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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이 세기(世紀)의 시작에 있어， 모더니즘의 사고에서 포 2. 철학， 방법 그리고 충국 공예의 관점 

스트 모던의 시대로， 후기 산업사회에서 세계화된 경제 

로의 전환으로 제품 디자인의 의미와 가치가 중요한 이 

슈가 되었다. 어떻게 제품디자인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 

할까? 어떻게 제품 디자인의 의미를 더 넓은 지평으로 

확장할 수 있을까? 이러한 논의는 일반적으로 다른 수 

준의 요인들을 포함한다: 기술 對 인간， 사회 對 경제， 

생산 對 소비 등. 그러나. 이들 요인의 공통적인 정신체 

제는 전통적인 소산의 풍부함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 

는 것이다. 우리가 제품 디자인의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 

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된다. 다른 문화의 진보와 

대조적으로， 기술은 진보를 저해할 것인가? 또는， 이는 

현대와 전통문화를 연결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중국 문화 안에서 중국 공예의 의미와 가치가 했 

던 기능과 서양 문화에서의 그것과 다르다는 사실은 오 

래 전부터 인식되어왔다. 그러므로， 제품 디자인에서 창 

조성을 위한 조사를 서양 문화의 변수(며rameter)로만 

한정한다면， 서양문화와 동양문화 사이의 차이점을 확립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우리의 문화적 기원을 

추적하고 서양과 동양 사이의 차이점을 확립함으로서 

새로운 천년에 디자인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정립할 시 

기에 왔다. 이는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있어 의미있고 

도전적인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전통 중국 공예의 특성 연구를 통해 철학적 관 

점에서의 비교 방법을 적용한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이 

는 디자인 자세， 디자인 방법， 디자인 전략에 있어 우리 

사고를 고무시킬 수 있다. 비록 이 글이 새로운 방향의 

논점과 제안의 테두리만을 제공하지만， 이것이 너 높은 

단계로의 디자인의 이해와 구축을 위한 자극과 참고자 

2-1. 철학 

유교， 불교 그리고 도교는 중국 전통 문화의 주된 이념 

으로 오랜 동안 인식되어 왔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이들 세 가지의 중심 사상은 ”구조를 초월하는 의미， 시 

스댐을 초월하는 주관 그리고 공예를 추월하는 인본주의 

”라는 노선을 견지하며 발전하여 왔다. 기술과 학문적 

관점에서， 서양의 그 반대를 추구하여 왔다: 의미를 압 

도하는 구조， 주관을 압도하는 시스템， 인본주의를 압도 

하는 공예품. 초고속 교통수단과 즉각적인 통신의 발달 

로 지리학적인 경계가 모호해지는 때에， 서양과 동양의 

이러한 이념의 갈등은 양측에 이익이 되도록 화해로 자 

리잡아야 한다. 두 갈래의 문화에 대한 오디세이(모험) 

는 시작되었지만， 아직까지 여행은 새로운 차원에 진입 

하지 못했다. 문화적인 차이를 해결하는 답안의 모색은 

여전히 우리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적인 창조성을 찾기 위해 동양과 

서양 모두의 정신의 맥락을 따라야 한다. 이는 우리를 

대조적인 사고로 이끈다 - 의미와 구조. 주관과 시스템， 

인본주의와 기술 등. 사실， 대조의 철학적인 관점은 중국 

철학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이것은 고대에 완성된 주 

역(IChing， 周易) 또는 역(易)으로 거슬러 갈 수 있다. 易

은 실제로 대조의 철학이다. 이것은 구조적인 대조와 동 

적인 대조 모두를 중시한다. "I(change)'’라는 용어는 예 

견(據見)의 의미와 기능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말(speech) 의 기반이며， 행동의 길잡이며 재창조의 근원 

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1"는 인간 행위의 완전한 차원으 

로 얽혀있다. 노자(老子)에서는 여러 방식으로 통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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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인 대조를 지적하고 있다 .. 모든 사물은 음(陰)을 

가지고 양(陽)을 지닌다. 이 두 가지를 뭉쳐 조화를 만들 

어낸다 .. 한편 주역에서 다음 말은 동적인 대조의 여러 

가지를 보여준다 .. 음과 양의 반복적 인 상호작용은 소위 

도(道)를 구성한다. 이 두 요소는 서로가 순환적으로 작 

용한다. 음양 각각은 독특한 특질을 지니고 있으며， 다른 

것에 대조되는 자신만의 장소에서 존재한다 .. 

