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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discordant notions of the designers’ roles in a world far more full of common 
people with common needs and common desires than those instances of uniqueness, 
or through the cultural elevation of material fetishisms and designers willingness to 
practice, and so validate other practices that exist solely in this realm.

Kopyto� uses the analogy of the slave to raise the possibility of the commoditization 
of an individual under special circumstances (1986). Inspired by Kopyto� my desire 
has been to go the other way, where commodities are humanized and socialized, to 
apprehend objects at the speci�c moment when they acquire a social identity and can 
be seen as completely socialized objects. In this space I con�ate the notion of the biog-
raphy from Kopyto�, with the use-value from Marx (1906), and the notion of waste, 
speci�cally in its meaning as an excess, within Foucault’s context of the heterotopia 
(1986) to propose that the object, any object, is a social construct. �e initial propo-
sition is therefore that an object at any time is in either its commodity, use or waste 
phases, and the speci�c temporal phase is revealed by its ‘siting’ within the house and 
the signi�cance the householders ascribe to it. I then go on to explain three instances 
of objects to establish the point that object sites pre-exist the arrival of the object into 
the household, and that objects ought to be comprehended by looking at them as em-
bedded in speci�c socially constructed contexts (Varadarajan, 2005). �e explication of 
these objects and their phases is written in the form of a sequence – a set of acts, that 
attempts to illustrate both the temporal schemata of objects, and the method of ques-
tioning used in the study.

One day many years ago, sold by a street vendor in New Delhi as just another stainless 
steel utensil, a Michael Graves kettle by Alessi came into my possession. I still look at 
this object and wonder at how it came to be on a cart on the street and who its previ-
ous owners may have been. �is aspect, the biography, makes speci�c instances in the 
life of an object signi�cant in a way not imagined by the person who designed the arte-
fact. A focus upon biography allows us to apprehend, and so speak of common objects 
to be found in the homes of poorer people in Asia, as elsewhere, as cultural and social 
entities. In this context the commonalities and cultural uniqueness of objects in Asian 
households is examined through their social biographies and temporal commodity site 
phases, to propose, perhaps re-propose a theoretical agenda for orienting design prac-
tice that is attuned to the many moments in which everyday objects are socialized.

Normal discourses in design often label such objects as kitsch; objects of common peo-
ple, of common utility and decorative value. �is labelling reveals of design discourse 
that it is primarily, and normatively, focussed upon two very speci�c kinds of instances 
in the biography of objects – the instant when an object is sold by the manufacturer, 
and the unique instance when it is used. As the example of the kettle shows, objects 
may be bought and sold many times over, and would be owned, used and displayed, 
as I tend to do with this object, by many di�erent people through its life cycle. In fact 
labelling some objects as kitsch may re�ect poorly upon the egalitarian credentials of 
design and provide some causality to the growing sense of the discipline as elitist; be it 

몇 년 전 어느 날, 다른 스테인리스 가정용품과 마찬가지로 뉴델리 노점상에서 판매 되고 있
던 Michael Graves의 Alessi kettle이 나의 소유가 되었다. 나는 여전히 이 물건을 보면서 이것

이 어떻게 거리의 짐 마차가 되었는지, 이전의 소유자가 누구였을지 궁금하다. 이런 측면, 즉 
한 물건의 일대기는 그것을 디자인한 사람은 상상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그 물건의 수명 동안 
특정한 사건들이 일어난다. 일대기에 대한 관심은 우리로 하여금 아시아의 빈곤한 사람의 가
정에서 혹은 다른 지역에서 찾을 수 있는 문화적, 사회적 전체로써 보편적인 물건을 이해하고 
그에 대해 이야기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시아 가정에 있는 물건의 보편성과 문화적 독특성

은 그들의 사회적 일대기와 일시적인 상품 현장 단계를 통해 검토된다. 그 이유는 일상적인 물
건들이 사회화되는 많은 순간들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 작업의 방향을 설정해주는 이론적

인 의제를 제안 혹은 다시 제안하기 위해서이다.

디자인의 정상적인 담화는 종종 그러한 물건에 키치(kitsch, 보편적인 사람들의 물건, 보편적

인 사용과 장식적 가치를 가진 물건)란 이름을 붙인다. 이러한 이름 붙이기는 주로 그리고 표
준적으로, 물품의 일대기의 두 가지 특징적인 종류 – 물체가 제조업자에 의해 판매되는 경우

와 물품이 사용된 독특한 경우 – 에 초점을 맞추는 디자인의 담화를 나타낸다. Alessi Kettle
의 예에서 보여지듯이, 물건들은 아마 여러 번 판매되고 구매되고 소유되었을 것이고, 내가 
하는 그런 것처럼 많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고 전시되었을 것이다. 사실상 몇몇 물품들

에 키치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디자인의 평등주의적 성격을 서툴게 반영하는 것이며, 엘리

