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

Special theme

특별 주제

뉴 모빌리티: 뉴 아이디어
이승윤, KDRI 선임연구원 엮음

New Mobility: New Idea
LEE Seung Yoon, Senior Researcher, KDRI

KDRI는“New Mobility”에 대한 국내외 디

도로 단축시키는 현상 등으로 압축된다. 나

자이너들의 의견을 간단하게 조사하였다. 우

와 물리적인 대상과의 관계가 한없이 가까워

리는 디자이너들에게 “New Mobility”에

지며, 심지어 소비자와 생산자의 경계가 모호

대하여, i)새로운 디자인컨셉에 대한 아이디

해 지는 UCC(User Created Contents) 등

어, ii)사회적인 트렌드나 변화에 대한 아이디

은 사회활동의 주체와 객체가 혼돈되는 현상

어, iii)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이나 인간의 행동

까지 초래하게 된다. 동경예대의 나가하마 교

양식의 변화에 대한 아이디어에 대한 의견을

수가 제안한 IT Buddha는 종교에서 신을 만

이메일을 통해 구하였으며, 그 결과, 다양한

나는 이동성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다.

런 라이프스타일의 변화가 가져오는 디자인

KDRI가 “New Mobility”에 대해서 논의

의 형태는 실로 다양하다. 모바일디바이스의

하고자 하는 이유는, 마치 생태계의 먹이사

성능과 인터페이스는 이러한 라이프스타일의

슬과 같이, 새로운 기술이 점점 세상의 거리

변화를 수용하여 미니멀리즘과 인터페이스의

를 좁혀나가고 있고, 또 그러한 현상은 사람

발전이라는 특색으로 디자인되고 있다. 그러

들의 생활과 행동양식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나 이 새로운 현상의 처음에는 새로운 기술

이런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는 우리가 사용하

이라는 것이 있으며, 이런 새로운 기술이라는

는 물건, 우리가 보는 정보의 디자인에 영향

것에는 언제나 반작용이 있기 마련이라 인간

을 미친다는 밀접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기

의 행복과 기술의 상호 보완적인 발전에 대해

때문이다.

서도 항상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디자이너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New

간단한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듯이,

Mobility라는 컨셉은 유비쿼터스기술의 발

“New Mobility”에 대한 작은 아이디어 하

전과 여기에서 대두되는 응용분야의 발전에

나가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규명하거나 혹

따라 견고해 지며, New Mobility개념은 우

은 새로운 디자인을 창조해 낼 수도 있을 것

리가 기존에 인식했던 물리적인 거리에서의

이다. 여기에 제시된 아이디어 외에도 더 미

이동성의 개념과 판이하게 다르며, 그 물리적

래지향적이거나 혹은 더 실질적인 아이디어

인 개념 자체는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이 많이 나와 있고, 또 실체화 되어 있을 수

는 것이다. 이에 새로이 대두되는 라이프스타

도 있다. 기술과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디자인

일의 대표적인 형태는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을 아우르는 먹이사슬이 보다 원활하게 움직

교류할 수 있게 해 주거나, 사용자가 제품을

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이 있으면 하는 바람이

사거나 사람을 만나는 등의 목적을 달성하고

다. 끝으로, 의견을 보내주신 여러 디자이너

자 할 때 걸리는 시간을 상상할 수 없을 정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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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RI ran a simple survey on

between consumers and suppliers

domestic and foreign designer

has become amorphous, especially

opinions of the “New Mobility”. Via

when considering UCC(user created

e-mail, we collected designers’

contents), which blends the subject

opinions about: i) their ideas of the

and object of social activities. The

new design concept, ii) their ideas

‘IT Buddha’ suggested by Professor

regarding social trends or changes,

Nagahama of Tokyo National

iii) their ideas on new life-styles

University of Art, compares this

or changes in human behavior

change of mobility to the expansion

regarding the “New Mobility”. We

that occurs when encountering God

received a variety of answers.

through religion.