2-2. 방법 

여기서”대조(contrast) .. 라고 것은 ”보조(complementarity) 

와 차이， 연속성과 불연속. distantiation 와 공동소속(∞

belongness ) 등 사이에 상호작용이다. 상호작용 과정에서 

모든 요인들은 현상의 역동성을 만든다. 그리고 모든 인 

자들은 동일한 진화적인 순환에 포함된다 .. 이런 관점에 

서. 대조는 어떻게 역사와 존재가 인식되었는가를 설명 

하는 기본적인 원칙과 방법이 된다. 방법을 논하는데 있 

어， 대조를 사용하는 목적은 차이와 통일을 드러내도록 

우리의 경험을 비교해서 주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 

므로 대조는 존재 가운데 성장을 위한 방식이 된다. 이 

것은 또한 경험의 완성에서 성취되는 통합적인 상태이 

다. 

모든 것에서， 우리 역사의 미래는 원래 방식으로 어떻게 

모든 종류의 대조를 통합하느냐에 달려있다. 개인， 사회. 

이념과 전통적인 문화. 이들 모든 것은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관점의 

조화로부터 실현되는 최고의 대조를 기대할 수 있다. 여 

기서 미래의 주도적인 힘이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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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중국 공예 의 관점 

은 사회적 행위와 인식뿐만 아니라 사회. 정신， 정치， 그 

리고 군사의 차원에서 갚고 넓고 명백하다. 뿐만 아니라， 

이들 철학적인 관점은 미술과 사물 창조의 성취에 있어 

서도 반영되었다. 이들 사물의 의미는 본래 만들어진 적 

절한 상황에 위치했을 때， 비로소 영백하게 드러난다. 사 

물의 의미가 시대에 따라 변하기는 하였으나. 대체로 별 

어려움 없이 어느 정도의 지속성을 읽을 수 있다. 사물 

의 근원적인 정신을 설명하는 키워드는 · 도(道) . 예술 

그리고 정신이다. 다음 사항들은 중국 공예가 어떻게 인 

식되는가의 근본적인 원형들이다. 

”사물(objx:ts) .. 은 그 시대의 라이프스타일， 사회 관습 

그리고 총체적인 사고를 반영한다. 사물은 시각적 조형 

의 순수표현만은 아니다. 

”사물”은 항상 기능과 시각적인 효과와 더불어， 사회적 

의사소통(social ∞mrnunication) 의 방편으로서 디자인되고 

만들어졌다. 또한 그 재질 (material)은 음양(陰陽) 5 요소 

의 속성을 보여준다. 사물의 제작은 기호를 사용하고 삶 

의 철학적 인식을 상징하는 것으로 변화한다. 이러한 과 

정은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관점을 보여준다. 

어떤 ”사물”은 일상생활에 사용되었고. 어떤 것은 의식 

에서 의례용으로 사용되었다. 어떤 것들은 사대부들의 

일상용품이기도 하다. 또한 다른 것들은 사상. 개념 심지 

어 우주관의 발현이기도 한다. 재현의 일부는 언어적 동 

음이의어(同音異찮語) . 의미의 표시， 조형적 음성학， 특성 

을 표현한다. 어떤 것은 길조(吉~~)의 이미지. 패턴. 토템 

을 사용했으며， 반면에 다른 것들은 사물의 크기， 비 례， 

조형적 사양에 의미를 담는다. 

”사물”은 일반적인 형태와 세부의 조작에서 찾아지는 

다른 차원의 정형화된 표현을 포함하기도 한다. 명(明) 

시 대 의 가구는 167H 의 급과 8개 의 약점 (defects) 의 시 스 

템으로 평가된다. 

다양한 조형과 재료로 만들어진 다른 사물들은 다른 

삶의 경험과 논리를 반영한다. 이것들은 권위， 종교. 신의 

힘， 또는 사회적 지위와 계층의 표현이기도 하다. 또한 

이들은 생활 환경. 사회적 행태， 서로 다른 영역의 생태 

학과 다양한 역사적 유산의 반영이라 생각할 수 있다. 

사물의 실질적인 형태는 그러므로 사고와 문화적 개념의 

무형적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그 방식과 예술은 서로가 

중국 역사 발전에서 앞 서 언급된 철학적인 관점의 영향 빛을 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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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밀레니움의 송(宋， 960-1279) 나라를 예로 들어보자. 

