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본논문의 1 부는국가무역장벽 혈빼가개앙추기 초기 단계에 놓인 전톨사회에 어댄 영향흩 미치는지에 대혜 논한다. 를로뭘 기업온 천톨문화
사회에서 오브제 (object)톨신속하게 확산하기 위한공격적인 광고훌훌률 전개한다. 그 곁과， 헌톨사획는 갑자기 서방의 문화， 아이디어 ， 오

브제의 영뺑| 노흩되며 이 새로톨 명항훌훌수하기 위빼 많은시행착오가 따르게 된다. 본연구는 를로옐 기업의 맹공이 지역 (0μ| 아) 문화가
자체만의 현대성 형태톨모색힐수있는여지조차추지않고급속하게 지역의 문화정체성률 파괴하고있옴률보여훈다 .2부에서는 디자이너가
자쇠의 재배치 및 내부로부터의 루쟁률톨혜 문화판행흩 보존하고급격히 변화하는 정체성 개냄에 영향롤 미 *1는 것이 직정 외부세계화세력
에 맞서 싸우는 것보다유리함률제시한다. 디자이너는제품충심의 민혹지학적 연구에 초접률 맞추고를로멀 디자인 핍과협력힐으로써 문화
에 민감한새로훈 디자인 엠근법률개받힐수 있률 것이다 . 본논문의 곁룰에서는어떻게 디자이너가이러한 과제톨 이행힐수 있는유리한 밑
지에 있는지 설명한다. 이 새로훈 본 험문법은 낯선 오브제가지역 문화에 미치는 영향률 이해하고 문화 특이성률 기훈으로 오브제 엄추지도
톨 작성하는데 바탕을두고 있다. 나중에는 이 기훈률 휠용혜 오브제 범추가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형태톨 띨 수 있는유연한 디자인

접근업 개받을시도할수있다

Part 1 of this paper discusses the effect of dismantling the national trade barriers on traditional societies in
their early cycles of developments. As a strategy for quick diffusion of objects in these cultures , global companies aggressively advertise to associate the objects that they want to sell. These societies are suddenly
exposed to the influence of western culture , its ideas and objects , and they suffer severely through the trials to cope with cultural modernity. The paper shows how the aggressive onslaught is rapidly destroying
local cultural identities , totally by passing the possibility of local cultures exploring their own local (Asian)
forms of modernity. Part 11 suggests that it is better for designers to reposition themselves and fight from
within to preserve their cultural practices and influence the rapidly changing ideas of identities rather than
fight into the forces of globalization. Focusing on product-centric ethnographic studies and teaming up with
global design teams , it is possible to develop a new culture-sensitive design approach. This paper concludes
by claiming how the designers are in a better position to perform these tasks. The new approach is based on
understanding the influences of alien objects on local culture and mapping the object categories on a culture specific scale. By implementing this scale , attempts are made to develop a flexible design approach
that can vary depending on the location of the object category on the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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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인도의 세계

를 단절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다.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

화에 의해 제기된 디자인 이슈들에 관한 고찰이다. 많은

들은수십 년 간의 열강의 첨략및 그에 이은식민지 기

여타 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인도는 초기 개발 사

간을 경험하였고， 그 결과 지속적으로 외부 문화의 영향

이클에 있는 전통문화 국가이다. 본 논문의 시각이 인도

에 동화되어 왔다. 그 결과 일부 아시아 국가들에는 건

중심적으로 보일 수 있겠으나， 이는 세계화의 문제뿐 아

축과 전통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따르는 문화적 관습

니라 그 이전 이미 오랜 기간의 식민지를 경험해 온 여

에도 풍부한 다양성이 공존한다. 이처럼 아시아 문화는

1.0

아시아와 세계화의 흥격

타 아시아 지역의 문화에도 상당부분 유효하게 적용될

(대부분의 다른 문화에서와 마찬가지로) 타 문화의 사장 및 문

수있을것이다.

물의 통화를 통해 발전되어 왔다. 그렇다면 세계화를 비

최근의 국제 정치사고는 국가간 무역 경계의 철폐를 적

판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최근 이 주제에 대한 논의가

극적으로 주창하면서 국가간 경계를 더 이상 의미 없는

갑작스럽게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지역 내 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인도 역시 세계화의 장단점을 모두 경험하고 있으며， 세

PARTl 아시아의

맥도날드화

계화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많은 토론이 지
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었다(Jha

12

2000). 그러나， 세계화

2.0

사톨의 동화와 문화 특수성

문화는 결코 정태적

가아시아지역의 다양한문화적 정체성에 주는도전에

이지 않으며 타 문화로부터 차용한 외래문물의 동화를

관한 연구는 거의 없었던 바， 본 논분에서는 세계화와

통해 발전한다 (Athavankar 1997

b).

동화 과정은 이러한

아시아의 문화적 정체성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외래 문물이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경우 전형적으로

고찰하기로한다.

완성된다. 예를 들어， 허리케인 랜턴의 경우 본래는 유

세계화 이전에 아시아 문화가 국제사회의 영향에 노출

럽의 디자인이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인도의 농촌 지

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며，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스스로

역에서 널리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탓에 인도 농촌지역

1.0
Asia and Globalization Shockwaves
This paper is about design issues prompted by
globalization in India. Like several other Asian
countries , India is a traditional culture in the early
cycles of development. Though the views in this
paper may appear India-centric , the observations
are most likely to remain valid for several cultures
in the Asian region which have experienced the
problems of globalization and have also gone
through an extended period of colonization.
Recent international p이 itical thought has aggressively pushed the removal of national trade barriers. National boundaries are treated as iπelevant in
the new dispensation. In dia, like other countries in
the region, is experiencing the bitter-sweet effects
of globalization and continues to debate its effects
on local economies (Jh a 2000). However, little is
written on the challenge it poses to diverse cultural
identities in the Asian region. This is the topic 1
plan to focus on.
Asian cultures have been exposed to international
influences before globalization, and have not com-

pletely shut themselves from outside influences.
Most of them have gone through periods of foreign
invasion and later colonization for several years.
They have continued to assimilate these influences
from outside cultures. As a result, several Asian
countries are full of rich diversity in architectural
and 。이 ect πaditions as well as in cul따al practices
that local communities follow. It must be recognized
that the assirnilation of ideas and 。이 ects from other
cultures is one ofthe ways Asian cultures (l ike most
other cultures) have developed.
Then why criticize globalization? Why suddenly, is
there so much discussion on this 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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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MCDONALDIZATION OF ASIA
Assimilation and Culture Specificity of
Objects Cultures are never static but
develop by assimilating ideas and objects bOITowed
from other c비tures(Athava띠‘ar 1997 b). The assimilation process is typically completed when these
。이 ects are routinely used in daily life. For
2.0

의 대표적 상정물로 빈번히 사용된다. 한 사물이 특정

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유입되는 대상 및 기능의 디

문화로 성공적으로 동화된 경우 이는 종종 새로운 현지

자인 선례가 해당 문화에 전혀 없는 경우， 혹은 그에 경

어 이름을 얻게 된다 (허 리케인 랜턴 =

쟁이 될만한 기폰의 물체가 지역 문화관습 혹은 의식의

감자 =

Aalu 의

Kandil 혹은 lalten;

경우 이제 일상적 인도 요리법의 한 부분이 되 었

일부가 아닌 경우 그 저항감은 다소 낮아진다. 따라서

다) . 또한 이러한 사물들은 축제， 의식 및 문화적 관습의

외래 물건으로서의

한 부분이 되기도 한다. 이들 중 일부는 현지의 노력에

정을 비교해 볼 때

의해 변경 및 차용을 거쳐 ‘대용품’ 이 되기도 하고， 때

다. TV의 경우 그에 상웅할 디자인 선례가 전혀 없는 반

로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물건이 됨으로써 새로운 현

면 ， 외국

지어 이름을 획득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야 비로

램 및 전통과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문

TV

TV

및 외국의

TV

프로그램 도입과

TV가 더 빨리 수용될 가능성이 높

프로그랩의 경우 기폰 국내의 오락 프로그

소 특정 문화로의 완전한 통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

회는 지역 특유의 요리법 ， 요리기구， 옷， 제례용 장신구

다. 예를 들어 ， Gulab 이라는 현지어로 불리는 장미꽃의

등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범주에 해당하는 외래

경우， 결혼식에서 내빈을 맞기 위해 종종 사용된다.

문물의 경우 쉽게 수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잠재적 문화

외래 문물을 새로운 문화로 수용하고 채돼 하는 것은 지

적 저 항감을 기준으로， 문화적으로 보호되는 물체와 문

속적이며 점진적인 과정이다. 새로운 사상 혹은 사물이

화적으로 자유로운 물체를 양 극점으로 한 문화 특수성

도입되는 초기에는， 간혹 맛보는 이국음식과 같이 (미국

의 단계 를 연속 선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figure'

에서 먹는 중국음식 혹은 태국음식처럽 ) 대안적 경험으로서

신부의 혼례복 혹은 제례용품과 같이 문화적으로 보호

받아들여진다 이들 경험 중 해당 문화에 통합되어 일상

받는 사물의 경우， 특정 지역 내에서 오랜 디자인 선례

의 일부가 되는 경우는 일부에 불과한데 ， 동화의 수준은

를 가지고 있으며 상기 수직선의 한 꿀을 차지한다. 반

언제나 정도의 문제이다.