Like the food chain of an ecosystem,

These changes in a new lifestyle

new technology is constantly

also occasion vastly different kinds

overcoming distance, which is in

of design. The functions of mobile

turn changing human behavior and

devices and interfaces must consider

lifestyle. These changes affect the

all kinds of lifestyle needs and

products we use and the designs we

therefore the design tends toward

see.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minimalism and enhanced interface.

cause and effect is the motivation for

However, the new technology that

KDRI to engage in discussion about

is necessary to perpetuate this new

the “New Mobility”.

phenomenon is produced through

Considering the opinions of all

a process of trial and error, so the

designers surveyed, the concept

harmony between human happiness

of New Mobility is more concrete

and new technology must be

thanks to the development of

constantly considered.

ubiquitous technology and other

As a simple idea can change the

applied technology. The definition of

world, so a small idea about “New

New Mobility differs completely from

Mobility” is able to create a new

the outdated concept of mobility as

lifestyle or design. There are more

it relates to physical distance; this

future-oriented and practical ideas

concept itself is no longer relevant.

than those suggested here which

. The archetypal new life style has

may be already in use. I hope

been condensed to a communication

there is a greater effort to continue

that occurs regardless of time and

the chain which puts technology,

location-whenever and wherever we

lifestyle, and design together as

want, we can share information. A

a smoothly functioning whole. In

great deal of time is also saved when

conclusion, I would also like to

accomplishing tasks. The human-

extend my appreciation to all the

physical relation has been brought

designers who responded to the

closer and closer, and the boundary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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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건종 차장, 현대자동차
RYU Kun-jong,
Hyundai Motor Company
New Mobility = 유비쿼터스(블루투스)와의 아주 절친한 만남 or 부부
인연을 맺어야만 하는 관계

New Mobility = close contact with ubiquitous technology
(i.e., Bluetooth)

거리는 더 이상 주요한 것이 아니다.
존 타카라, 디렉터, 도어스오브퍼셉션
John THACKARA, Director,
Doors of Perception
운송 강도는 더 이상 경제적 성공의 지표가 아니다. 반면 상품 또는 사
람 여부에 관계없이 물체의 움직임을 줄이는 것은 하나의 지구 생활권
및 존속성으로의 전이에 있어 중요한 도전 사항 중 하나이다. 이 맥락에
서 기술의 임무는 현저하게 더욱 효율적인 방식으로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자원’이란 물체 및 에너지 뿐만 아니라 공
간 및 시간을 의미한다.

“Transport intensity is no longer an indicator of economic
success. On the contrary: reducing the movement of matter
- whether goods, or people - is one of our main challenges in
the transition to one planet living and sustainability. The task
of technology, in this context, is to enable us to use resources
in a radically more efficient way - and by ‘resources’ I do not
just mean matter, and energy, but also space, and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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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성의 영향에 대한 트렌드
프란체스코 모라체,
Future Concept Lab 대표
MOVING EFFECT Trend
Francesco MORACE, President,
Future Concept Lab
이동성은 운명이나 유행이 아니라 역동적인 차원(여행, 지식, 기술면에서
의 이동 경험)을 통해 새로운 가정 생활, 근접성, 환대에 대해 혁신적인 영
향을 미치는 새로운 삶의 조건이다. 이동을 많이 할수록 삶의 질, 평온
및 환대를 갈구하게 된다. 이 추세 속에서 퓨처컨셉랩에서 저술하고 슈
윌러(Scheiwiller)가 2006년에 발행한 책, ‘생활 패턴’에서 정의된 가정 외
(Extra-Domestic) 현상을 통해 집과 도시 사이의 새로운 관계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이 주제는 마인드스타일 프로그램(Mind Style Program)의
“Core & Care” 분야의 일부로서 상기 연구소에 의해 개발되었다.

전세계 사람들의 상상력을 가장 쉽게 자극하는 전세계적인 표현에 대
한 인식, 개척 및 분석, 음악 및 영화에서부터 문학 및 크고 작은 전체
공동체를 자극할 수 있는 모든 것, 예술에서부터 패션 및 디자인까지
이 모든 것은 MindStyles 연구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기반을 이룬다.
이 연구의 최신판은 국제적으로 집합적인 상상력을 이끌어내는 16개의
MindStyles 및 65개의 개념을 확인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미래의 시장
에 대처하고 새로운 연결 고리를 개발하며 새로운 관계를 필터링하고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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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시나리오를 만들고 설명하기 위한 정보 및 지침을 만든다. 이 분석
을 통해 나타난 개념 및 시장 관련 시나리오는 어떠한 기업이 브랜드와
제품 시나리오의 연관성에 있어 “개념적으로” 위치할 수 있는 건전한 기
반을 제공한다.