트로서 원칙에 대한 강한 감각과 인과적 관계가 있을 수 있다; 키치로 명명하는 것은 독특한 

마이클 그레이브스의 Alessi Kettle 삽화

—

Illustration of Alessi Kettle by Michael 

Graves (Illustrated by Sophie Gaur)

94 95



소미트리 바라다라잔 

Soumitri 

VARADARAJAN 

The Theory of 

the Social Object

사회적 물건에 관한 이론 상품(Commodity)의 현장

가정에는 커뮤니티의 맥락에서 형성되는 집주인에게 의미 있는 몇몇 장소들이 있다. 이러한 
장소는 가족이 외부인이나 방문객과 상호작용하는 곳이다. 이 곳은 가정의 특권이나 명예를 
세우고 협상하는 활동장소이다. 이것은 가정 내의 대중적-외부 장소이다. 이곳은 장식품, 속
임과 과장의 장소이다. 물체의 위치는 최대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의도된 복잡하며 신중하

게 배치된 것이다. 각각의 위치는 물체의 중요한 장소이며 전시와 평가를 위한, 가족들이 주로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한 현장이다. 물체의 배치는 가정 내의 상품 현장들을 형성한다.

텔레비전

가정 내의 텔레비전의 중요한 속성은 그것이 상품으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이에는 여러 이유

가 있다. 첫째로, 텔레비전은 그것을 배치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가구들이 필
요한 제품이다. 둘째로, 텔레비전은 가족이 소유한 가장 값비싼 전자제품일 것이다. 이 제품

Site of Commodity

�ere are certain locations, places, in the household whose meaning for the household-
ers is constructed in the context of the community at large. �ese are places where the 
family interacts with outsiders, the visitors. �ese places are arenas, for the establish-
ment and negotiation of the prestige and honour of the household. �ese are the pub-
lic-outside places within the household. �ese are places for arti�ce, subterfuge, and 
exaggeration. In these places the location of objects is a deliberate and careful place-
ment, intended to achieve the maximum bene�t. Each such location is a signi�cant sit-
ing of an object, as sites of display and evaluation, primarily for the family to show o� 
their wealth. �is placement of objects forms the commodity sites in the household. 

�e Television

�e signi�cant feature of the television set (TV) in the household is that it is viewed as 
a commodity. �ere  are many reasons for this. One, it is a product in the household 
which requires a piece of furniture purchased exclusively to house it. Two, the TV 
maybe the most expensive electronic product that is owned by the family. If purchased 
new it is usually purchased on a loan paid for in instalments. �ree, like the scooter 

욕구를 지닌 사람들보다는 보편적인 욕구와 욕망을 지닌 보편적인 사람들로 가득 찬 세계에

서 디자이너의 역할에 대한 일치하지 않은 생각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물질적인 숭배

에 대한 문화적인 고양과 이 영역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다른 관습을 타당화하려는 디자이

너의 의지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Kopyto�는 특별한 상황에서 개인의 일용품화의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노예의 비유를 
사용한다 (1986). Kopyto�에 의해서 영감을 얻은 나의 욕구는 일용품이 인간화되고 사회

화되는 반대 방향으로 향하게 되었고, 사회적 정체성을 획득하여 완전히 사회화된 것으로 
보여지는 특정한 순간의 물체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시점에서 나는 모든 문제는 사
회적 구성개념이라는 것을 제안하기 위해서 Foucault의 헤테로토피아 (heterotopia) 의 맥
락에서 Kopytoff의 일대기의 개념을 Marx (1906)의 사용가치, 특히 초과를 의미하는 낭
비에 대한 개념과 결합하여 고려해본다. 최초의 명제는 어느 시대의 물건이든 그것의 상품 
(commodity), 사용 (use) 혹은 소모 (waste) 단계에 있고 특정한 일시적 단계는 집안 내 그것

의 배치 장소나 집주인이 그것에 부여하는 중요성에 의해 드러난다. 물건의 장소가 그 집에 물
건이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한다는 것과, 물건을 특정한 사회적으로 구성된 맥락에 통합

된 것으로 바라봄으로써 이해해야 한다는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세 가지 물건의 예를 들어 설
명하겠다 (Varadarajan, 2005). 물건과 각각의 단계에 대한 설명은 시퀀스 – 물체의 일시적인 
도식과 연구에서 사용되는 질문의 방법 모두를 나타내려고 시도하는 일련의 행동의 형태로 
쓰여진다. 

다른 물체들이 위에 놓여있는 텔레비전

The television with the top populated by objects

96 97



소미트리 바라다라잔 

Soumitri 

VARADARAJAN 

The Theory of 

the Social Object

사회적 물건에 관한 이론

ous and the relationship of the family to the product has not been stabilized. 

�e description till this point establishes three things. One, the TV has a speci�c lo-
cation in the household and this is the same in all the households. Two, this location 
makes the TV prominent and puts it on display. Three, the TV is seen as a foreign 
object, whether in requiring a special cabinet or to be covered up to blend with the 
surroundings. �ese aspects of the way the TV is used in the household attested to the 
fact that this is a product whose worth is being protected and its signi�cant feature is 
its economic value, both the price at which it was purchased and how much it would 
fetch when eventually sold. �e location that belonged to the TV in the layout of the 
household is a signi�cant site and this is the site of the commodity.