면 다른 끝은 자동차， TV, 핸드폰과 같이 타 문화에서

사실 ， 모든문화에서 새로운문물의 유입 초기에는저항

개발된 현대문명의 이기들로 지역 내 디자인 선례가 전

instance , the hurricane lantem , originally a
European design (is used often as an icon representing
rurallndia) because of its extensive daily use in nonelectrified rural areas. Objects that assimilate well
into the culture often acquire names in local language. (hurricane lantem = Kandil or lalten; potato =
Aalu , is very much a part of numbers of everyday lndian
recipes.) Such objects may also become paπ offestivals , rituals and cultural practices. Some of these
are πansformed and adopted through local initiatives so that they become ‘ substitutes ’ , while some
become paπ of daily used articles and acquire local
names. Only then , it can be said that they are truly
assimilated into the culture. For instance , rose
flower, called Gulab locally, are often used in
mamages to recelve 밍Jests .
The acceptance of alien ideas and objects into new
cultures and their adoption is a steady and incremental process. New ideas or objects are accepted
initiaIly as an altemate experience , like occasionally
eating of exotic food (l ike Chinese or Thai food in
USA). Only some ofthese experiences get integrat-

ed into culture and become paπ of daily used
objects. The level of assimilation is always a matter
of the degree at any point in time.
A Il cultures initiaIly resist entry of new 0비 ects ， but
the resistance is lower when 。이 ects as well as their
functions have no design precedence in a culture or
when competing local objects are not part of local
cultural practices or rituals. Thus , television as an
alien object is likely to be accepted faster because
there is no equivalent local design precedence.
Most cultures have traditions of local food recipes ,
cooking devices , dress apparel , and ritual jewelry
and do not easily accept alien ideas and objects in
these 0비 ect categories. If potential cultural resistance is used as a criterion, it makes sense to position 0비 ects on a culture specificity continuum with
the two extremes occupied by culturally shielded
and culturally liberating objects, respectively.'igure
Culturally shielded objects , like bridal dress and
ritual 。이 ects ， occupy one end ofthe continuum.
They have long design precedence in a community.
The other end is crowded with culturally liberating

,

Uday A. Athavankar

13

Computer languages
Rural residences
Popular music
01 the 19605 and 70s
농촌주거

제혜용품

1960-70년대의

요리법

대중음악

고전음악

Urban residences
Popular music
01 the 90s

컴뮤터언어

도시시무실가구

야 샤이
ι
샤
ωι
이매)뾰

신부의혼혜복

Urban office
lurniture

M

FDU

……

도시주거

언어

1990년대의

핸드폰

대중음악

PC

빼빼째

8ridal dresses
Ritual object
Food recipes
Classical music
Language

디지털카메라

TV

cutt따떼t￥행보:tde:d::O피:e:ctCate:goril
싸1

l.rum매1.111:흩~I

Iß
X익

ligure 1
Objects and cuture
specificity scale
사울과문화륙수섬

modem objects like cars , television sets , and
mobile phones that are developed outside the culture and have no local design precedence. These
。이 ects are wrongly called ‘ culture free ’
0비 ects (perhaps for commercial convenience) , when
they strongly reflect the attitudes and culture of
technologically advanced countries where they
were initially conceived.
Has globalization changed this scenario and
prompted fresh discussions? What has changed
now? The fact that globalization has attracted so
much attention and become part of several debates
cannot be without reason, therefore , we need to discuss its recent influences in depth.
2.1

Upward Social Mobility and Modernity
Package
The root of the problem is the
substantial duration required for alien objects to
naturally assimilate with the existing practices and
get integrated seamlessly into a culture. It is a slow
and gradual process of assimilation that is in direct
conflict with modem technology as well as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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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object technologies have short lives before
they are replaced by new technological substitutes.
Businesses cannot afford to wait for the gradual and
incremental process of natural assimilation, hence
have forced themselves to develope new strategies to
make alien cultures accept their products.
Global companies prefer to ‘ alter ’ people ’ s mindsets
through aggressive adveπising ， so that resistance to
alien objects and ideas is subdued(Athavankar 2001
and 2002). Their strategy is to immunize a culture ’ s
ability to select and assimilate new entrants through
aggressive advertising , and force assimilation on
the irnmunized mindse t. First, it reduces resistance
to new objects and then, because the mind is prepared, rapidly diffusing alien objects into new cultures becomes a lot simpler. It is relatively quicker,
easier and cheaper to influence people ’ s mindsets to
allow 0비 ects to slowly assimilate in new cultures.
For example , the analogy of organ transplanting is
appealing. Doctors irnmunize body resistance by
medication so that the body will not reject an alien
organ.

혀 없는， 문화적으로자유로운물체가위치한다. 이러한

적으로 동화되기 까지 기다려줄 여유를 갖지 못하게 되

사물들은 이를 최초에 개발한 기술선진 국가들의 의식

고， 이에 타 문화권에서 이러한 새로운 외래상품을 신

과 문화를 강하게 반영하는 경우 종종(아마도 상엽적 편리

속히 수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전략을 개발하지 아니할

성을 위해) ‘범문화적 (ωlture

수없게된다.

free)’ 이라는

그룻된 명칭으

이에 글로벌 기업들은 공격적인 광고활동을 통한 현지

로불려지기도한다.
그렇다면 세계화는 과연 이러한 시나리오를수정하여 새로

인들의 의식 ‘변화’ 를 통해 외래 문물에 대한 저항감을

운 담론을 도출해내었는가? 지금까지 변화된 것은 무엇인

완화하는 방법을 선호한다 CAthavankar 2001 및 2002).

가? 세계화가 이토록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많은 논

즉， 적극적 광고라는 면역기능 조절장치를 통해 새로운

의의 주제가 되는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그렇다면

문물 유입에 대한 거부반웅을 일으키는 항체를 완화시

최근의 영향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논의로 넘어가뾰}.

켜 궁극적으로 이를 선택하고 동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

는 것이다. 이는 첫째， 새로운 문물에 대한 저항감을 경
문제의 근원은 이러

감시킨다. 둘째 ， 의식의 변화를 통한 준비작업이 먼저 이

한 외래문물이 기존의 문화에 자연스럽게 동화되어 완

루어지므로， 새로운 문물의 신속한 유입이 훨씬 간단히

벽히 통합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문물이 새 문빼 서서

있다. 이 동화의 과정은 서서히 점진적으로 진행되기 때

히 통화되도록 하는 것 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신속하고 용

문에， 속도가 중요시되는 현대의 기술 및 비즈니스와는

이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사람들의 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직접적인 갈퉁선상에 놓일 수밖에 없다.

있다. 즉， 장기 이식 수술에서 이식될 장기를 내 것이 아닌

2.1

신톨상용및현대화때키지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오늘날의 기술은 신 기술에

‘이물’ 로 거부하지 않도록 약물을 통한 항체의 면역성 조

의해 대체되기 까지 상당히 짧은 수명을 가진다. 따라서

절작업을사전에 먼저 하는 것과통일한 이치인 것이다.

기업들은그들이 만든상품들이 타문화에 자연적 점진

비즈니스 전략 역시 기술적 모더니티와 문화적 모더니

McDonaldization , it has disastrous consequences for Asian cultures . The
strategies divide communities into pro-modern , contemporary and
westernized or protraditional and old-fashioned. Because of a polarization
of communities into two extremes , the potential of Asia finding its own
cultural forms of modernity is forgotten.

Business strategies also ensure that technological
modemity does not come independent of cultural
modemity. So , advertising often packs these ideas
together carefully and presents them as ‘ a sign of
modemity and upward social mobility ’ to create a
feeling that you are ‘ left out of the race ,’ ifyou are
not with it(Athavankar 2001 and 2002). Even when
alien ideas are totally irrelevant, they are often easily accepted. Thus , it is possible to even promote
alien cultural practices , like Valentine day , as a

sign ofmodernity , purely to serve the commercial
interest ofthe greeting card and gift industry. This
is what the phrase McDonaldization of Asia
implies. Most thinkers in these countries know that
it is not easy to recover from it, if it is too late.
It will be wrong to blame global companies for
pushing their products on to traditional cultures.
Advertising tends to create an aura around foreign
products that people in India and other Asian countries look grab for foreign products , even when
Uday A. Athavank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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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는데， 광고는 이러한 아이디어

3.0

아시아 문화의 청체성 워기

세계화의 영향은 경

들을교묘히 포장하여 이를 ‘모더니티와신분상승의 상

제， 사회， 문화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 세계

정’ 으로 제시한다. 즉，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도태

화 프로세스의 중요한 특정 중의 하나는 전광석화와 같

된’ 듯한 느낌을 받도록 조장하는 것이다 (Athava뼈ar

은 변화의 속도 및 이러한 변화가 지역 문화의 정체성을

20이 및

2002). 그 결과 현지의 문화와 실정에 전혀 맞지

신속히 바꾸어 버리고 있다는 점이다. 종종 맥도널드화

않는 외래 문물조차 종종 쉽게 수용되기도 한다. 예를

(McDonaldization)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아시아 문화에

들어 ， 단지 축하 카드 및 팬시 선물 산업의 상업적 이익

서 파국적인 결과를 가져옹다.

을 위해 발렌타인 데이와 같은 서구의 문화적 관습을 모더

즉， 사회는 현대화를 추구하는 서구화된 그룹 대 전통을

니티의 상정으로 흥보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것

추구하는 수구성향의 그룹으로 양분화되고 (Athava따ar

이 바로 아시아의 맥도날드화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이

2002)

이러한 사회의 양 극단화 속에서 ， 아시아만의 모

며 ， 아시아 국가의 대부분 사상가들은 너무 늦은 경우 이

더니티를 추구해야 할 각 문화의 잠재력은 잊혀진다. 그

를 회복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잘 알고 있다.