Mobility is neither a destiny nor a style, but a new life condition that through the dynamic dimension (the moving
experience in terms of travel, knowledge, technology) creates
innovative effects in terms of new domesticity, proximity,
hospitality. The more one is a Nomad, the more one desires
quality, serenity and hospitality. In this trend, the new relationship between house and city becomes essential, through
that Extra-Domestic phenomena that we have defined in
the Living trends book, written by Future Concept Lab and
published by Scheiwiller in 2006. This theme was developed
by the Institute as part of the “Core & Care” MindStyles
Area of the Mindstyles Program.
The identification, exploration and analysis on a worldwide scale of those expressions that most easily stir the
imaginations of people all around the world, everything
from music and cinema to literature and capable of inspiring
entire communities, both large and small, everything from
art, to fashion and design, constitute the vital basis of the
MindStyles research program. The latest edition of the research has identified 16 MindStyles and 65 concepts that together constitute the landscape of the collective imagination
on international level. The Program generates information
and guidelines for dealing with the markets of the future,
developing new links, filtering new relations, constructing
and describing new scenarios. The landscape of concept and
market-related scenarios emerging from this analysis provide
a sound basis upon which a Company can be “conceptually”
positioned when it comes to align the brand with the product scen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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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야후코리아 대표
KIM Jinsoo, CEO, Yahoo! Korea
web 2.0 시대가 되면서 컨텐트를 만드는 주체로 사용자들이 포함되었고
또 만들어진 컨텐트 중에서 좋은 컨텐트를 선별해 내는 작업에도 사용
자들이 많은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컨텐트를
소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생산되는 컨텐트의 양은 점점 늘어 나
고 있고 선별된 컨텐트라 하더라도 본인의 관심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있
게 마련이라 사용자의 컨텐트 소비 행태를 분석해서 개인화된 컨텐트를
개별 사용자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Since the arrival of the Web 2.0, users have started to produce content on their own which can be selected by other
users as well. Problems still remain, however. One difficulty
is that produced content has dramatically increasing in
quantity, and unwanted content which does not match the
user needs may arise in spite of careful selection. Therefore,
customized content should be delivered after analyzing the
consumer behavior regarding the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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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제단의 새로운 이동성
마사히코 나가하마, 동경예술대학 교수
The New Mobility of Buddhist Altars
Masahiko NAGAHAMA, Professor,
Tokyo National University of Art and Music
동경예대의 제품디자인연구소는“영적인 관”, 즉 2007 Milano Salone에
놓일 IT(전기) 불교 제단을 발표하였다. 이는 새롭게 기동성을 갖춘 불
교 제단이며 새로운 형태의 불교 제단에 대한 제안이다. IT 불교 제단
의 사용은 죽은 자에 대한 불경스러운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죽은 자의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음성, 영상 및 인터넷을 사용하여 사람들이 친숙
하도록 하였다.