우리는 송나라의 철학적 관점과 예술 조형의 다섯 가지 

특성을 꼽을 수 있다. 

1. 도(道)와 예술 

2. 조형적인 의미와 자연 

3. 형태와 특질 

4. 생활과 즐거움 

5. 자기 문화와 다른 문화 

3. 문화에 대한 디자인 자세 

- Storytelling, and Renaming 

문화는 고정된 정보(data벼se)가 아니다. 차라리 이것은 

지속적으로 다시 쓰여지는 과정에 있는 이야기의 연속이 

다. 또는， 문화의 본래 모습과 같은 것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선택된 것만을 보기 때문에 문화의 모습은 

사람마다 각기 다르다. 이는 오로지 역사적인 사건이 우 

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해되기 시작하는 우리의 이성적 

인 선택에 의하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 또한 역사적 사 

건이 우리와 우리 생활에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우리 

는 우리 문화와 역사를 세습된 공예의 기록으로서 상징 

화된 역사로서 대할 수 있다. 더 높은 차원에서 문화와 

역사는 또한 개념의 연대기로 조망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인간 경험의 중요한 요소를 언급하 

여야 한다. 역사는 그 시대에 경험의 발전과 변화로 구 

성되어 었다. 역사 구조에 있어 우리는 다양한 대조의 

요소를 발견한다. 역사적 사건과 사물은 계속해서 나타 

나고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형태로 시간에 걸쳐 발전한 

다. 시간의 끝없는 선(線)은 연속성을 이끌어내는 결점 

으로 표시된다. 역사의 연속성은 역사적 유사성으로 구 

성된 역사적 원형의 표현이 된다. 한편 역사의 불연속은 

혁신과 피할 수 없는 라이프스타일로 나타난다. 이들 모 

두는 역사의 내용을 풍부하게 한다. 이러한 이유로 역사 

라는 과정에서 각각의 단계는 그 시대의 유사성 안에서 

차별성， 차별성 안에서 유사성을 기록한다. 대조의 창조 

적인 지위를 드러내기 위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역사와 

연관 짓고 동시에 관계를 끊는 것을 계속하여 배워야 한 

다. 

그럽으로서， 문화의 최고 진정한 정서와 구현은 문화를 

재정의(再定義)하기 위해 문화의 핵심을 이해하는 것이 

다. 이것은 우리가 때때로 문화 또는 역사적 원형 그리 

고 개념과 직변하게 된다는 것을 바꾸지는 않는다. 이러 

한 인식은 문화와 역사가 타인의 이야기를 기록한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것이다. 우리 자신의 언어와 우리의 목 

소리로 다시 읽고 쓰지 않는 한. 우리는 이들 이야기를 ” 

우리 삶의 이야기”로 바꿀 수 없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읽고， 우리 귀로 듣고. 우리 자신의 머리 

고 생각하고， 우리만의 방법으로 창조해야만 한다. 매일 

우리는 어떤 문화의 세계에 살고 있다. 독립적으로 생각 

할 수 있는 이들에게 전통 문화는 음식이다. 그렇지 못 

한 사람에게 전통 문화는 족쇄이다. 음식은 인간을 강인 

하게 하는 생명을 지속시키는 영양분인데 비해. 족쇄는 

인간을 억제함으로 생을 단축시키는 방해물이다. 이 두 

갈래 길은 서로 다른 지평선으로 이끈다. 어째든， 전통문 

화를 다시 쓰는 것은 우리의 문화적 환경을 실제 창조적 

인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타당한 방법이다. 우리 

는 우리 자신을 독립적， 비판적， 지적으로 생각하도록 훈 

련함으로서 시작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새로운 제품을 디자인한다고 가 

정하면， 일련의 새로운 제품들이 결과로서 나타날 것이 

다. 새로운 제품의 분류 시스댐은 전통 제품 환경에서 

유효했던 것을 뛰어 넘을 것이다. 다음의 우리의 과업은 

새로 개발된 내적 특질에 따라 제품을 다시 이름을 붙이 

는것이다. 