In principle the household could consider any object a commodity; however some 
objects are particularly well suited to be considered commodities and there are many 
ways for the household to arrive at this meaning. �ese objects have certain attributes 
that permit this meaning construction. One, the object is in con�ict with traditional 
and deep-seated practices of the household. Two, the object can be appropriated as an 
agent to serve a symbolic function, as in the show of wealth using an ornate sofa up-
holstered in velvet. �ree, the object is a technological artefact, a gadget, advanced and 
expensive, and an anachronism in the household. �e mere possession of which could 
signify status as in the case of the TV, refrigerator, washing machine and the mixer 

들을 새로 구입하게 되면 보통 할부로 구입한다. 셋째로, 가족이 소유하는 스쿠터나 다른 자
동차와 유사하게 텔레비전은 구입하자마자 곧 시대에 뒤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텔레비전은 자
신의 사용 주기의 대부분에 주요한 장소에 위치된다. 주요한 장소에 위치하는 상품들은 자신

들의 전시 가치를 가능한 한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 보존되고 보호되어야만 한다. 넷째로, 텔레

비전은 종종 장식되는 것으로 취급되고 방의 레이아웃에 맞추어 배치되며 가정의 취향과 경
제적 무용을 증명해준다. 다섯째로, 텔레비전은 가정 내에서 그 외관상 시대에 뒤떨어지는 물
건이다. 가족이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는 1) 텔레비전을 천으로 덮거나 꽃병이나 가족 사진

을 그 위에 배열함으로써 주변과 조화를 이루게 하기, 2) 서랍장에 놓고 감추기, 3) 그것을 탁
자 위에 놓고 더 중요하고 현저해 보이게 하기 등이 있다

텔레비전은 외부 세계에 대한 창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취급된다. 가족과 외부세계와의 관계

는 텔레비전을 누가 볼 수 있고 언제 볼 수 있을 지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연장자에 의해

서 중재된다. 소유물로써 텔레비전은 사회적인 필수품이며 바람직하지만, 문화적으로 다양

한 프로그래밍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장치로써의 텔레비전은 도덕적 관행에 대한 위협이며 
따라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만하다. 인터넷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텔레비전은 도덕과 관계가 
없거나 혹은 도덕성에 있어서 이질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또한 강력한 마약이며 연장

자의 권위를 붕괴하는 원인으로 여겨진다. 그것은 충족될 수 없고 따라서 가정 내에서 깊은 
불만족을 일으킬 수 있는 욕망을 초래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텔레비전은 도덕적으로 모호하

며 가족과 이 상품간의 관계는 안정화되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요점은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로, 텔레비전은 가정 내에서 특정한 위치를 
가지고 있고, 이는 모든 가족에서 동일하다. 둘째, 이러한 위치는 텔레비전을 두드러지게 하고 
그것을 장식처럼 놓는다. 셋째, 텔레비전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그것을 감추든 아
니면 특별한 서랍장을 필요로 하든 간에 이질적인 물체로 여겨진다. 텔레비전이 집안에서 사
용되는 이러한 방식들은 텔레비전의 가치가 보호되며, 구매 가격이든 결국 팔릴 때의 가격이

든지 간에 텔레비전의 중요한 특징이 경제적 가치라는 사실에 의해서도 알 수 있다. 집안의 배
치에서 텔레비전이 속하는 위치는 중요한 현장이며, 이것은 상품의 현장이다. 

원칙적으로 가정은 어떤 물건도 상품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몇몇 물건은 특히 상품으로 잘 
간주되며 가정이 이런 의미에 도달하는 것에는 여러 방식이 있다. 이런 물건들은 의미의 구성

을 허용하는 특정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물건은 가정의 전통적인 그리고 깊게 자리 
잡은 관습과 충돌된다. 둘째, 어떤 물건은 벨벳으로 감싸진 잘 꾸며진 소파를 이용하여 부를 
과시하는 것처럼 상직정인 기능을 수행하는 대행물로 간주된다. 셋째, 물품은 기술적인 공예

품, 도구, 진보적이고 값비싼 물건이면서 또 가정 내에서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다.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믹서기와 같은 경우에서처럼 단지 그 물건을 소유하는 것은 지위를 상징할 수 
있다. 넷째, 이 물건들은 대접할 때 화려하고 부유한 선물이다. 색상, 형태, 가격, 그리고 전체

적인 디자인은 재해석의 가능성에 개방적이며 어떤 물건의 상품성을 유일하게 결정하거나 정
의할 수 없다. 상품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물건의 의미가 어떻게 생성되는지가 상품의 지위에 
대한 물건의 적격성을 결정했다. 풍요와 초과는 직접적으로 부를 의미하는 반면, 텔레비전은 
이것의 속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으로 분류된다. 

or other vehicle owned by the family, it becomes obsolete soon after it is purchased. 
The TV is therefore marked for replacement during the major part of its life in the 
household. Goods that are marked for replacement have to be preserved and protected 
to keep their replacement value as high as possible. Four, it is frequently treated as be-
ing on display, as seen by the placement and prominence accorded to it in the room 
layout, and is to attest to the economic prowess or taste of the household. Five, it is an 
anachronism in the household in its very appearance. �e household’s way to handle 
this is; one, to harmonize it with the surroundings by placing a cloth covering over it, 
and atop that a vase with arti�cial �owers and framed pictures of family; two, to put it 
into a cabinet and hide it; three, to place it atop a table and make it more signi�cant 
and prominent. 