렇다면 모더니티는 쪽 지역문화와의 단절을 의미해야 하

그러나 타 전통문화에 그들의 상품을 강요하는 글로벌

는것일까?

기업들만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인

세계화의 지지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부인하지 않으며 구

도와아시아국가의 경우， 이러한광고의 영향으로소비

시대의 구조에 기반한 이전의 정체성에 대한 개념들이 현

자들 역시 기능 및 문화적으로 현지에 적합하지 않음에

대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제 모

도 불구하고 너도나도 외래 문물을 선호하며 소비하고 있

든 곳에 편재한 기술의 영향을 무시하는 컷이 불가능하기

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요와 시장의 장력이 서로 맞물려

에 이제는 기술의 발전에 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작용하며 아시아 문화는 이중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 임

한다고 주장한다. 문빽 대한 세계화의 영향을 합리화하

박한문화적 위기를 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는 세계화 찬성자들의 논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Technology has permitted everyone to live and interact in the world
without being confined to the geo-political map. However , rapid changes
due to globalization have not replaced the concept of a location-based
identity but it has given plurality to this concep t.

they are functionally or culturally unsuitable to
their current practices. Demand-pull and marketpush is a double-edged sword to Asian cultures. It
is no surprise that there is a cultural crisis waiting
around the comer.
3.0
Crisis of Asian Culturalldentity
lndeed , the impact of globalization has been
economic , social and cultural , but what distinguishes
the current globalization process is the mindboggling pace of these changes and the wa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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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s are rapidly transforming the identities of
local cultures. Often referred as McDonaldization ,
it has disastrous consequences for Asian cultures.
The strategies divide communities into pro-modem , contemporary and westemized or protraditional and old-fashioned(Athavankar 2002). Because of a
p이 arization of communities into two extremes , the
potential of Asia finding its own cultural forms of
modemity is forgotten. However should this
modemity necessarily imply discontinuities with in
local cultures?

3.1

장소 충심의 문화쩍 청체성에 대한 비판

전통사회

역사의 한 부분이 되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에서 지역 특수의 멸요성 및 상대적 고립 가운데 독자적

이러한 논지에는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을까? 부분적

으로 개발된 사물 및 기술들은 그 자체로 고유성이 부여

으로는 맞는 말이다. 그러나

‘장소’ 에 대한 역사적 실

되었고， 그 문화적 관습 및 미묘한 시각적 장치를 통해

재는 하루 아칭에 사라질 수 없으며 ， 이러한 사고에서

해당 지역의 정체성 및 자연환경적 배경을 쉽게 짐작할

자라난 사람들의 의식 또한 급속히 바뀌어지지 않는다.

수 있었다 (Athavankar 1997

a 및 b). 그리고 이러한 차이

세계화된 세계에서 조차， 지정학적 지도에 근거한 기존

점들은 커뮤니케이션의 부족으로 인해 지속되어 올 수

의 국가관은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새롭고 폭넓은 의

있었다. 그 결과， 영토적 차원의 경계는 상당 부분 문화

미의 국가관에 대체되지 않고 여전히 건재하고 있다.

적 통질성과 관련이 있었으며 ， 대부분의 전통 문화에서
정체성은 종종 ‘장소’ 에 그 뿌리를 두고 있었다. 이러한
사고는 상대적으로 지리적 고립이라는 특성 을 가진 지역

3.2

근정섬:문화적그톨을규청하는엄외

이제 한공

동체의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더 이상쪽 지리적으로근

의 경우더욱고착화되었다.

접한 커뮤니티에 소속될 필요는 없다. 발달된 현대기술

세계화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세계화 찬성론자들은 이러

로 인해 모든 사람들은 가시적 지정학적 뿌리와 상관없

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오늘날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

이 상호 작용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은 자신의

거나 다른 요인에 의해 대체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이

실명 ， 지리적 혹은 지역적 출신， 사회적 계충 혹은 소속

주 노동자 수의 중가와 함께 ， 장소， 사회 및 문화 간의

공동체를 공개하지 않고도 세계의 모든 이들과 상호 교

상관관계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핸드폰， 위성폰，

(Poggenpohl 2003)

e-

공통체는 이제 더 이상 지리적 근접성에 바탕을 두어야

mail , 메신저 동의 다양한 현대 기술을 활용하여 ， 사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장소 중심의 정체성 역시 국가경계

들은그들의 정체생 혹은거주지역을굳이 밝히지 않고도

의 의미가 상실된 새로운 세계에서는 더 이상 의미 없는

서로 교류할 수 있게 되었다. 경우에 따라 이들은 임시

Intellectuals supporting globalization do not deny
these changes , but propose that the old-fashioned
ideas of identity based on 이 der sπuctures are not
relevant anymore in the modern world. They often
plead that it is not possible to neglect the influence
ofall peπading technologies. It is suggested that we
must change how we think about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In justifying the effect on ωlture ， the
pro-globalization arguments are the following.

idea perpetuated further by the relative geographic
isolation of communities.
Intellectuals who justify who globalization suggest
that the number of these factors are either invalid or
substituted by other factors. With a large number of
immigrant workers , the corelation between places ,
communities and cultures is changing rapidly
(Poggenpohl 2003). Communities are not necessarily
based on physical proximity. There is a case to
treat the location-based identities as a historical
feature not relevant to the new borderless world
However, how valid is this argument? It appears to
be only p없tially correc t. The historical reality of
‘ location ’ cannot be wished away overnight nor can
this mindset quickly change. Even in the globalized
world, the idea of a nation based on a geo-political
map has continued to survive with the new and
broader idea of identity, which has its root beyond
temtory.

3.1
Critic of the Place-based Culturalldentities
In traditional societies , local needs , materials ,
skilled labor, and technologies developed in relative
IS이 ation ， ensuring the objects that they created
were unique. The cultural practices and subtle visual
devices gave quick clues to the identity ofthe community and its territorial background(Athavankar
1997 a and b). The lack of communication ensured
that these differences continued. As a result, the
territorial boundaries were also largely associated
with cultural homogeneity. In most traditional societies , identities were often rooted in ‘ location ’ , an

3.2

Proximity is not a Key to Defining Cultural
Groups
lt is not necessary anymore to be

Uday A. Athavank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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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즉 정체성) 및 심지어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rn까지도

음악， 문학， 상품， 요리법 등의 문화적 대상의 생산을 모

선택할수있게됨으로써 익명성을보장받는다. 인터넷은

두 포함하는 집합적이면서 종종 무의식적인 지식의 집

공통의 장소(지역) ， 문화 혹은 문화적 스테레오타입을 공

합체이다.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의

유하지 않는 사회들을 하나로 만든다.

견을 공유하고 대상의 물체를 선택하며 소속 기관을 통

인터넷 상에서 고객은 더 이상 거래를 위해 물리적으로 존

해 자신의 정체성을 전달한다.

재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며 더 이상 소매상점의 커뮤니케

전통문화의 경우， 한문화에서 자라난사람은개인의 행

이션 타켓도 아니다 고객들은 이제 사이트를 스스로 ‘접

동양식 및 주변의 사물을 선택함에 있어 해당 문화 및 자

속’ 하여 그들의 정체성 혹은 소재를 공개하지 않고 무엇

신이 소속된 하부문화에 대한 연관성을 자동적으로 드러

을 살 것인지를 결정한다. 이제 타켓은 고객이 아닌 소매

내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현대의 경우 시나리오는 이와 다

상점이 된 것이다. 인터넷 상에서의 상호작용 혹은 거래는

르다. 글로벌 미디어의 영향이 종종 가족 및 공동체의 영

고객과상점의 전통적 둥식을거꾸로만들어 버렸다.

향보다 더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미디어 및 인터넷

그렇다면 정체성에 대한 우리의 개념 자체가 바뀐 것일

에 대한 광범위한 액세스로 인해 신세대는 그들 문화 밖

까? 그렇지는 않다. 세계화로 인한 급속한 변화는 장소

의 대안적 라이프 스타일에 빈번히 노출된다. 전통 문화

중심의 정체성에 대한 개념을 아직 대체 하지 않았고， 그

의 경우이러한외부문화의 영향은종종양육을통해부

보다는 장소 중심의 정체성 개념에 더욱 폭 넓은 다중성

모로부터 물려받은 가치와 직접적인 갈등을 일으킨다.

을 부여하게 되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정체성의 변

공격적 광고 역시 이에 일조하여 ，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화에대해논의한다.