The product design laboratory at Tokyo National University
of Fine Arts and Music has announced “Spritual Casket”,
that is the IT (electrical) Buddhist altars at the Milano Salone 2007. It is the new mobility of Buddhist altars , and the
proposal of the new form of Buddhist altars. The use of an
IT Buddhist altar is not a blasphemous act against the dead
, but rather an enhancement of the value of the dead, and
made it more familiar to the people with the use of sounds,
images, and the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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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를 통한 거리를 좁힘
류한석 소프트뱅크 미디어랩 소장
RYU Hanseok, Director of
Softbank Media Lab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지금까지 IT 발전의 중축을 담당하였습니다. 클라
이언트/서버, 인터넷, 웹 2.0, 모바일에 이르기까지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진화를 통해 IT는 한 단계 성숙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자의 접점인
UI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아이
폰의 인기는(물론 그 성공에는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합니다만), 사용자들
의 UI에 대한 욕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세대 UI는 벡터/3D 그
래픽으로 진화를 할 것인데, 그것은 기능성(functionality)와 미적감흥
(beauty)를 동시에 충족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휴대폰으로 대변되는 모바일 기기는 사용자를 위한 3가지 디스플레
이(PC, TV, 휴대폰) 중의 하나입니다. 미래의 휴대폰은 개인에게 필요한
여러 기능들이 컨버전스되어, 결국 라이프 로그를 남기는 기기로 진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이 항상 휴대하며 모바일 블로깅을 하고 사진,
동영상 등의 UCC를 생산하여 웹에 올리는 도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로서 “인간은 곧 디지탈이다”는 비전이 실현될 것입니다. 기술이
발달할수록 점점 더 많은 기록을 남기고, 웹 상에 기록될 것이며, 그것
은 자신과 후손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Social Networking을 위한 중
요한 방법으로도 이용될 것이다.
이것은 물론,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와 기록 조작
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진화의 과정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므로 문
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도 필히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말은 알
수 없지만 어떤 정해진 방향으로 가는 것, 그것이 인류의 운명이 아닐
까 합니다.

User interface has played a pivotal role in IT development.
IT has evolved along with user interface including client /
server, the Internet, Web 2.0 and mobile IT since user interface (UI), the access of users,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The recent popularity of the i-phone illustrates user desire
for UI even though there is still more room for impr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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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 The next generation UI will eventually evolve into
vector / 3D graphics, which will satisfy users in both functionality and appearance.
Mobile tools--generally known as cellular phones--are
one of the three main display tools, which include PCs, TVs,
and cellular phones. Future cell phones will become a tool
tailored to each person and a log of our life histories. In addition, it will be an indispensable item, carried all the time,
that will enable users to blog UCCs of pictures or video to