�e TV is treated as an outside product, a product that o�eres a window to an exter-
nal world. �is relationship of the family with the outside world is negotiated by the 
elders who exercise control over who can watch it and when. While as a possession the 
TV is a social requirement and desirable, as a device providing access to programming 
that is culturally diverse, the TV is also a threat to cultural mores and therefore socially 
problematic. As is the case with the internet, the TV is seen to be amoral or foreign in 
its morality. It is also seen to be a powerful drug and a cause of the erosion of the au-
thority of the elders. It is also seen to give rise to desires that could not be satis�ed and 
hence could cause deep dissatisfactions in the family. �e product is morally ambi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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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Toothbrush Holder

An important activity of the household every morning is the brushing of teeth. �e 
procedure for the brushing of teeth begins with the application of toothpaste onto 
the brush in the bathroom where both the paste and brush are kept. With the brush 
in hand or in the mouth the person brushing wanders out of the bathroom and walks 
around making one or two trips back to the bathroom to clear their mouth. �is wan-
dering away of people as they brushed allows the whole family to brush their teeth in 
virtually the same span of time. �e person brushing his teeth reads the newspaper or 
waters the plants and after a lapse of some time makes his way back to the bathroom 
to clean up. �is last activity involves the cleaning of the tongue with the toothbrush 
followed by a scraping of the tongue with the tongue cleaner. �e brush, the tongue 
cleaner and mouth are then rinsed with water poured out of a mug and put away in 
the toothbrush holder. 

�e toothbrush holder is located usually below, or on the side of the mirror, behind the 
soap dish on the shelf, and other such place where it did not interfere with other tasks 
or where there was no danger of its being knocked over. �is object is placed on the 
inside of the houses representing an inner room not freely open to the outsiders and 
not on display. It is a container, and forms a background to the activity of teeth brush-
ing. In fact it is a product of such low importance that the inordinate attention paid 

사용(Use)의 현장

사용되는 위치에 따른 물건들의 구별되는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물건은 장식품이 
아니다, 그리고 이 물건의 중요한 특성은 경제적인 가치가 아니다. 둘째, 물건은 지속적으로 
혹은 일시적으로 사용의 현장에 접근가능하며 저장해놓은 상태가 아니다. 셋째, 물건은 물건

과 관련된 활동을 지속시키며 가정 기능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아시아 가정의 많은 활동들이 
전통적인 관습일 수 있는 것처럼 이 물건은 역시 전통적인 물건이거나 혹은 과거에 행해졌던 
방식대로 활동을 계속한다. 수행적인 차원에서 물체는 집주인의 신체적 제스처의 자연스러운 
연장으로 기능한다.

칫솔꽂이

매일 아침 가정에서의 중요한 활동은 이를 닦는 것이다. 이를 닦는 절차는 치약과 칫솔이 보관

되는 욕실에서 칫솔에 치약을 짜는 것부터 시작된다. 이를 닦는 사람들은 칫솔을 손에 든 채, 
혹은 입 속에 넣은 채 욕실을 배회하고 한 두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입을 헹구기 위해 욕실로 
돌아온다. 이를 닦을 때 돌아다니는 행위는 전체 가족이 거의 같은 시간 대에 이를 닦을 수 있
도록 해준다. 이를 닦는 사람들은 신문을 보고, 식물에 물을 주고, 마무리를 하기 위해 화장실

로 돌아온다. 마지막 활동은 칫솔로 혀를 닦고, 혀 세척기로 혓바닥을 닦아내는 행동이다. 칫

grinder. Four the object is a gift, ornate and opulent in treatment. �e colour, form, 
price and the overall design are open to reinterpretation and are not uniquely capable 
of de�ning and determining the commodity-ness of any object. How they made and 
produced the meaning of the object determined the eligibility of an object to the status 
of a commodity. While redundancy and excess ought to directly signify wealth, the TV 
is a commodity despite the absence of these attributes. 

Site of Use

�e distinguishing features of the objects located in the sites of use are; one, these ob-
jects are not on display, and the primary signi�cance of the object is not its economic 
valuation. Two, the object is accessible at this site for use either continuously or inter-
mittently, and it is not put away in storage. �ree, the object supports the activity it is 
associated with and in this it is an integral component of the functioning of the house-
hold. As many of the activities in Asian households can be traditional practices, the 
object is also either a traditional one or a variation of a traditional object, or permits 
the continuance of the activity in the way it had been performed in the past. In this 
performative dimension, the object serves as a natural extension of the bodily gestures 
of the householders.