현대의 시각은 이제 상당 부분 한눈에 즉시 인식되고 전
달될 수 있는-이방인 조차도 즉각적으로 이해하고 반응
문화적 정체

할 수 있는-물질 문햄l 기반한다. 그뿐 아니라， 물질문

성이란， 가치， 사회적 행동적 관습， 제도， 언어 및 건축，

화와의 연관을 통해 이제 개인은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다

part of a geographically close community to participate in its activities. Technology has permitted
everyone to live and interact in the world without
visible roots in the geo-political map. The Internet
offers possibilities of interacting with everybody
globally without anyone disclosing their real
names , geographic or regionallocation , social class
or community. Due to the increase ofmodern
technologies like mobile phones , satellite phones ,
e-mail and instant messenger, people involved in
social interactions do not have to disclose their
identity or location. Some their technologies permit
people to ternporarily choose IDs(and thus identity)
or even IDs for communication , creating aronymity.
The Internet brings together communities that do
not share a common location(region) , culture or cultural stereotypes.
With the help ofthe Internet, the physical presence
of the customer is not required for transactions nor
is he the target of retail communication. In fact , the
customers πY to ‘ hit ’ a website and decide what to
buy without revealing much about their identities

or locations. The retailer is the target and not the
customer. Interacting or transacting on the Internet
has altered the traditional equations. Has our idea
of identity changed? On the contrary. Rapid
changes due to globalization have not replaced the
concept of a location-based identity , but it has
given plurality to this concep t. This is the topic that
we will turn to now.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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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Changing Faces of Identity: The Purpose
Oriven Plurality Cultural identity is a collective and often subconscious deposit ofknowledge that includes values , social and behavioral
practices , institutions , languages , and cultural
0비 ects like architecture , music , literature , products ,
and food. People , knowingly or unknowingly , comrnunicate their identity by the opinions that they
share , by selecting the objects around them and by
the institutions that they belong to
Upbringing in traditional cultures , international
cultures ensures that an individual ’ s behavior and
his choice of objects around him automatically

양한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다중성은

성 (종총 10년 단위) 또한 새로운 현상의 하나이다. 정체성

종종 목적 중심이며 ， 이벤트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물

은 이제 공간-시간의 차원을 갖게 되었으며 ， 상품， 건축

질 문학il 대한 이와 같은 포커스는 상당히 최근의 현상으

및 공연예술 퉁의 범주의 경우 시간적 차원이 지배적으로

로， 물질에 가치’ 를 부여하지 。잃t던 많은 아시아 문햄l

작용한다.

는 상대적으로 생소한 부분이다 (Chaudhuri

그렇다면 이제 다시 ‘세계화가 바문 것은 무엇인가? 의

et aI2003).

개인의 정체성 전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물이 일

질문으로 돌아가보자. 자연적 통화의 속도는 현대의 비

단 인식되면， 이는 외부의 조작 및 상업적 압력의 영향

즈니 스에게는 너무 느리다 동화의 속도를 바꾸기 위해

에 완전히 노출되게 된다. 따라서 개인은 이제 그 자신

서 ， 글로벌 기업들은광고를사용하여 모더니티와신분

을 둘러싼 주변의 사물들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정체

상승을 새로운 상품과 연관시키고 이러한 변역화 작업

성을 자유롭게 구성하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되

을 통해 새로운 문물의 유입에 대한 저항력을 경감시킨

었다. 과거의 경우 무의식적 프로세스였던 것이 이제는

다. 전통적으로 문화적 연속성의 채널이었던 가정에서

합성적 의도적 디자인 변화에 굴복하게 된 것이다.

의 양육은 이와 동퉁한 혹은 때로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디어와 이제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었고， 급

3.4

청체성의 변화: 시간적 차원

기술과 커뮤니케이

속히 변화동}는 세계에서 정체성은 장소만큼이나 시간과

션의 급속한 변화 및 사회에 나타나는 그 결과도 정체성

연관을 갖게되었다.

에 대한 우리의 개념에 영향을 준다. 이제는 사물뿐 아니

정체성의 개념이 이제 공간적 ， 시간적 차원을 갖게 된 것

라 이벤트도 ‘창소’ 와 ‘시기’ 로 구분된다.

이다. 정체성은 이제 물질 문화와 긴밀히 연관되고 이를

1970년대의 물건과 음악은 1980-90년대의 물건 및 음

통한 정체성의 합성적 의도적 변경이 장려된다. 일단 특정

악과는 별개의 것으로 간주된다 (Athavankar

사물이 정체성 표현의 주요 요인이 되면， 정체성은 상업적

1997 b). 변

화의 급속한 속도와 마찬가지로， 정체성과 시기의 연관

이해의 조작에 그대로노출된다.

shows his link to the culture and subculture to
which he belongs. However the scenario is
differen t. Influences from the global media are
often stronger than family and comrnunity influences. Extensive access to the media and the
Intemet has exposed new generations to altemative
lifestyles outside their culture. In traditional cultures ,
such outside influences often directly conflict with
the continuity of values inherited through upbringing.
Aggressive advertising has also ensured that the
contemporary views on cultural identity are largely
based on materialism that it can instantly comrnunicate its identity so that even a stranger is able to
understand and respond. Besides, connection with
materialism allows individuals to express
occasion-specific multiple identities. This plurality
is often purpose-driven and changes with different
events and within different context.
This focus on material culture is a more recent
phenomenon 때d relatively new to many of Asian
cultures that did not attach ‘ value ’ to materiality
(Chaudhuri et al 2003).

As soon as key 0비 ects which play a comrnunicating role for an individual ’ s identity are
perceived , they are fully exposed to exterior manipulation because of commercial pressure. Thus , the
individual now has the freedom to freely construct
andpr이 ect his own identity by the selections of the
objects around him. Wh at was once an subconscious
process has succumbed to synthetic and willful
design changes.

0'

Changing Faces Identity: The Temporal
Dimension
Rapid strides in technology
and communication and their consequent effects on
society have also influenced our concept of identity
Events as well as objects are now identified as
much with a ‘ period ’ as with a ‘ place ’. Thus , there
are objects and music ofthe 70s , which are seen as
different δom their equivalents in the 80s and 90s
(Athavankar1997 b). Consistent with the rapid pace
of change , association of identity with a period
(often as short as a decade) is also a recent phenomenon. Identity now has a spatio-temporal dimension
3.4

UdayA. Athavank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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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들이 현지화(l ocalization)를 추구한다손 치더라도

이는 기존의 상품을 약간 ‘수정’ 하는 선에서 그치는 피
우리는 세계화가 결국 되돌릴 수 없는 프로세스라는 사

상적변경에불과하다.

실을 인정해야만 한다. 기술선진국가에서는 수출 중진
을 통한 경제성장을 위해 내부적 상업적 압력이 늘 있게
마련이고， 이러한 성장의 대부분은 아시아 시장으로부

도시 뼈리트 계흥에서 매스마켓으로:

새로운 디자인의 도천

전통문화 사회 및 구성원

터 온다. 이러한 시장의 확장을 위해 ， 글로벌 기업들은

들이 기술 선진국가들로부터의 첨단 하이테크 상품 혹은

이제 아시아 시장의 도시지역 소수 엘리트충만을 겨냥

새로운 형태의 오락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적극적인

하는 현 전략을 넘어서야 한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이미

광고 덕돼에 이들은 이를 오히려 소비하기를 열망한다.

서구화되었거나 서구문물에 대해 수용적 자세를 취하고

미디어에 대한 액세스가 확대됨에 따라 사람들의 열망

있는 부유충을 타깃으로 그들의 상품들이 그 자체로 수

역시도 변화되었다. 이는 저소득충의 쇼핑리스트에서 조

용될 수 있기를 꾀해 왔다. 예를 들어， 온대성 기후에 맞

차도 확연히 나타나는데 ， 핸드폰의 경우 이제 더 이상 도

게 제작된 자동차가 열대기후를 달리는 모습을 상상해

시 엘리트 계충의 전유물이 아니다. 도시 빈민 지역에서

보라! 현재의 해결책은 지속적인 열대의 고온 및 어마어

조차 핸드폰은 유선전화에 비해 선호되는데 이는 비록

마한 연료비에도 불구하고 단지 에어컨을 가동시키는

사용료가 유선전화에 비해 비싸기는 하나 핸드폰의 경우

것이다. 새로운 조리 기구는 전통 요리법에서는 큰 효과

구입이 용이하고 상주 주소 없이도 개통할 수 있다는 면

를 발휘하지 않는다. 통풍을 위해 늘 창문을 열어 놓아

리함때문이다. 부유층에게 있어 ATM은은행거래를위

야 하고 언제나 먼지가 창으로 들어오는 지역의 경우 진

한 여러 방법 중의 단지 하나이겠지만 중산충 및 저소득

공 청소기는 무의미하다. 그렴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층， 말단 사환 및 상인들에게 있어 ATM은 상당한 기계

광고 덕돼에 엘리트 시장은 다소간 성장해 왔다. 이러한

로 인식된다. 기술 선진국가에서는 그 실제적 기능만으로

with the temporal dimension dominating in some of
the object categories such as products , architecture
and the performing aπs. We now have answers to
the question “ What has globalization changed?"
Natural assimilation is too slow for modem business. To change the pace of assimilation , global
companies use advertising to associate modemity
and upward mobility with new products and thus
limit resistance to the entry of new 0비 ects into the
culture. Upbringing, the traditional channel of cultural continuity , now competes with the media,
which has an equal and at times , even stronger inf1 uence. In a rapidly changing world , identity is associated with time period as much as with location. The
idea of identity now has a spatio-temporal dimension.
Identity is now closely associated with material culture and encourages the synthetic willful change in
identity. Once objects become key players, identity is
open to manipulation by commercial interest.

We must accept the fact that the process of globalization cannot be wished away. There will always
be intemal commercial pressures on the companies
in technologically advanced countries to expand by
increasing their intemational trade. Much of this
growth will be from the Asian markets. To ensure
this market expansion , these companies will have
to go beyond the current strategy of focusing on
small elite urban markets in Asian countries. They
have been mostly targeting their products towards
the economically better-off segment of society in
Asia that is already either westemized or inclined
to accept and adopt westem ideas , so that these
products are easily accepted. For instance , cars
styled for to temperate climate and made to run in
the tropics. The solution is to air-conditioning the
car even when the car body continues to receive
enormous amounts ofheat from the sun and the fuel
is expensive. Also new cooking equipment does not
do justice to indigenous cooking practices. Lasatly ,
vacuum cleaners do not make sense when windows
remain open allowing dust in all the time. In spit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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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되는 ATM에 어떻게 이러한 특수한 가치’ 가 반영되

높고 가처분소득이 낮으며 전통문화가 뿌리깊게 자리잡

는 것일까? ATM을 경험할 수 있는 노출빈도가 제한되

고 있는 농촌지역의 매스마켓을 겨냥할 경우 문화적 이

고， 문맹률이 높으며，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이들이 어

슈는 더욱 결정적인 중요성을 지닌다. 이 소비자충을 당

떻게 이 분명의 이기를 조작할 수 있을 것인가? 아직 모

연시 여기고 도시 지역에서 효과가 있었던 것이 결국 농

국어조차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단지

스크

촌인구에게도 수용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큰 착오

린 메뉴를 현지 언어로 번역한다고 충분할 것인가? 공중

가 아닐 수 없다. 우선순위와 이슈가 다를 뿐 아니라 이

전화가 동전이 아닌 전화카드를 통해 이용하도록 변경되

들 문화가 어떻게 반용하는지 역시도 그다지 예측 가능

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핸드폰의 작은 스크린 위의 복잡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적 이슈에 대해 막무가

ATM

한 인터때이스를 이들이 어떻게 다룰 것인가?

