cover a wide variety of cultural and 

historical backgrounds. Unlike architecture and interior design, 

retrospective product design generally refers to one particular 

style in the history.

Scholars and popular culture critics like Svetlana Boym, Arjun 

Appadurai, Elizabeth Guffy, and Simon Raynolds examine the 

today’s retrospective culture and its historical and social 

background. According to them, the retrospective 

tendencies(nostalgia) in polar culture are not about restoring 

historical facts but it is about finding pure emotional amusements 

through olden days. And according to psychologists and memory 

experts like Julia Shaw and Daniel L. Schacter, personal memory 

is composed of mixed ideas about the past which can be 

unfaithful and also ambiguous. 

Based on the cultural reflection towards the past and 

characteristics of personal memory, the research aims to design 

products that contain various historical styles from multiple 

cultures in different time periods. 

In order to successfully combine multiple styles within a 

product, this research develops through following three stages: (1) 

Earlier projects combined two kinds of aesthetics to acknowledge 

the visual effects of mixing styles. (2) Following projects combined 

more than two kinds of aesthetics and retrospective styles to 

explore design possibilities. (3) Later projects are focused on 

adhesive elements in combining styles. Adhesive elements are 

considered by adjusting proportions, compositions, colors and 

materials to achieve certain level of balance between contrasting 

aesthetics.



 Mixing various retrospective styles in a design results in 

genuinely decorative product. Results from the study showed the 

process of manufacturing such designs will requires various 

manufacturing methods causing production cost to rise. It also 

showed, using aesthetics without historical context may lack user 
accessibility because the results can lose the basic visual aspects of a 
product. However, the concept of this study shows possibilities in 

mixing styles of the past as a means to create new styles.

This study attempted to develope a new perspective around 
contemporary emotional design that takes references from the 
bygone genres while the design outcomes are familiar enough to 
feel emotionally related yet new to the public eye.

keywords : Emotional Design, Popular culture and retro, Design 

Nostalgia, Mixing of Sty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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