혀 세척기와 함께 있는 (그렇지만 치약은 없는) 칫솔꽂이

The toothbrush holder with tongue cleaner (and no toothp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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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교외의 집에서 내부 공간은 주로 저장의 장소로 사용되었다 (Randhawa, 1999, 
Tillotson, 1998). 이러한 의미는 도시의 가정 내부에서도 계속된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의 저
장과 보존은 가정 내의 폐쇄된 공간의 필수조건 중의 하나이다. 상자모양 침대와 같은 많은 
물건들은 다른 장식품을 보관할 수 있는 잠재적인 장소와 위치를 제공한다. 따라서 이들 중 
몇몇 물건은 사실상 저장 장치이며, 다른 몇몇은 어떤 것을 넣을 수 있는 설비를 담고 있다. 이
러한 장소들은 현장이며, 이 장소에 위치된 물건은 대기 중이다. 그들은 장식의 상태에 있지 
않고, 상품의 의미를 띄고 있지도 않다. 이 물건들은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정의 
어떤 활동의 구성요소도 아니다. 그러나 이 물건들은 가족의 삶의 방식에 중요한 부분이다. 
이 물건들은 선반 위의 장식품과 같이 때로는 부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 물건들은 
그들이 소비의 마지막 지점으로 기능하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닌다; 물건은 구입되고 사용의 필
요성이 발견 될 때까지는 따로 놓여 지게 된다. 이러한 장소들은 물건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것의 기능이 박탈된 창고, 보관소이다. 이러한 장소는 가정의 헤테로토피아: 소모의 현장이다 
(Foucault, 1986).

솔, 혀 세척기, 그리고 입 속은 물로 헹구어지고, 칫솔과 혀 세척기는 다시 칫솔꽂이에 놓인다. 

칫솔꽂이는 종종 거울의 아래 혹은 옆, 선반의 비누 옆 혹은 다른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 장소

나 엎어질 위험이 없는 장소에 놓인다. 이 물품은 외부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개방되지 않는, 
장식용이 아닌 가정의 내부 공간을 표상하는 곳에 놓여진다. 그것은 용기(用器)이며, 이를 닦
는 활동에 대한 배경을 형성한다. 사실 칫솔꽂이는 과도한 관심이 주어지는 것이 오히려 이상

한, 중요성이 낮은 상품이다. 이것에 대한 해답은 화장실 용기를 만드는 산업 그리고 가정 내
에서 이 물건의 위치 모두의 속성에 놓여 있다. 이러한 욕구가 제 때에 특정한 물체의 형태로 
실현되었다는 사실은 이 산업이 욕실에서 솔을 담는 역할을 했던 물체의 특정한 위치를 직접

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의 증거가 된다. 

물건 그 자체와 사용 단계에서 물건의 일시적인 위치의 의미는 다른 두 가지 의미의 부재에서 
파생된다. 이 물건은 상품의 단계에 있지 않다. 경제적인 가치가 존재하고 소유주의 일상 생활

의 한 부분을 형성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그 물품의 중요한 속성이 아니다. 가정에서 
이 물건이 존재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기간은 가족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이 물건은 그것이 
실용적인 혹은 기능적으로 적절한 한 가족들과 머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물건은 그들의 
사용 단계에 놓여 있다.

to the design of the object is curious. �e answer to this lay in the nature of both, the 
plastic industry making the products for the bathroom and toiletry, and the speci�c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siting of this object in these speci�c households. �e fact 
that this need was realized in time in the form of a unique object attests to the fact that 
the industry was intimately aware of the speci�c siting of an object that did the job of 
containing the brushes in the bathroom.

�e meaning of the object itself and its temporal location in the use phase is derived 
from the absence of the other two meanings. �at is the object is not distinctly in its 
commodity phase. Its economic valuation exists and might form part of the dialogue of 
the householder, but this is not a signi�cant attribute of the object. �e expected dura-
tion of stay of these objects in the household is similarly not deliberated upon by the 
family. �ese objects are meant to stay with the family for as long as it was practical or 
functionally appropriate. �ese objects are therefore marked to be in their use phase. 

Site of Waste

�e inner room in the traditional courtyard house was used primarily as a store (Rand-
hawa, 1999, Tillotson, 1998). This meaning continues for the inner rooms of the 
households in the city. �e storage and preservation of objects not in use is one of the 

requirements of enclosed spaces in the household. Many objects, such as the box-bed, 
themselves o�er potential places and locations for the keeping of other artefacts. �ere-
fore some of these objects are in fact storage devices, while others contained the provi-
sion for putting things in them. All these places are sites and objects located in these 
sites are in waiting. �ey are not seen hence are not on display, and their meaning is 
not that of a commodity. �ey are not in use, and therefore do not form a component 
of any activity in the household. However, they are integral to the construction of the 
way of life of the family. In this they are sometimes counted as wealth, as in the jewel-
lery in the cupboard. �ese places have another meaning, which is that they serve as 
the end point of consumption; objects are purchased and then put away till a use can 
be found for them. �ese places are repositories, archives; where the object exists but it’
s functioning is curtailed. �ese places are the heterotopias in the household; the sites 
of waste (Foucault, 1986).