내식 추진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만을 고집하는 것은 이

아시아의 개발도상국 시장을 겨냥하고 있는 글로벌 기

토록 다른 아시아 문화에서는 결코 온당한 접근이 아니

업들은 고도의 기술로 생산된 새로운 상품이 중·저소득

라는 점이 먼저 인식되어야 한다.

충에게-결국에는 주요 고객이 될-노출될 때마다 계속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글로벌 경챙이 아닌 ‘하나의

하여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세계 하나의 스탠더드’ 라는 접근법이다. 거시적 차원에
서 보면， 로컬 이슈에 대한 부정은 장기적 문화적 측면

4.1

문화척 이슈의 역힐 부정

모든 문화에 대해 ‘하나

에서 파국적인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이

의 세계， 하나의 표준’ 을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관

는 다양성을 말소한 단일문화로의 이행이라는 움직임을

행은 아시아 도시 엘리트 이상의 시장을 겨냥하는 경우

세계에 가져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슬로건은

먹혀 들어가지 않을 공산이 크다. 따라서， 문화가 다를

상업적 측면에서는 성공이 될 수 있을 지 모르나， 문화

지라도 시용자의 요구는 언제나 불변할 것이라는 암묵

적으로는 완전한 실패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다양성을

의 가정에 이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문맹률이

하나의 기회로 보고 문제가 아닌 리소스로 간주하는 것

With limited exposure , literacy and knowledge of English , how do they
handle the modern technologies? Would it be sufficient to translate the
ATM screen menu in locallanguage for people who have yet to read in
their own mother tongue?

this , aggressive advertising has ensured that the elite
markets will show some growth. If at all these
products look for localization , it is restricted to
obvious and somewhat superficial modification and
‘ correction ’ ofthe produc t.
4.0

From the Urban Elite to the Mass Market:
The New Design Challenge
It is not that people and cultures are rejecting new
hi-tech products or new forms of entertainrnent
from technologically advanced countries , but
rather, advertising ensures that they are only too
willing to accept them. With greater access to the

media, the people ’ s aspirations have changed
This is clearly visible in the shopping lists of even
lower income groups. Mobile phones no longer
restricted to an the urban elite any more. In urban
slums , mobile phones , though more expensive to
use , have precedence over landlines , because they
are easy to buy and can be commissioned without a
permanent address. For the rich , ATMs are just one
more way of accessing money, but for middle and
lower classes , attendants and hawkers , A TMs are
even more highly valued. However does a simple
ATM in technologically advanced countries accurately re f1 ect that ‘value ’? With a limited expos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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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시각이 수용될 경우 흥미로운 도

역 풀뿌리 시장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전들이 펼쳐질것이다.

도시 엘리트 층에 집중하는 현재의 관행이 기업의 성장

이렇듯 풍부한 문화적 다양성을 생각할 때에， 한 문화에

면에서 큰 제한점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기

서 그 특정 문화를 위해 디자인된 물건을 다른 문화로

업들은 농촌 시장 공략을 통해 실제 수익을 거두는 것이

강요하는 것은 물건의 형성과정에서의 문화의 역할을

어떻게 가능하며 ， 상품이 소비자의 문화적 열망 및 빠듯

부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나의 스탠더드’ 를 제

한 예산을 충족시킬 경우 매스 마켓 역시 타 시장과 마찬

공하는 것이 기업들에게 아무리 상업적으로 매력적이라

가지로 얼마나 혁신 수용적인지를 보여주었다. 선진국에

하더라도， 현재의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해 볼 때 이는

그 뿌리를 둔 음반， 엔터태인먼트 및 핸드폰 관련 기업들

오만한발상이 아니할수 없다. 특히， 기업들이 마켓 세

역시， 중 저소득층의 문화적 열망을 충족시킴으로써 기업

그먼트를 별도의 반웅을 요구하는 그룹 별로 세분화하

성장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을 인도시장에 진출하면서 깨달

여 규정하는 것을 볼 때 ， 이러한 철학은 더욱 이해하기

았다. 이러한 경험들은 미래에 필수 불가결한 접근법 ， 즉，

어렵다. 따라서 이제는이러한다양성을새로운상품아

지역문화에 대한 유연성 및 민감성을 갖춘 접근법을 시사

이디어의 발상을 낳게 하는 리소스로 간주하는 인식의

하고있다.

전환이필요하다.
향후 새로운 하이테크 상품들이 전통사회에 칭투하고

4.2

이러한 시장에서의 경쟁이 증가함에 따라， 이제 경쟁력

였던 문화 특수성 연속선으로 돌아가 보자. 디자인 접근

유연한 디자인 접근법

은 기농적 차원에서 현지의 기대에 얼마나 부합하느냐

법은 이 연속선상의 위치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 것이 논

보다는 현지 사용자의 식자율 및 문화적 관습과 같은 배

리적이다. 새로운 문화의 요구를 부합하기 위해 주로 사

경을 얼마나 이해하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용되는 접근법은 종종 기술의 현지햄세계화에 대치되는 개

다. FMCG의 일부 글로벌 기 업의 경우， 인도의 농촌지

념으로서의

localization) 라고

여기서 잠시 앞서 제시하

불린다. 여기에는 법정 규제

It is not competing globally that is being criticized but what is objection
able is competing with a 'One world one standard' approach. 50 , It is
more appropriate to see diversity as an opportunity and treat it as a
resource and not a problem.

literacy and knowledge ofEnglish , how do such
people handle modem techn이 ogy ? Would it be
sufficient to just translate the ATM screen menu in
the locallanguage for people who cannot even read
in their own native language? What will happen if
the public phones switch to only using phone cards?
How would these people handle the complex interface on the small screen oftheir mobile phones?
Global companies in search for markets in developing countries in Asia wiU continue to encounter
these situations , when new technologically sop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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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cated products are released in middle and lower
income groups who would eventually be the prime
customers for these products.
4.1

Negating the Role of Culturallssues

The practice of global companies offering a ‘ One
world one standard ' for all cultures is unlikely to
work when they look for markets beyond the Asian
urban elites. The implicit assumption that the user
needs are constant between cultures , and need to be
questioned. Cultural issues will become more cri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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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 when mass market in the traditional and culturally entrenched rural areas with low levels of literacy and disposable incomes is taken into accoun t.
To take these consumers for granted and assume
that what worked in urban areas would eventually
become acceptable to the rural population would be
a big mistake. Their priorities and issues are different and how these cultures wi l1 respond is not very
predictable. Bulldozing cultural issues and hoisting
the banner of global standardization must be first
recognized as unfair to cultures in Asia which are
very different.
It is not competing globally that is objectionable
but rather it is competing with a ‘ One Wo r1 d One
Standard ’ approach. When seen at a macro level ,
neglecting local issues cannot but have disastrous
long-term cultural consequences. In the long run it
will wipe out existing diversity, and the world wiU
move towards monoculturalism. Such a wo r1 d
could be a commercial success but would definitely
be a cultural failure. It is more appropriate to see
diversity as an opportunity and to treat it as a

현지문화내

Localization 01 technologies

디자인 선혜에 기반한

기술의 현지화

유연한 디자인 접근업

resource rather than a problem. If such a perspective
is accepted , there are interesting challenges ahead
already. With so much cultural diversity in place , to
push products designed in and for one culture to
another culture is to negate the role of culture in
shaping the 0비 ects. However commercially
attractive it may be for companies to offer ‘ One
Standard' given the existing diversities in the
cultures , this can only be termed as an arrogant
action.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is philosophy,
particularly when the business itself defines the
market segment as a group that demands a separate
response. In fact , we should use this diversity as a
resource to generate fresh product ideas. As new
hi-tech products continue to diffuse in traditional
societies and competition for these markets grows ,
the competitive edge will not only come from
being close to local functional expectations but also
from understanding the implication of a user's literacy background and cultural practices. Some of the
global companies in FMCGs , that are trying to
grapple with grass-root marketing issues in r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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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를 위한 작은 기술상의 수정 및 인터페이스 상의 세

반웅을 요구하는 개별 세그먼트로 분류하여 다루어야

부 변경에 대한 열대화 처리 퉁이 포함될 수 있다. 현지

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언어로 번역된

ATM 및 핸드폰 메뉴 혹은 거친 도로와

그렇다면 이제， 유연하고 문화적으로 민감한 접근법을

같은 지역 특수성에 부합하기 위해 자동차 서스펜션을

구현하기 위해 극복할 문제점들이 무엇이지 살며보자.