the web as soon as they are created.
With this, the vision of “the human as the digital” will
come true. The more technology develops, the more can be
recorded and these records can be archived in cyberspace.
This will be an important way to pass on information to our
descendents but also for social networking.
Of course, negative aspects such as the violation of privacy and the forging information exist. If these criminal
aspects cannot be stopped, we have no choice but to develop
solutions to the problems. It seems to be human fate to go
in the way of the direction provided even if we do not know
where it will lead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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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 ㈜올엠 에이전시 사업부 본부장
LEE Han, Director, Agency Dept. of Allm
네트워크의 진보로 인해, ‘on-line’이 ‘off-line’이 되는 영역이 점점 줄어
들고 있다. 자궁 속에서 태아가 만들어지는 과정중 신경망이 형성되는
것과 유사하다고나 할까. 신경이 없어 감각이 없던 영역에도 미세한 신
경망이 도달하면서, 절대로 느끼지 못할 것 같았던 어느 끝부분의 자극
도 이 신경망을 통해 다른 부분에서 느낄 수 있게 되었다. 기존의 신경
은 더욱 두터워지고 조밀해지며, 신경이 없던 곳에는 미세한 신경조직이
다다르면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한 지역에 집중되는 복잡한 네트워
크보다는 보다 많은 자극을 얻을 수 있는, 넓은(spread) 네트워크로 성
장하고 있다. 물론 이미 자라난 네트워크는 계속적으로 조밀해지고 두
터워진다.
유비쿼터스. 단 한 순간이라도 노드(node)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
는 인간의 욕구를 실현하는 과정이며,이제는 복잡한 기술에는 신경 쓰
고 싶지 않다는 인간 본연의 게으름의 욕구이기도 하다. 그냥 어디를 가
든 ‘나’를 알아보고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는 인간의 욕구다.
‘네트워크상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정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현재 우리의 라이프스타일대로라면 정보는 점선을 긋는 것처럼 계속 끊
어지고 일관성이 없다. 유비쿼터스 같은 환경으로 인해, 네트워크가 어디
를 가든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네 라이프스타일은 길게 그어
진 선형으로 바뀐다. 이와 더불어 처음에 언급했듯이, 네트워크상 이곳
저곳에 복제되고 분산된 수십 개의 비슷한 정보를 접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접근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될
것이다. 이로써 정보는 점점 ‘단 하나’가 되어가며 통합된다. 이는 보안
의 허점으로 인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과 더불어 아
주 일관되고 선형적인 라이프스타일을 보장할 수 있다는, 동전의 양면성
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동성과 관련된 것은, 기존 사람들이 액세서리라고 부르는 것들이
위치하는 부분을 대체하게 된다. 목걸이, 귀걸이, 손목시계, 발찌, 허리
띠, 반지 등, 많은 디자이너들이 관심 있게 바라보는, 차세대 액세서리로
써의 위치다. 현재는 대부분의 선진국 지구인들이 빠짐없이 사용하는
모바일기기로써 유일무이한, 핸드폰이 Mobility의 중심에 서 있지만,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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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가까운 미래에는 디스플레이 기기로써의 핸드폰의 기능을 제외한
조금씩 다른 액세서리로 역할을 분담하게 될 것이며, 디스플레이 기기
의 역할도 시계나 또는 근거리 네트워크를 통한 기타 외부디스플레이장
치로 대체할 가능성도 있다. 크면 클수록 좋은 디스플레이장치의 기본
욕구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이동장치의 기본욕구가 서로 배치된다면,
디스플레이장치를 버리는 것도 승산이 있다. 단, 디스플레이장치가 주변
에 널려 있게 되는 환경을 전제로 한다면 말이다. 그리고, 위와 같이 사
람이 지니고 다니는 것을 포함하여, 주변의 모든 다른 기기들도, 사용자
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기술은 뒤로 숨기고 있으며, 사용자들이
인지하기 쉬운 보편적인 물건들에 Mobility 기술을 심거나, 또는 그런 형
상으로 디자인한다. 우유포장에 RFID를 달기 위해서 디자인적으로 복
잡한 변화를 주지 않았던 것처럼, 유비쿼터스 세상의 사람들은 어디에
Mobility 기술이 숨겨져 있는지 인지하기 어려워진다. 보이지 않는 디자
인(invisible design), 유비쿼터스 세상은 그렇게 디자인 된다.