Vase with Artificial Flowers 

�e houses, in the poorer neighbourhoods, did not have a tradition of cut �owers or of 
keeping plants inside the houses. In the courtyard house the usual plants were ritualis-
tic (tulasi or sacred basil), or fruit bearing. �ere was no tradition of cultivating �owers 
or having a domestic �ower garden. �e only interaction with �owers these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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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se serves as a marker of the preciousness, and furniture like tables, requires, as part 
of the right-way, an arrangement of �owers to be made beautiful. Four the arti�cial 
�owers in being a replica and reproduction are admired for the ability of technology 
to copy nature so well, down to the variations between di�erent �owers and the frozen 
dew drops on the petals and leaves and admired also for enhancing the brightness of 
the colours and for being non-perishable.

�is object in the house often has a signi�cant event or relationship associated with its 
entry into the household. It may have been purchased by the householder, to serve as a 
gift or a decoration item, though equally often it would be received by the household 
as a gift. Either way the object resists being discarded as it is embedded in a network 
of relationships, and is the representative mark of a gesture made within these relation-
ships (Csikszentmihalyi and Rochberg-Halton, 1990). �e economic value, the price, 
of the object is low and because of this there are no notions of wealth attached to it. 
�e fact that the object is part of a collection, that it is not for use, and that it �lled 
cavities, the empty spaces, marks it as an object in its waste phase. �e object began its 
life cycle in the commodity phase both at purchase and as a gift, and then moves di-
rectly to the waste phase and is marked to be in this phase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e placement of the vase is signi�cant too. Functionally it needs a horizontal surface, 

조화가 담긴 꽃병

빈곤한 지역의 이 집들은 자른 꽃이나 식물을 집 안에 놓는 전통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시골 
집에서 보통 식물은 의식적(툴라시, 성스러운 허브)이거나 열매를 맺는 것들이다. 꽃을 재배

하거나 혹은 집 안에 꽃 정원을 가꾸는 전통은 없다. 일상적인 삶에서 가족이 꽃과 하는 유일

한 상호작용은 기도의 맥락의 금잔화, 결혼의 맥락에서의 장미 그리고 장식의 의미로 머리에 
꽂는 몇몇 꽃들이다. 꽃을 자르는 행위 그리고 이 꽃을 꽃병에 넣고 장식하는 행위는 존재하

지 않았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서양식의 꽃을 유지하는 방식을 받아들인 것은 집에 꽃을 두
고 싶은 욕구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플라스틱과 나무로 된 꽃병에 조화를 꽂은 것은 이 
가정에서 새로운 현상이며 그들의 기능은 장식적인 물품의 전시로 볼 수 있다.

조화가 담긴 꽃병은 가정에서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이것은 가정에 생기를 불어

넣으며, 온전히 장식적인 물건으로 보여진다. 꽃병은 빈 공간을 채우고 텔레비전 위와 같은 특
정적으로 전략적인 장소에 생기를 더하기 위해 사용된 장식적인 물품 사용의 구성요소가 되
었다. 따라서 이것은 한 가지 옵션일 뿐이며 유사한 시각적 형태를 가진 램프나 트로피와 같
은 다른 물건에 의해 자유롭게 대치될 수 있다. 둘째, 꽃은 자연의 표상으로 기능하며 살아있

는 물체의 현장이 된다. 인공적인 꽃은 자연의 여러 가지 표상을 담고 있는 물품 시스템의 일
부분이다. 액자를 해서 놓는 인기 있는 사진 주제에는 바다 위로 해가 지는 사진과 같은 자연

의 풍경이 있다. 생명체와 동물 주제에서는, 장난을 치거나 카메라를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조화가 담긴 꽃병

The vases with artificial flowers

had in their daily life was with marigold in the context of the puja (prayer), the rose 
in the context of the wedding, and a few other �owers meant for adornments in the 
hair. �e practice of the cutting of �owers, putting these �owers into vases and display-
ing them did not exist. �erefore the adoption of a western-foreign practice of keep-
ing �owers in vases in the house is not from a desire to have �owers in the house. �e 
availability of arti�cial �owers in plastic and wooden vases was a new phenomenon for 
the households and their function could be seen as being that of the display of a deco-
rative object. 