강화하는 것 퉁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의

먼저， ‘디자이너들이 해당 문화 혹은 하부문화를 익숙하

키워드는 수정으로， 이는 이 연속선상의 다른 끝으로 위

게 알고 있는가?’ 의 질문에 답변을 하여야 한다. 아시아

치할수록 더더욱 구현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새

의 경우 문화적 다양성이 너무도 커서 ， 현지의 디자이너

로운 물건이 특정 문화 및 현재의 문화적 관습과 밀접히

조차도 현지 문뼈 대한 친숙도 및 이해도를 완전히 주

연관된 기존의 물건을 대체하고자 시도하는 경우， 문화

장하는 것이 무리일 정도이다. 따라서 글로벌 시장을 겨

적 이슈로 인해 이러한 수정은 제한된다. 따라서， 디자이

냥한다연， 상기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절대 ‘아니오’ 이다.

너는 새로운 상품의 기능을 새롭게 다시 생각하고 원점에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친숙하지 않은 문화를 위한 디

서부터 상품을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조리기구， 청소기

자인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

구， 웨딩 드레스， 제례용품 및 주거건축과 같은 종류의 물

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건들이 이 범주에 해당한다. figure 2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볼 때， 문화에 민감한 디자

Cross-Culturallnitiatives

문화적 연속성 이

인을 위해 디자이너는 이 연속선상의 위치에 따라 디자

란 관점에서 세계화에 반대할 이유가 분명히 있음에도

인 접근법을 수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워야 하며， 이러

불구하고， 세계화 프로세스가 되돌려지기를 바라고만

한 접근법을 통해 디자인된 새로운 물건에는 앞서 논의

있을 수는 없다. 현대의 디자인은 Part 1에서 논의된 컨

한 문화적 정체성의 시간 · 공간적 차원이 반영될 것이다.

돼스트 내에서 기능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

이와 같이 ， 상이한 문화적 컨텍스트들을 별도의 디자인

최선의 전략은 이를 현실로 받아들여 국제교역을 허용

India, have realized that the current practice of
focusing on the urban elite is too restrictive in
terms of their growth. They have shown that real
profits come from addressing rural markets and that
these markets are equally innovation-receptive ,
when a product specifically meets their cultural
aspirations and small budgets. Music and entertainment companies and now even mobile phone
companies that are based in advanced countries ,
when entering the Indian market, realized that their
growth would come by responding to the cultural
aspirations of the middle and lower middle class.
These experiences suggested that approaches such
as being flexible and sensitive to local cultures is
vital for the future.

(counterpart of globalization) of technology. This may
involve making modifications such as small technical changes to meet statutory regulations and tropicalization for more detailed changes in the interface
and interactions. Examples of modifications would
include language translation of menus on 0비 ects
such as A TMs and mobile phones , or strengthening
the car suspension to meet various conditions , for
example , rough roads. The key word to note is
‘ modifications ’, things that are unlikely to work
when objects close to the other end ofthe continuum
are shifted. Wh en new objects are replacing 0비 ects
which are strongly associated with specific cultures
and ongoing cultural practices , cultural issues
would likely restrain the change , hence designers
must rethink the new product ’ s function and build
the product up from scratch. Product categories that
falls in this group are , cooking and cleaning
devices , wedding dresses , ritual products and residential architecture. figure 2
The discussion so far suggests that to be culturesensitive , a designer must leam to change his or her

4.2
Flexible Design Approach
When looking
back at the culture specificity continuum that was
presented earlier, it appears logical that the design
approach should differ along the continuum. The
prevailing approach of meeting the needs of new
cultures is often referred to as loc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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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또한 문화적 정체성이 보존

화 이슈에 대한 이해를 신속히 전개할 수 있는 연구방법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가 달성가능하며

론 및 툴을 필요로 하였다. 은행 입구 앞에서 은행 고객

상충되지 않는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최근의 한 연구자

을 대상으로 한 컨돼스트 중심의 인터뷰를 통해 본 프로

료를 인용하겠다. 현지의 문화적 이슈 및 감수성에 대한

젝트는 다양한 고유의 조사 태크닉， 분석 및 문서화 방

민감성을 가지고 신상품 개발을 추진하여 새로운 디자

법들을 개발하였으며， 그 조사 결과에서 상당부분 조사자

인 접근법 개발이라는 잠재력을 갖게 된 일부 글로벌 기

들 조차 놀랄 정도로 흥미로운 문화적 이슈의 영향을 확인

업의 예를 통해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할 수 있었다(De

이 연구는 문화간 (cross-culture) 공동 연구 프로젝트로

조사연구를 위해 디자이너들 그것도 상당한 지역색을

영국의 NCR팀이 인도의 디자인 교육， 컨설팅 및 조사

가진 현지 디자이너들을 기용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연구 기관인

디자인 접근법은 사용자에 대한 고려에 기반한다. 디자

‘산업디자인센터’ 를 현지 따트너로 함께

Angeli et al, 2003).

수행하였다. 당시 NCR의 ATM은 인도 시장에서 보급

이너들은 종종 사용자 및 그들의 배경을 공부하기 위해

되어 수용되기 시작하고 있었다. NCR은 ATM을 보변

공식적인 훈련을 받는다. 따라서 사용자와 관련된 기타

화된 편리한 공공 무인 서비스 기기로 만든 30년 역사

모든 디자인 관련 연구들은 디자인 활통의 자연스러운

의 현대 기술을， 이렇다 할 무인자동기기가 거의 존재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디자인 연구

지 않는 불모지나 다름 없는 시장에 도입한다는 점을 인

는 기능적 이슈 발굴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고 디

식하고 상당히 신중한 접근법을 취했다. 이 연구에서는

자이너가 친숙한 문화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도의 뭄바이 주민들이 어떻게 그리고 무슨 이유로

그형다면 타 문화의 디자이너 및 조사자가 과연 효과적

ATM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는지에 대해， 그리고

일 수 있을까? 결과가 종종 예측 가능할 정도로 충분한

ATM에 대한 그들의 인식 및 태도를 조사하였다.

시간을 두고 진행된다연，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본 프로젝트는 기간이 정해져 있었으므로 디자인과 문

그러나 타 지역의 문화 및 이슈를 신속히 이해하고 디자

To be culture sensitive , a designer must learn to change his or her
approach to ensure that new objects will reflect the spatio-temporal
dimension of cultural identity.

approach depending on the position of this object
on the continuum. This approach will ensure that
the new 0비 ects will reflect the spatio-temporal
dimension of cultural identity that was discussed
earlie r.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different
cultural context should be treated as a separate
segrnent that calls for a different design response.
Let ’ s look at the problems that may be faced if the
flexible and culture sensitive approach is implemented. Firstly the question “Are designers familiar
with the culture or subculture that they are designing for?" Asia must be addressed , cultural diversities
are so enormous that even a local designer being

familiar with the local culture would also have
di댄 culties . There is no specific global marke t. With
globalization, there is bound to be many cases where
you 하'e working for cultures that you 앙e not too
familiar with. How does one tackle such situations?
5.0
Cross-culturallnitiatives
Even from a
cultural continual point ofview , there is a strong
case against globalization , you can ’ t reverse the
globalization process. It is clear that contemporary
design must function within the context discussed
inpaπ 1. So the best strategy is to accept the reality
and look for new opportunities that will a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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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기회를 모색한다는 것이 디자이너에게 결코 쉬운 일

적합한가? 다음에서는 이러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

은 아니다. 그러하기에 디자인 배경을 가진 현지 파트너

변을모색하도록한다.

와의 공동진행은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상품 중심적이면서도 사회과학적인 연구과제에 디자이

내구소비재의 국제교역 중가와 함께 문화 이슈는 더욱

너들이 광범위하게 개입하는 것이 과연 필요할깨 이를

복잡해질 뿐 아니라 경쟁에 있어서도 더욱 중요한 부분

지지하는 몇 가지 주장을 먼저 살며보자. 첫째， 대부분

이 되고 있다. ATM 연구는 글로벌 상품 개발 프로젝트

의 디자인 프로젝트는 발상이 드로잉 보드에 그려지기

에서 문화간 (cross-culture) 연구팀의 설립이 얼마나 중

전 단계에서 멸요한 종류의 데이터를 찾아내는 데에 어

요한지를 보여준다. 그 중요성은 이미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려움이 따른다. 디자인은 솔루션에 따라 필요한 데이터

있으므로 여기에서 반복하여 논하지는 않겠다(De Angeli 앉

의 종류가 결정되는 것만큼이나， 입수된 데이터에 따라

al, 2(03). 그 대신， 본 논문에서는 이 연구를 향후 프로젝

솔루션이 결정되는 독특한 분야이다. 이러한 상황은 디

트의 전형으로 삼아 디자이너가 감당해야 할 새롭고 다소

자인 분야에서만 인정되는 특수한 상황으로 과학에서는

생경한 역할， 즉 사회과학자적 역할을 강조하고자 한다.

통용되지 않는다. 글로벌 팀이 필요로 하게 될 데이터가

그렇다면 먼저， 상품 중심의 인구통계학적 연구조사에

무엇인지 ， 어떠한 정보를 그들이 유용하다고 여기게 될

디자이너가 참여하는 경우의 장단점을 고찰해 보자. 디

지를 알아내는 것은 종종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하기에

자이너의 참여가 제기하는 몇 가지 질문을 정리하면 다

공통된 디자인 배경은 도움이 된다. 디자이너에게 있어 ，

음과 같다. 이러한 성격의 연구과제를 디자이너가 담당

다른 디자이너들이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하게 될지 ， 그리

하는 것이 적합한가? 디자인계의 전문지식이 적합한가?