4. 문화 對 디자인 메카니좀 

사실， 문화에 대한 디자이너의 자세를 우선 시험할 필요 

가 있기 때문에 문화적 자산은 디자인 에너지를 직접 불 

려 일으키지는 않는다 그러나 태도만이 디자인 에너지 

의 핵심적인 메카니즘은 아니다. 디자이너의 자기 실현 

(se!f-n않lization) 의 정도는 그들의 일상 생활에서 자세히 

관찰되어야 한다. 자기 실현이 디자인 에너지와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다. 생활의 기대와 문화적 경험 사이에는 

언제나 거리가 발견된다. 이렇게 측정된 차이 자체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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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전략을 만드는데 충분한 것은 아니다. 이 거리를 

최소화하고， 두 개의 극단을 더 근접시켜 하나로 용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강한 여지가 있어야 한다. 물론 

이 ”용해 (mel뻐g)"는 용해과정에서 새로운 개념이 만들 

어지기 전에는 디자인 에너지로 정의할 수 없다. 그러나 

새로운 개념으로서 디자인에 새로운 지위가 부여되었음 

만을 말할 수 있다. 디자인 개념은 우리가 디자인이라고 

알고있는 것을 대표하기에는 종종 지나치게 개인적이고. 

너무 내향적이고， 추상적이다. 그러므로 시각적이고 촉각 

적인 형태의 표현을 언어로 대치하여야만 한다"표현 

형태 (form of expræ깅on)는 ”우수한 이미지”를 찾는 시각 

적 이미지 또는 실질적인 예술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 

것은 적어도 지금까지 디자인을 위한 진정한 어려움과 

도전으로 보일 수 있는 우수성에 이르는 감각， 정밀함， 

미학의 통합이 요구된다. 우리는 초월의 기호를 찾는 시 

점에 있다. 우수한 이미지는 개인적， 사회적 그리고 윤리 

적 인식을 포함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런 후 우리는 

디자인 전략을 목표 시장에 따라 설정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제품은 사용자 사이에 공명(共嗚)을 창조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특질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5. 전통 중국 공예의 디자인 정체성 

형태， 조형 그리고 사용에 있어 전통 중국 공예의 풍 

부함은 이들이 단지 기능 이상으로 만들어 졌음을 의미 

한다. 그들은 개인의 소망， 의례적 상징， 사회적 연관성， 

정치적인 주관， 군사적인 기록들， 문화적 변화 그리고 철 

학적 우주관의 물질화이다. 달리 말하면， 전통 공예는 타 

인과 그리고 우주와의 의사소통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이들 사물들의 상징적 의미는 그들의 기능성 

보다 더욱 중요하다. 나는 이들 관점을 정교화하기 위해 

다음의 예를 사용한다. 다행히도. 우리는 전통적인 사물 

과 오늘날의 제품을 개념과 표현화 된 특성으로서 비교 

를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럼으로서 이들 이면의 디자인 

철학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차이점을 연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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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Attributes of Ying and Yang to the Five Elements 

• 

pic.l Dwei container (Topl Down pair 
parts) (8ronze) 

pic.2 80 container with 3 f농et and railings 
design (red pottery made of fine clay, 
Liulin period) 

pic.3 Jade (East Han Dynasty, A.D.25-
220) 

• Object form: Views of the Universe (Overarching sky, 
Square land), Individual mindset(lnkstone) 

pic .4 T ’ sung (琮): Harmony , the 

perfect balance of elemental forces 

pic.5 Inkstone shaped as the 

character Wind (風) (Sung Dynasty, 
A.D.960-1279) 



pic.6 / pic. 7 

Remark of peace-negotiation (散&盤)

(Late Western Zhou, c.l lst C.- 256 B.C.) 

• Etiquette / Social code: Life, Death , Marriage, Festival 

Musical ins‘rument (Bronze, late Spring 

and Autumn Pεriod， 770-476 B.c.) 

• Image: Auspicious image with homonymic meanings 
(1I lite떠te) ， Attributes of nature 

pic.IO/pic.11 

The c10ud motif (details of Daybed): c1oud, 

pic.12 The persimmon motif (Detail of 

Window Lattice Panel with Stylised Floral 

Pattern): associated with long life , 
protection, resilience and beauty (17th/18th 

century, Suzhou) 

pic.13 r長樂未央」앓 (East Han D)π13Sty， 

A.D. 25-220) 

• Scale: Particular meaning (Space, Occasion, Architecture) 

pic.14 Scholar (Sung Dynasty A.D ‘ 960-

1279) 

pic.15 The Classic of Filial Piety (Sung 

Dynasty, A.D‘ 960- 1279) 

the source of rain , hence symb이 ic of I • Model: Social class (Yokeback armchair),Symbolic(lantem) 
fortune (Iate 16th / early 17th century) 

pic.16 Yokeback armchair Daybed (Iate 

16th/early 17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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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 L 
• 쩍 

pic.17 Lantern (Bronze & Jade, West H뻐 

Dynasty, 206 B.C. - A.D. 25) 