On-line resources are taking over more and more of the offline territories due to network advances. This may be likened
to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nervous system as a fetus
develops in the womb. The newly-developed, minute nerve
network enables the baby to feel every aspect of its developing body and as the existing nerves become denser, feeling
comes to life where once there was nothing. The network
continues to spread to new areas in order to receive even
more stimuli rather than focusing on only a small area with
a complicated network. As the network becomes established,
it becomes denser and richer.
Ubiquitous technology! This process brings to life the
human desire to not break the flow even for a moment and
fulfills the need to not be bogged down by complicated
technology. It is the culmination of the desire to be recognized and to be taken care of at any time and any place.
Consistent information can be expected from the Internet network. Currently, contemporary information has not
yet been coherently linked. However, thanks to a ubiquit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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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 our lives can be linked with the network that
stretches everywhere like a spider’s web. Additionally, as
mentioned at the beginning, we will be able to access the
consistent information only instead of the repetitious or erroneous information spread out throughout cyberspace. In
the end, information will gradually be integrated and there
are two sides to this coin. In the negative aspect, this can
cause fatal results on account of security errors but on the
positive side, it can guarantee a consistently linked lifestyle.
Mobile devices will replace most of what we call accessories, such as necklaces, earrings, watches, toe-rings, belts,
rings, and so on, so that many designers are interested in
these devices as next-generation accessories. At the moment, cell phones are the main mobile devices used by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Sooner or later, however, other
accessories will share the functions of the cell phone except
for its main function as a phone and its role as a display
tool. Moreover, its role as a display tool can be replaced by
watches or other exterior display devices via a short distance
network. If there is a conflict between the need of a display
device to be as large as possible and the need of a portable
device to be as small as possible, it could be possible to give
up the display function in an environment where display
devices are everywhere. In addition, these kinds of portable
devices will be joined by other everyday tools in possessing
Mobility Technology or in being designed in a similar way
to mobile tools, hiding any complicated or difficult technology. Just as there was little change in the design of a milk
carton, for example, with the use of the RFID system, similarly, people in the ubiquitous world may find it difficult to
recognize where the Mobility Technology is hidden.
Invisible design, this is how a ubiquitous world is desig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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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만
조작하는 새로운 컨셉의 mobility
이난경, 광주여대 교수
LEE Nan Kyung, Professor,
Kwangju Women’s University
수동에서 자동으로 소비자의 선택이 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한쪽 다
리만 사용하게 됨으로서 신체적인 무리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미래에는
오토바이나 비행기처럼 손으로만 조작하여 운행하는 mobility가 개발되
어야 할 것이다.