고 그 정보를 잠재적으로 어떻게 시용할 지를 예측하는

어떠한 종류의 문제점에 직면하게 될 것인가? 현지 팀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다. 디자이너들은 또한， 솔루

구성원이 사회과학적 배경 및 경험을 가지고 있었더라

션의 방향 및 의미 있는 데이터 수집에 관한 직관을 가지

면 더 낫지 않았을까? 현 방법론 및 툴이 이러한 작업에

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사연구에 참여하는 디자이너

intemational trade and also perrnit cultural identities to be preseπed . According to a recent research
study , which showed how these airns are attainable
and do not conflict with each other, the study also
indicated that not all is lost. Sorne global cornpanies are looking for new product developrnent that
is sensitive to local cultural issues and sensibilities ,
this has a potential of developing into a new design
approach.
This research was a cross-cultural collaboration
between the NCR team in UK and the Industrial
Design Centre , a body dealing with design education , consulting and research as its local partner in
India. NCR ’ s ATMs were beginning to be acceptance in the Indian market. The company was cautious in introducing a contemporary technology in a
place with a history of approximately 30 years. This
has tumed ATMs into no-nonsense public walk-upand-use devices and placed them in a market where
very few other self-service public devices exis t. The
study dealt with understanding how and why people
in Mumbai(India) use or didn ’ t use ATMs , their per-

ceptions and their attitudes towards the machine.
This tirne-bound pr이 ect needed research methods
and tools that could quickly develop the understanding of design and cultural issues. Using contextual
interviews with bank customers outside the bank
prernises, the pr'이 ectev이ved its own variations in
research techniques , analysis and documentation. A
number of research fmdings showing the interesting
influences of cultural issues(De Angeli et al , 2003)
were a surpnse to us.
Why use local designers for such a survey? A
design approach is built on concems for users.
Designers are often fonnally trained to study the
users and their backgrounds. So , any other designrelated studies that concem users would be a natural
extension of design activity. However, most design
studies focus on identifying functional issues and
are conducted in a culture that a designer is fairly
familiar with. Would the designers and researchers
coming from another culture be as effective? Given
the pace at which the results are often expected, it is
not irnpossible , and it is also not easy for a desig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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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크로스 문화 프로젝트에서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

우리는 찰스 오웬(Owen， 1992) 이 제안한 구조를 수정하

을것이다.

여 ， 데이터， 관찰내용을 단 한 문장으로 담아낸 통찰력과

둘째， 현지를 방문해 본 적이 없는 타 문화권의 디자이너

추론적 디자인 아이디어를 문서화하기 위해 세 섹션으로

들을 위해 ‘문화적 경험을 시각적으로 재현’ 한 문서작업

구분된 포뱃을 개발하였다. 추론적 디자인 아이디어는

을 위해 디자인 배경은 유용하다. 이러한 프리젠테이션

통찰력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디자인 과

은 타 문화권으로부터의 팀 구성원들이 창조적으로 이에

제에 대한 연관성 및 적절성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반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하고 상세하게 그리고 편견을

이러한 포뱃에는 단점도 없지 않다. 현지 팀의 인식이

배제하여 사실에 가까우면서도 해당 디자인 연구과제에

글로벌 팀의 반웅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지

대한 데이터의 잠재적 적절성을 증명할 수 있도록 그려

팀 구성원들이 스스로 디자이너의 입장에서 유용하다고

져야 한다. 창조적 반웅 유발의 멸요성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는 정보를 강조함으로써 ， 글로벌 디자이너들이 해

Oesigners have two opposite roles to play. As researchers , the team is
expected to give relatively unbiased data and insights. As designers , the
same team could react to this and suggest culturally appropriate design
responses to the insights.

from another culture to quickly understand the local
culture , and its issues and then search for design
opportunities. Hence, taking a local partner with
design background was usefu l.
There is no doubt that with increased global trade
in consumer durables , cultural issues will not only
become more and more complex but assurne
greater importance in competition. The A TM study
also points out how essential it is in a global product development assignment to setup a cross-cultural research team. The results have been discussed extensively elsewhere(De Angeli et al , 2003).
Treating this study as representative of future projects that are most likely to emerge , 1 plan to focus
on rather unusual social scientist-like roles the
designers are expected to play.
To be more specific , the discussion that follows
will focus on the merits and demerits of the designers getting involved in product-centric ethnographic survey. Some ofthe questions that were raised ,
“ Was the choice of designers for such a task appropriate? Is the expertise with the design community

adequate? What challenges are one likely to
encounter? Would it have been better ifthe local
team had had social science backgrounds and experiences? Are current methods and tools adequate for
such work?" In the discussion that follows , 1 hope to
explore the answers to some ofthese questions.
Should designers get extensively involved in
product-centric but social science-like assignrnents?
There are several arguments which appear to support this idea. First, in most design projects , there
are difficulties in clearly identifying the kind of
data required before ideas are on the drawing
board. Design is a unique field where data drives
solutions as much as solutions drive the kind of
data you need. This peculiar situation is accepted in
design but not in science. It is often not easy to
figure out what data a global design team will need,
nor what information they would consider usefu l.
That is where a common design background comes
usefu l. For designers, it is relatively easy to anticipate what information the other designers will be
looking for and how they will be able to use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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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문화권 밖에 있기 때문에 제시할 수 있는 시각의 신선

인 반용을 제안해야 하는 디자이너의 역할을 수행하게

함이 반감되면서 새로운 시각에서의 데이터 고찰이 상대

된다. 이 둘사이의 균형 감각을찾는것은결코쉬운일

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 이에 대한 분

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중의 역할은 펼수적이며 그

명한 해결책은 없으며 ， 한 가지 사례만으로 일반화의 오

결과에 상당히 다른 영향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확신한

류에 빠져서도 아니 될 것이다.

다. 디자인 바이어스가 침투하여 데이터에 영향을 주지

앞서 언급한

연구로 다시 돌아가보자. 현지 팀이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문서화 작업이 완성될

통찰과 추론적 디자인 아이디어를 제공했을 때， 그들은

때까지 통찰력과 추론적 디자인 아이디어 작업을 의도적

두 가지 상반된 역할， 즉， 편견이 상대적으로 배제된 데

으로 연기할수 있다. 이러한주의를통해 두 역할사이

이터 및 통찰을 제공해야 하는 연구자로서의 역할과， 이

의 균형감각을 찾는 것이 가농하였다.

에 대한 반웅으로 통찰에 대한 문화적으로 적합한 디자

현지 팀이 디자인 배경을 가진 맴버들로 구성될 경우，

ATM

Within the broad area of design , we need to develop methods and tools to
study cultures and subcultures from the p 이 nt of view of 'recreating the local
cultural contex t'. Designers from outside that culture can meaningfully
participate and prompt innovative design responses.

information. Designers also have an intuitive feel
for the directions that the solutions may take and
can collect relevant data accordingly. It appears that
the designer getting involved in such a survey is an
advantage to cross-cultural projects.
Secondly, a design background is useful to generate documentation that ‘ visually recreates cultural
experience' for outside designers who have not visited the region. Such presentations have to be
detailed and truthful to give an unbiased picture
and yet show the potential relevance of the data to
the design task in hand , so that members in a team
from another culture can react creatively. Keeping
in mind the need to prompt creative reactions , we
evolved a three-section format for documentation
that included data , insights that captured observations in a single sentences , and speculative design
ideas , a variation of structure proposed by Charles
Owen(Owen, 1992). Speculative design ideas ensure
that insights are better understood , because it is
possible to see their links and relevance to a specific design tas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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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h a format has its flip side, it is possible that the
perceptions of a local team could influence how a
global team reacts. There is a possibility of the
local team highlighting information that they
consider useful as ifthey were designing themselves.
Would this discourage the global design team from
looking at data from a new point ofview that
designers from outside the culture would have easily
brought in? There is no c1 ear answer to this yet nor
can one generalize on the basis of a single case.
Looking back at the ATM study, it appears that
when a local team offers insights as well as speculative design ideas , they have t\νo opposite roles to
play. As researchers , the team is expected to give
relatively unbiased data and insights. As designers ,
the same team could react to this and suggest culturally appropriate design responses to the insights.
This balancing is not easy, yet, we believe that this
dual role is crucial and can b띠g a different
complexion to the results.
. To ensure that design bias does not creep in and
influence data, one can deliberately postpone the

구성원들의 관찰， 통찰， 디자인 아이디어 및 프리젠테이

하는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디자이너들

션 방법에도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는데， 더 상품 중심적

은 이러한 상호작용의 적격자로 보인다. 다른 디자이너

이며 따라서 더 유용한 경향이 있다. 물론 이러한 조사

들이 필요로 할 데이터들에 대해 상당히 친숙하고 이를

연구에 디자이너를 참여시키는 데에는 장점과 단점 모

상대방 팀원들이 유용하다고 생각할 방법으로 제시할

두가 수반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연구에서 디자인 배경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디자이너가 독학한 사회

은 과연 핸디캡인7]-" 라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보자.

과학자의 역할을 겸하는 것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훨씬

답변은 긍정과 부정 모두이다. 다음에서는 양 답변에 대

쉽고 낫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 논지를 모두 전개해 봄으로써 이 문제를 더욱 자세히
고찰해보기로한다.