�e vase of arti�cial �owers holds multiple meanings for the household; one, it brings 
colour into the household and is seen as a purely decorative object. In this it became a 
component of the household’s use of decorative objects to �ll empty spaces and to add 
colour to speci�c strategic locations as in the space above the television. It is thus one 
option and is freely replaceable by other objects with a similar visual form like the lamp 
with the �bre-optic cables, or the trophy. Two, the �owers serve as a representation of 
nature and became a site for a living object. Arti�cial �owers formed one part of a sys-
tem of objects that contained many representations of nature. Popular subjects for pic-
tures to be framed are scenes of nature like the painting of the sun setting over the sea. 
On the subject of life and animals; all manner of baby animals like kittens and puppies 
frolicking or looking quizzically into the camera are popular. �ree, certain spaces, like 
those atop fridges and industrial products like the battery back-up inverter, wher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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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물건에 관한 이론바라보는 고양이 새끼나 강아지와 같은 새끼 동물들이 인기가 있다. 셋째로, 꽃병이 귀중함의 
지표로써 작용할 수 있는 냉장고나 배터리 충전 변화기와 같은 산업제품 위나 식탁과 같은 가
구 위 등의 특정한 장소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올바른 방식의 일부로써 꽃의 배열이 필요하

다. 넷째로, 모사 그리고 복제된 인공적 꽃은 여러 꽃들의 다양성과 꽃잎과 잎의 맺힌 이슬 방
울까지, 자연을 너무나 잘 복제할 수 있는 기술 능력에 의해서 숭배되며 색상의 밝기를 강화

한 것과 소멸되지 않음에 의해 또한 경탄된다. 

집안의 물건은 가정의 입구와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건 혹은 관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
것은 아마 선물이나, 장식 용품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집주인에 의해 구매되었을지 모른다. 혹
은 보통의 경우처럼 종종 집주인이 선물로 받은 것일 수도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물건은 관계

의 네트워크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폐기되지 않으며, 그러한 관계 내에서 만들어진 제스처의 
표상적인 지표이다 (Csikszentmihalyi and Rochberg-Halton, 1990). 물건의 경제적 가치, 즉 
가격은 낮은 편이며, 이 때문에 그 물건에는 어떤 부의 상징도 부착되지 않는다. 물건이 수집

품의 일부라는 것,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는 것, 비어있는 공간을 채운다는 사실은 그 물건을 
소모 단계의 물건으로 분류할 수 있게 한다. 물건은 그것의 수명 주기를 구매시점에서는 선물

로서 상품 단계로 시작했고, 바로 소모 단계로 옮겨 왔으며 상당한 시간 동안은 이 단계에 머
무를 것이다. 

and visually it needs to be at a level that is visible to the eye. �e TV or cabinet top is 
the most widely used location for the vase. Another is the headboard of the bed. Vases 
are often seen atop the refrigerator and the power inverter. �e frequent incidence of 
vases and electronic products or gadgets forming a joint artefact is akin to a symbiotic 
relationship, a collocation. �e gadget or device is the extreme form of the technologi-
cal artefact to enter the house. It is simultaneously among the more expensive and 
valuable of products. The location of the vase atop these products simultaneously; 
draws attention to the artefact, humanizes the uncompromising technological aesthetic 
with a touch of nature, and serves as a signal to treat the object with care for a jostling 
of the object would have made these light vases topple over. �e placement of the vase 
of arti�cial �owers captures spaces and converts them into sites of waste. �ese sites 
can be likened to a heterotopia, where an essential attribute of the object — life or the 
degradation of the �ower over time — is absent or curtailed (Foucault, 1986).

Conclusion

�e ampli�cation of the structure of the household as a system of spaces and places 
raises important issues for design theory. We begin to see normal design discourse as 
being dominated by a view that is producer orientated. I bought the object, a tooth 
brush holder, in the picture in a shop. Objects like this continue to be produced and 

The amplification of the structure of 

the household as a system of spaces 

and places raises important issues for 

design theory.

비누를 위한 공간이 마련된 꽃병

—

The toothbrush holder in ABS plastic with 

the space(hands) for the soap, note keyhole 

slots on back for hanging on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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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물건에 관한 이론이 꽃병의 배치 역시 중요하다. 기능적으로 그것은 수평적인 표면을 필요로 하고, 시각적으로

는 눈에 비춰질 수 있는 수준에 있어야 한다. 텔레비전이나 서랍장 위는 꽃병이 가장 많이 사
용되는 위치 중 하나이다. 또 다른 장소는 침대 위의 선반이다. 꽃병은 종종 냉장고 위나 동력 
변환기 위에서도 보여진다. 꽃병과 전자제품 혹은 연합된 인공물을 형성하는 도구들의 빈번

한 발생은 공생관계, 즉 연어(連語: 두 개 이상의 단어가 결합되어 사용되는 것)와 유사하다. 
도구나 장치는 집안에 있는 극단적인 형태의 기술적인 인공물이다. 동시에 가장 비싸고 가치 
있는 물건에 속한다. 이러한 물건 위에 꽃병이 위치하는 것은 동시에 이 인공물에 주의를 끌
게 하고 강경한 기술적 미를 자연적인 감촉으로 인간화 하며, 물품을 난폭하게 다룰 경우 이 
가벼운 꽃병을 쓰러뜨릴 수 있기 때문에 물건을 조심스럽게 다루라는 신호로써 기능한다. 조
화를 꽂은 꽃병의 배치는 공간을 사로잡고, 공간을 소모의 현장으로 전환한다. 이러한 현장

은 물건의 본질적인 속성 — 시간에 지남에 따른 꽃의 시듦, 생명 — 이 존재하지 않는 헤테로

피아와 연결된다. 