• Seasonal decorations: Adornment with spring scene, 
Adomment with autumn scene 

pic.18 Jade, Adornrnent with spring scene 

(Chin to Yuan Dynasty, 12th-14th 

centuries) 

pic.19 Jade, Adornment with autumn 

scene (Chin Dynasty, 12th-13th centuries) 

• Cultural Integration: Sung culture & Other culture 

pic20 White-g1azed ewer in the shape of 

1eather pouch (1 0th century) 

• Lifestyle: Day-bed (Living Room), Folding Chair (T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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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or: Social, Status, Five elements 

pic.22 Bow1 with incised peony decor in 

yellowish-green glaze 

pic.23 Brown 1acquered hibiscus-shaped 

dish 

• Practicality: Considerations of ergonomics 

pic.24 Bronze Kett1e (Warring Statcs 

Period, 475-221 B.c.) 

• Appreciation of Beauty: Tastes of social groups (officials 
and commoners) 

pic.25 Meditation stoo1 (late 16th/ear1y 

17th Century), 

pic.26 Bench (1잊h Century, Beijing) 

• Module: Miniature Curio Cabinets 



pic.27 Minialure Curio Cabinels (Ching 

Dynasty, A.D.I644-1911) 

pic.28 Minialurε Curio Cabinels (Ching 

Dynasty, A.D.I644-1911) 

• Pairing: Ying & Yang, Auspice & Portent 

pic.29 Pair-wings scarεd beasl (Waπing 

Slales Period, 475-221 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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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mbers: Society, Religion, Politics 

pic.31 Ding ‘ cooking vesse1 (Bronze , 

79.6Kg) 

• Meaning of Occasion: Festival Attributes , Space 
Arrangement, Symbolic Costume 

pic .32 Tea-Ieaf grinder and peripherals 

(Sung Dynasty, A.D. 960-1279) 

pic .33 Go-Play Scenarios (Sung Dynasty 

A.D.960-1279) 

• Other: Folding, Composing πravel ， Economizing space) 

pic.34 Folding slool (181h cenlury 

Shanxi)3 

6. 결론 : 문화적 디자인 

우리 시대의 기본적인 상황은 한편으로는 현대 과학과 

기술의 보편적이고 압도적인 영향사이의 역동적인 긴장 

으로， 다른 한면으로는 각각의 역사적 전통의 독특함과 

인간 존재에 대한 인식 역사적인 인식의 깨달음으로 특 

징지을 수 있다. 이러한 지구적 상황에서 현대 제품 디 

자인의 발전의 고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한다. 

그들 중 하나는 1920년대 산업화의 발단 이래로 디자인 

어떻게 정의되느냐에 대한 일반적 고려이다. 디자인에 

대한 역할의 관심은 국가， 지역， 단체와 개인이 어떻게 

전통의 가치체계와 현대 기술의 충격 사이의 가치 차이 

를 어디로부터 찾고 대응하느냐에서 출발한다. 이런 현 

상을 겨냥하여， 나는 ”현대 제품디자인의 문제와 창조성 

”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나의 개인적 관점을 펼쳤다. 나 

는 이를 대조의 창조성， 과정 그리고 전략이라는 사고의 

담론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중국 철학과 문화에 기초하 

여， 제품 디자인의 새로운 방향과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면， 우리는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시간이 경 

과함에 따라. 결론적으로， 문화적 디자인의 논점에 대한 

앞서 언급한 것들이 다음과 같은 과정과 계획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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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있다. 

첫째， 다시 보기 (전통 유형 과 무형) 

1-1. 전통공예의 표현적 인 요소， 구조적 인 관계 과 전통 

공예의 개념적인 유래의 수집과 분석 

1-2. 서로 다른 시대의 유사한 공예의 실질적이고 사회적 

인 기능의 비교. 어떻게 그리고 왜 다른가? 

이면의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전통 공예의 특성 

을 수용할 수 있을까? 

1-3. 전통 유형적인 사물과 무형적인 개념의 특성은 계승 

되고 혁신되어야 할 가치를 가지는가? 