5.2

핸디앤입 - 디자이너가 문화의 판훨자는 아닙

디자인 배경은 핸디캡으로 작용한다. 디자이너 교육과
핸디캠이 아님 - 디자이너는 사함톨에 대한

정에는 문화연구를 위한 그 어떤 훈련도 포함되어 있지

예리한판힐혁를지닙

디자이너 배경은 핸디캡

않다. 디자인 분야에 종사하는 우리 모두는 우리가 명생

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크로스 문화 디자인 프로

을 거주하고 있는 도시와 사람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젝트는 현지 디자이너들을 파트너로 진행함으로써 많은

생각한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지어에 농통한 그들의 현지

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나의 경우， 서로 다른 하부문

네트워크 및 로컬 문화 이슈에 대한 지식으로 해당 문화

화의 다양성 ，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사물에 대한 사

의 이해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디자

람들의 태도 및 열망에 대한 나의 그간의 지 식 이 얼마나

이너들은 예리한 관찰력의 소유자들로서 사람들을 관찰

적절하지 못했는지 발견한 것은

하는데 숙련이 되어있다. 그들은 사물， 사람 그리고 문

의 일이었다. 이러한 문제는 문화적 다양성으로 알려진

화 간의 긴밀한 관계를 종종 의식하고 문화 이슈가 담당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이 연

task of generating insights and speculative design
ideas till the docurnentation of data is completed.
Precautions ofthis kind did allow us to balance
between the two roles.
Because of the design background , there are definite
differences in observation, insights, design ideas as
well as the method of presentation. These tend to be
more product-centric and thus usefu l. There are , of
course the merits and demerits of bringing in
designers in such surveys.
We can tum the question around and ask, “Is the
design background a handicap in such studies?" The
answer is yes and no. To get a clear perspective the
argument will be discussed both ways.

aid the designer's understanding. Besides, the
designers are trained to watch people , and that is
the way they project themselves. They are often
conscious of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이 ects ，
people and culture and know the important roles
that cultural issues play. They appear to be the right
candidates for interactions of this kind. They are
fairly familiar with the kind of data other designers
would need and can present it in a way that their
counterp따ts will find usefu l. Lastly , it is better and
easier for the designer to take on the rold as a selftaught social scientist than the other way around.

5.1

No , Because the Designers are
Good People Watchers
The answer is no ,
because there is no handicap. 1 believe that such
cross-cultural design projects would benefit by
using designers from local culture as partners. They
can bring in their local contacts , language familiarity and their knowledge of local cultural issues to
5.1

ATM 연구에 착수하기 전 까지만 해도， 적어

ATM 연구에 착수한 후

Yes , Because the Designers are not
Culture Watchers
The answer is yes ,
because there is a handicap. We have not made any
effort to train designers to study cultures. All of us
in the design field like to think that we know the
people and the city with whom we have spent our
lifetime in. At least, 1 thought 1 did before we started
the ATM study. We realized how inadequate our
knowledge ofthe diversities in different subcultures,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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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통해 우리는， 하부문화의 다양성에 대해 기존에 우

가 기반하고 있는 ‘움직이며 반영하는 (move

리가 알고 있던 것이 빙산의 일각도 채 되지 못한다는

종류의 조사보다는 ‘왜 그러한 모습인 7F 에 집중한다

것을 깨달았다.ATM 연구는 디자이너로서 우리가 문화

(Schön, 1983). 따라서 디자인 기회의 모색은 이 분야의

에 대해서도 똑같이 예리한 관찰력을 지녔다고 생각하

포커스가 아니다. 반면， 디자인 분야에는 사물과 문화간

and reflect)’

는 믿음을 산산 조각 냈다. 우리는 디자이너의 시각에서

의 관계를 연구하고 문서화하거나 창조적 디자인 반웅

하부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연구를 통해

을 유발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이론적 틀이나

디자인 기회를 모색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도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디자인이라는 넓은 영역 내에서 ， 우리는 문화와 하부문

5.3

화의 연구를 위한 방법론과 툴을 개발해야 한다. 즉， 타

사힘의 관휠자(People Watching)에서

나는 디자

문화 디자이너들의 의미 있는 참여와 혁신적 디자인 반

이너가 상기의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아직 훈련

웅을 유발하기 위한 ‘현지 문화적 컨텍스트 재현’ 이라는

문화의 관할자로(Culture Watching)

및 준비 변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당장 두

시각에서의 방법론 및 툴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상기

가지 중대한 어려움이 따르는데 이는 1) 문화이슈에 대

질문에 대해 당장은 여전히 긍정과 부정이 공존하는 모

한 신속한 이해를 위해 필요한 방법론 및 툴의 부족， 그

호한답변을제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의 방식대

리고 2) 문화에 대한 다양한 차원의 이해를 위해 펼요한

로 이를 방치하여 결과적으로 세계화가 아시아 디자이

디자이너들의 훈련 부족이다. 문화연구는 현대 디자인

너들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디자인 관련 기회를 놓치게

보다 훨씬 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인구통계학자 및

된다면 이는 더욱 불행한 일일 것이다.

인류학자들이 개발하여 시용하고 있는 유용하고 훌륭한

방법론들이 있으나 이는 신속한 상품 중심 연구에 활용

6.0

하기에는 너무 정교하다. 이들의 방법론은 디자인 연구

디자인에 미치는 문화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their attitudes towards the objects that they use or
don ’ t use , and their aspirations was. The problem is
common to most Asian countries known for their
cultural 비 versities. We realized that what we lmew
about the diversities of subcultures was not even
the tip of the iceberg. The A TM study shattered the
myth that as designers , we are equally good culture
watchers. We need to understand subcultures from
a designer ’ s point of view and leam to seek design
opportunities from such research.

product-centric studies. Their methods concentrate
on ‘ why things are the way they are ’ rather than the
‘ move and reflect ’ kind of probing that the design
studies are based on (Schon , 1983).
Looking for design opportunities is not the focus of
these fields . In design , we do not have theoretical
frameworks and appropriate tools for studying and
documen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0비 ects and
culture and for prompting creative design responses
ready for use. Within the broad area of design , we
need to develop methods and tools to study cultures
and subcultures from the point ofview of ‘ recreating the local cultural context ’ . Designers from outside ofthe culture , so that they can meaningfully

5.3

From People Watching to Culture
Watching
1 believe that designers are not
yet trained nor ready for such new responsibilities
ye t. Two important difficulties are 1) lack of
methods and tools to get a quick feel of cultural
issues and 2) lack oftraining for designers to get
involved in the understanding of cultures. The study
of cultures has a much longer history than modem
design. Obviously there are well developed methods and tools used by ethnographers and anthropologists , but they are too elaborate for quick foc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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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는 문화 및 사물의

P없ticipate

in and also prompt innovative design
responses. So currently, the answer remains
ambiguous ‘ yes ’ and ‘ no ’. However, it would be
disappointing to leave things the way they are and
lose new design-related opportunities that globalization can be offered to Asian designers.

6.0

New Design Approach

Globalization has

과 가능성을 대두시켰다. ATM 연구는 디자인 배경을

론， 스킬 셋 및 전문지식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이에 대

가진 현지 팀 구성원이 향후의 문화간 (cross-culture) 연

한 나의 답변은 ‘아니다’ 이다. 디자인 실무 혹은 디자인

구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을

교육에서 모두 이러한 새로운 이슈를 아직 제대로 다루

보여주었다. 상품 중심 문화 이슈의 연구에 필요한 전문

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식이 발전되면， 현지 디자인 팀과 글로벌 디자인 팀이

세계화 프로세스를 결정하고 통제하는 것은 디자인계 능

따트너로 함께 참여하는 프로젝트는 더욱 큰 효과를 발

력 밖의 일이다. 따라서 이에 대항할 수 없다면 세계화에

휘할 것이다. 그러한 전문지식을 통해 글로벌 디자인 팀

동참하여 새로운 자리 매김을 모색하는 것이 유일하고도

은 새로운 문화간 (cross-cultural) 상품 개발에서 여전히

가장 좋은 대안이다. 이는 국제교역의 지속적 증가와 함

주도권을가지고이를지휘할수있을것이며， 이러한컨

께 아시아 국가의 디자인계에 주어진 또 하나의 기회의

텍스트 내에 새로운 디자인 접근법과 디자인 프로세스가

창이기 때문이다.페

만들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디자이너들은 상품 중심 문화 연구에 있어서 더 나은
적격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그들은 아시아 문화에 민감할 뿐 아니라 문화적

특수성 연속선상의 위치에 따라 유연성 있게 개척된 새
로운 디자인 접근법을 기반으로 한 제품 디자인을 위해

영향을줄수 있는 더 나은 기회를갖게 될 것이다. 이

는 디자이너들이 새 천 년의 초업에 남길 수 있는 중요
한 기여와 유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지식 기반， 방법

brought forward the need as well as the potential
for an investigation on culture and its influence to
design. The ATM study , a cross-cultural team
experience , indicated that local members with a
design background will have an important role to
play in such studies in the future. Ifthe necessary
expertise for studying product-centric cultural
issues is developed, the idea of a local design team
developing a working partnership with a global
design team seems appealing. Such an expertise
will allow global design teams to remain at the
helm of affairs in new cross-cultural product
developmen 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new
design approach and design process can potentially
emerge from within this contex t.
Designers are likely to tum out to be better candidates for product-centric cultural studies. When
involved in such projects , they have a better chance
of influencing the creation of 0비 ects that are oot only
sensitive to Asian culture but pioneer a new design
approach along the cultural specificity continuum.
This is a contribution that designers can leave

behind as an early legacy of the new millennium.
Are we ready with the knowledge , methods ,
expertise and skills to tackle these new situations?
My answer to this is no. Neither design practice nor
design education has scratched the surface of these
new Issues.
Finally , it is beyond the capability ofthe design
community to dictate and control the globalization
process. So , if you can ’ t fight it, join the forces of
globalization. It is best to be with the globalization
process and reposition ourselves. With continuously
increasing intemational trade , this appears to be yet
another window of opportunity for the design
community in Asian countries.lil

Uday A. Athavank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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