Consumer choices have been changed from manual products to automatic ones. Consequently, the balance has been
broken, causing overstrain on the body because only one leg
is used. In the same way, there will be a need to develop new
transportation which requires the use of only the hands to
operate, such as auto cycles or pla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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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 시대의 디자인에 대한 예측
신성수, LG전자 디자이너
Design Forecast for the Ubiquitous Era,
Cliff SHIN, Industrial Designer,
LG Electronics
유비쿼터스 통신 및 네트워킹 기술이 놀라운 속도로 개발되었다. 작은
휴대폰으로 이동 중친구들과 대화하는 것은 더 이상 과학 공상 영화에
서 나오는 아이디어가 아니며 Wi-Fi는 우리 일상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유비쿼터스 기술의 개발 및 개선은 이러한 혁신은 사람들이 디지털 장
치를 점차 많이 사용하는 현상에 좌우되므로 가까운 미래에 점증적으
로 증가할 것이다.
유비쿼터스 시대의 설계 미래
설계는 의복처럼 사용자의 성격을 표현하는 역할을 한다. 설계는 사
용자의 “기분”을 반영하는 유일한 도구가 될 것이다. 이 시점에서 유비
쿼터스 시대의 설계가 “레트로 경향이 있는 히든 미니멀리즘(hidden
minimalism)”, “인터페이스의 르네상스”가 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
측해 본다.
히든 미니멀리즘 및 레트로의 기본
예를 들어 몇 년 전 휴대폰에 카메라 기능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를 생각
해 보자. 이것은 혁명적인 기술이었다. 사람들은 휴대폰 카메라를 얻기
위해 새 휴대폰을 구입하였고 자신의 휴대폰만이 가진 “독점적인” 카메
라 기능을 과시하려고 하였다. 사실 유행하는 휴대폰 디자인 중 하나는
“카메라 기능을 강조하는 디자인”이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 한 때
혁명적이었던 이 기술은 더 이상 독점 기능이 아니며 오히려 구식이 되었
다. 설계자는 심지어 카메라 기능을 숨기기 시작하였다. 눈에 보이는 카메
라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는 자신의 “큰” 휴대폰을 숨기게 되었다.
곧 유비쿼터스 기술은 휴대폰 카메라가 경험했던 동일한 유형의 혁신을
경험할 것이다. 앞으로 유비쿼터스 통신 및/또는 네트워크는 우리 삶의
“전제 조건”이 될 것이며, 이는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어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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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도 통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케팅 부서는 “유비쿼터스 통
신”을 판매 시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디자이너가 미래의 장식과 함께
어느 유비쿼터스 통신을 강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단기 주기로
해석하고자 하나 이러한 기술은 여러 주기를 가질 수 있다. 사용자가 이
러한 주기를 경험하고 나면 모든 종소리와 휘파람 소리에 이력이 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주기 현상이 일어난 후 사용자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마케팅 캠페인에 마주치면 과거에 향수를 느끼게 될 것이다. 그 다음 마
지막 종점은 미니멀리즘 및 레트로 스타일에 대한 향수이다.
인터페이스의 르네상스
인터페이스는 어두운 바다에서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며 제품을 사
용할 때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준다. 과거에는 인간의 오감, 즉 시각,
청각, 미각, 촉각 및 후각이 함께 기술과의 인터페이스를 구성하였다. 그
러나 유비쿼터스 시대 인터페이스의 본질은 “여섯 번째 감각” 또는 “직
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비쿼터스 시대에 진입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의 커뮤니케이션 장벽이 없어질 것이며, 이에 따라 각 개인은 여러 인터
페이스를 처리하는 “통신 센터”가 될 것이다. 이 여섯 번째 감각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사용자가 매뉴얼을 읽고 연구하는
데 시간을 소비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유비쿼터스 시대 설계의 최종 방향은 앞으로 몇 개의 디
자인 주기를 겪은 후 “레트로 경향의 히든 미니멀”이 될 것으로 생각한
다. 우리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사용자는 단순한 디자인 및 인터페이스
에 끌리게 된다. 버튼을 줄이고 숨기는 경향은 얼마간 지속될 것이다.
반면 동시에 인터페이스는 극적으로 변경되고 직관적으로 개선될 것이
다. 미니멀리즘의 모토인 “적을수록 좋다”는 예술, 디자인 및 건축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적을수록 좋다”는 종종 건축
가 Buckminster Fuller 및 Ludwig Mies van der Rohe가 만든 말이라고
잘못 인용되곤 한다. 그러나 이 말은 이 두 사람이 삶의 방식으로 채택
한 미니멀리즘의 모토이다. 이 철학을 Mies의 건축물 및 Bucky의 최단
선 돔에서 볼 수 있으나 처음에는 시에서 찾을 수 있었다. 원래 이 모토
는 로버트 브라우닝의 1855년 시에서 화가 Andrea del Sarto(실제 인물,
1486-1531)에 의해 동일한 이름으로 언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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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사용하여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된 것은 혁명적인 일이었다.