둘째， 관계짓기 (내적 맥락으로부터) 

2-1. 그 시대의 전통 공예와 사회 생활 사이의 대조 

2-2. 현대와 전통 생활의 대조 - 차별성과 유사성 

2-3. 다른 문화의 현대 생활과 자기 문화의 현대생활 사 

이의 대조 

2-4. 적합한 전략을 만들기 위한 위에서 언급한 대조적 

관계를 통합하기 

셋째， 창조하기 (대조척 인 해석으로부터 문화척 디 

자인으로) 

;;3 〉O@M히 
}‘슨- to cre빠녕.，양1 mechanism -승응 t띠t띠허 dεSIgI' 

熟。ID rela낀 빼'iß.DuiQ1.짜빼} 

번역:강성중 

(서울대학교 대학원 환경디자인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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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inese Philosophy and Design Identification - Contrasting Designing 
: to Relate and to Create 

Kuan, Cheng-Neng / Dean , School 01 Design, Shih-Chien University 

Moving tì-om the Modemistic thi따ing in the beginning of this 

century to the Post-modem situation of today, and from Post

industrial society to Globalization economics, the meaning and 

value of product design has become an important issue. How can 

product design react to the trend? How, then, can the meaning of 

product design be expanded to a broader horizon? Such discussions 

usually involve factors of different levels: technology vs. humanity, 
society vs. economy, production vs. consumption, etc. The common 

mindset of these factors, however, would be how the richness of 

traditional resources can be used. If we take a c10se look at the 

progress of product design, we may ask ourselves a question. In 

contrast with the progresses of different cultures, does technology 

work to break the progresses? Or, it may be playing a positive role 

in connecting modem and traditional cultures? 

In fact, it has long been recognized that the meaning and value of 

Chinese artifacts functioned within Chinese culture differ tì-om that 

within the westem cultures. Therefore, if we limit our search for 

creativity in product design merely within the parameters of westem 

culture, we may lose the chance to establish a contrast between 

eastem and westem cultures. The time has come for us to πace our 

cultural origins and to establish conπasts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so that we may defrne a proper attitude for desi밍1 in the new 

millennium. This is obviously a meaningful and challenging 

beginning for all of us. 

This paper tries to apply the method of contrast in philosophical 

views throu뱅 the study on the characte디stics ofπaditional Chinese 

artifacts. Hopefully, it can stimulate our thoughts in design attitudes, 
design methods and design strategies. Though this paper provides 

only the outlines of the issue and suggestions of new directions, 1 

hope it can further seπe as a reference and an inspiration for the 

constructions and realizations of design to the next level 

The basic situation of our times could be characterized as the 

dynamic tensions between, on one hand, the universal and 

overwhelming influence of modem science and technology; and on 

the other hand, the awaking historical consciousness leading 

toward the respect for the uniqueness of each historical tradition 없ld 

the concem for the meaning ofhuman existence. Under this global 

situation, the observations of the development in product design in 

modem times t려1 us many t비ngs. One of them has been, since the 

inception of industrialization till the 1920’s, the common reflections 

on how design should be detìned. Concems ofthe role about design 

came from how countries , geographic regions , groups and 

individuals choose tì-om 때d react to the value conflicts between 

traditional value system and modem technological impact. Aiming 

at such phenomena, 1 have brought up my personal views in a paper 

entitled "Problems and Creativities of Contemporary Product 

Oesign." 1 provided in this discourse with ideas about the creativity, 
procedure and strategy of contrast. However, if we were to find new 

directions and methods for product design based on Chinese 

philosophy and culture, we would need to put in more efforts to go 

further. For the time being, in conc1usion, the above mentioned 

argurnents on the cultural design issues could be surnn1arized in the 

following steps and propositions 

First, to review (Traditional tangibles and intangibles) 

1-1. To collect and analyze the expressive elements, structural 

relationships and conceptual origins oftraditional artifacts. 

1-2. To compare the practical and social functions of similar 

artifacts tì-om different dynasties. How and why are they different? 

What are the reasons behind? Can we adopt the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artifacts to our lives? 

1-3. 00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빼gible 0비ects and intangible 

conceptions deserve to be handed down and to be innovated? 

Second, to relate (From inter-context to re-evaluating &re

identifying values) 

2- 1. To contrast between traditional artifacts and the sociallife of 

theirtime. 

2-2. To contrast between modem and traditional Iives-differences 

and similarities. 

2-3. To contrast between the modem lives of other cultures and that 

of self-culture. 

2-4. To combine the contrastive relationships mentioned above to 

device an appropriate strategy. 

까1ird， to create (From contrastive interpretation to c비따a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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