전면 사진과 후면 사진에서 카메라 렌즈를볼 수 없다.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은 몇 년 전 확실한 유행이 되었다.

You cannot see the camera lens in either the front

It was revolutionary that we could take a picture using

or back view

the cell phones. The cell phone with camera had become
a certain trend few years ago.

최근 휴대폰 인터페이스는 그 정교함이 극적으로 개선되었다.
Recently, the interfaces of cell phones have dramatically
improved in sophist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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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사람들은 여러 가지 통신 장치를 소유하
고 있다. 이러한 사용자는 오랜 시간을 이 장
치를 제대로 작동하는 데 투자하여야 한다.
some people own several
telecommunications devices. Such
users must spend a significant
amount of time to operate these
devices properly.

미래에 각 개인은 다른 장치 또는 인터페이스
와의 충돌 또는 혼동 없이 여러 인터페이스를
동시에 처리하는 통신 센터가 될 것이다.
In the future, each individual will
become a communications center,
handling several interfaces at the
same time without conflict or
confusion with other devices or
interfaces. (20th Century Fox:
Minority Report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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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iquitous communications and networking technologies
have been developed at an alarming rate. Talking to our
friends while on the go with a tiny cell phone is no more just
an idea from a science fiction movie, and Wi-Fi has become
part of our daily lives. Further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ubiquitous technologies will increase exponentially in the
near future, as such innovation only depends on people’s increasing usage of digital gadgets.
The Future of Design in the Ubiquitous Era
Design will have a role in expressing the character of the users just as clothes do. The design is and will be the only tool
reflecting users’ “MOOD and MODE.” At this point, I carefully predict that design in the ubiquitous era will be “hiddenminimalism with retro,” a “renaissance of interface.”
Hidden-Minimalism and the Basis of Retro
For example, let us think back a few years ago when cell
phones were first able to take pictures. It was a revolutionary
technology. People bought new cell phones specifically for
the cell phone cameras, and they wanted to show off their
“exclusive” camera function. As matter of fact, one of the
design trends for cell phones was “design emphasizing the
camera feature.”
Now, everyone has a cell phone with a camera feature.
This technology, once revolutionary, is no longer an exclusive
feature, but rather, it has become old fashioned. The camera
feature has even started to be hidden by designers. Users
with obvious camera features have a tendency to hide their
“large” cell phones.
Soon, ubiquitous technologies will experience the same
type of evolution that cell phone cameras experienced. In the
future, ubiquitous communications and/or networks will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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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erequisite” for our lives, which means communicating
with anyone anywhere at any time. Marketing departments
can use “ubiquitous communications” as a sales point and
possibly request that designers emphasize ubiquitous communications, such as with futuristic decorations. I would
interpret this as a short-term cycle, but such technology can
have several cycles. Once the users experiences these cycles,
they will tire of all the bells and whistles. Thus, after the
cycle phenomenon, the users will feel nostalgic when they
encounter a “back to basics” marketing campaign. Then, the
final destination will be minimalism and their nostalgia for
retro style.
“Renaissance of Interface”
Interfaces are analogous to beacons in the dark ocean. They
give us overall direction when using products. Once upon a
time, our five senses, sight, hearing, taste, smell, and touch,
together constituted our interface with technology. However, the essence of the interface in the ubiquitous era will be
the “sixth sense” or “intuition.” When we finally enter the
ubiquitous era, we will have no more boundaries of communication with others. Thus, each individual will become
a “communications center,” handling numerous interfaces.
This sixth sense will become extremely important, as users
will not want to spend hours reading and studying manuals.
To sum up, I believe that the final destination of design in the ubiquitous era will be a “Hidden-Minimal with
Retro” style after experiencing a few cycles of futuristic
design. The more complex our society becomes, the more
users will be attracted to simple designs and interfaces. The
trend of reducing and hiding buttons will continue for some
time, while, simultaneously, interfaces will be dramatically
changed and intuitively improved. The motto of mini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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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 “Less is more,” has had a great influence on art, design,
and architecture, and it will continue to do so in the future.
“Less is more” is often misattributed to Architects Buckminster Fuller and Ludwig Mies van der Rohe. However, it was
a minimalist motto that both Mies van der Rohe and Buckminster Fuller adopted as a way of life. We can see this philosophy in Mies’ buildings and Bucky’s geodesic domes but
they first saw it in a poem. Originally, this motto is stated
by the painter Andrea del Sarto (a real person, 1486-1531) in
Robert Browning’s 1855 poem by that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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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형, (주)이모션 대표
JUNG Juhyung, CEO, eMotion
집이나 사무실, 공중전화. 오로지 유선이 연결된 자리에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었던 생활에서 호출기, 핸드폰, 무선인터넷의 등장으로 생활이
더욱 편리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인간이 더욱 행복해졌다고 말
할 수는 없는 것 같다.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10만번 커뮤니케이션한 삶
보다 100만번 커뮤니케이션한 삶이 더 행복한 삶이라고 단언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연속되는 New Mobility의 실현은 인간이 물리적인 한계로 인해 겪
었던 정보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해주어 정보에 대한 인간의 양적 추구
를 실현해주었으나 반면 그리움, 기다림, 휴식, 궁금함, 무관심과 같은 커
뮤니케이션의 여백이 가졌던 가치는 그만큼 희생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New Mobility의 기능에 대한 연구, 상업화에 대한 연구만이
아니라, 인간의 행복을 위한 New Mobility의 쓰임새와 정보 접근성의
한계로 계속 뒤쳐져가고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공유방안에 관심을 가
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간의 삶을 ‘더 효율적인 방
향’보다 ‘더 행복한 방향’으로, ‘더 벌 수 있는 방향’보다 ‘더 저렴하게 보

급할 수 있는 방향’을 디자인 해내는 디자이너도 필요하다.

It is true that our life has become more convenient since pagers, cell phones and wireless Internet were introduced. However, it cannot be said that human life has been made happier
because of this, just as we cannot be sure that a life with 100
thousand times the level of communication is better than a
life with 1 million times the level of communication.
Constant application of the New Mobility may satisfy
people’s cravings for information in terms of quantity as it
has solved the difficulties of accessing information due to
physical limitations. On the other hand, we have lost one of
the values which the beauty of the incomplete used to give
us such as expectancy, longing, rest, wonderment and unconc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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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onclusion, it would also seem that a solution to taking
care of the unprivileged who are being left more and more
behind due to the limit of usage and accessibility of the New
Mobility is needed before efforts to enhance and commercialize the capacity of the New Mobil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head toward a way that can make our lives happier
rather than more efficient and be willing to publicize at a
cheaper price rather than pursuing the more lucrative w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