결론

공간과 장소의 체계로써 가정의 구조적 확장은 디자인 이론에서 중요한 이슈를 제기한다. 우
리는 보통의 디자인 이야기를 생산자 지향적인 견해에 점유되는 것으로 보기 시작한다. 나는 
어느 가게에서 그림에 나와 있는 물건, 칫솔꽂이를 샀다. 이러한 물건들은 계속해서 생산되고 

purchased. It would be incorrect to dismiss such an object as kitsch and mark it as 
an aberration and a sign of the uneducated and poor tastes of people. �is object is 
symbolic, in a powerful way, of the existence of a continuously evolving design force 
in society that demands objects that can be considered valuable by people. �e object 
addresses certain needs that households have, both to support their practices and to 
construct meaning in their own way as an appreciation of their object culture through 
the objects they possess. �is, and every object, has the potential to de�ne and describe 
the material culture of a society which itself is the central issue in the project of design.

The right-way to apprehend objects is to see them as participants embedded in the 
structure of hierarchies, classi�cations and categorizations that characterize particular 
societies. Object-people relationships go beyond the physical and are locally and cul-
turally constructed. Object sites pre-exist the arrival of the object into the household 
and form the structure of the system of spaces and places that define the function-
ing household. Designers however act and visualize in a world they see as predictable 
though objects are seldom used in the way they were intended to be. If objects are 
misused then design tends to see this as re�ecting the inability of the users to construct 
the correct context for the object. However I make the case that this is a lack in design 
thinking. It is probably a good idea for design to focus more on the social through the 
de-scripting of objects and technologies, in line with the way some studies have ques-
tioned and analysed them (Akrich, 1992). �e term re-scripting interestingly captures 

This, and every object, 

has the potential to 

define and describe the 

material culture of a 

society which itself is 

the central issue in the 

project of design.

책상 정리 케이스 시계

The desk organizer-c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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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물건에 관한 이론구매된다. 이러한 물건을 키치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단지 정도에서 벗어난 것, 식견이 없는 
사람의 신호로 그리고 사람들의 조잡한 취향으로 보는 것은 잘못되었을 수 있다. 이 물건은 
강력한 방식으로 사람들에 의해서 가치 있다고 간주될 수 있는 물건을 요구하는 사회에서 계
속해서 진화하는 디자인 힘의 상징이다. 이 물건은 자신들의 관습을 유지하기 위해 혹은 소유

한 물건을 통한 물품 문화에 대한 이해로써 그들 자신의 방식대로 의미를 구성하기 위해 집주

인이 지니는 특정한 욕구를 해결한다. 모든 물건은 그 자체가 디자인 프로젝트에서 핵심적인 
이슈인 사회의 물질적인 문화를 정의하고 묘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물건을 이해하는 옳은 방법은 그것을 특정한 사회를 특징짓는 위계, 분류, 유형화의 구조에 
통합되어 있는 참가자로 보는 것이다. 물건-사람간의 관계는 물리적인 것을 넘어서며, 지역적

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구축된다. 물건의 현장은 물건이 집에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

며, 기능적인 가정을 정의하는 공간과 장소의 체계 구조를 형성한다. 물건들이 의도되었던 방
식으로 좀처럼 사용되지 않을지라도, 디자이너들은 그들이 예측 가능한 것으로 보는 사회에

서 행동하고 시각화한다. 만약 물건이 잘못 사용된다면, 디자이너는 이 같은 일이 물건의 올
바른 맥락을 구성할 수 없는 사용자의 능력을 반영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나는 이
것은 디자인적 사고가 부족한 사건이라고 본다. 몇몇 연구들이 의문을 품고 그것들을 분석했

던 방식과 일치하게, 디자인이 물품이나 기술을 재진술하는 것을 통해 사회적 의미에 좀 더 
초점을 두는 것은 좋은 의견일 것이다 (Akrich, 1992). 재-진술이라는 용어는 디자이너들에 
의해 의도되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잘못 사용되어, 새로운 방식으로 물체에 생동

the rede�nition of objects by the users, by their using and misusing the object in a way 
completely di�erent from what was intended by the designer, and thus bringing the 
object alive in a new way.

I must mention at this point that the Graves kettle in my household, having lost its 
whistling bird, lives in the cupboard and will be there from now on. �is object is thus 
in its waste phase and is not likely to revert to a commodity phase anytime soon, that 
is I do not plan to sell it on. Also this particular object is not going to enter into a use 
phase, for the boiling of water, in our house, is more conveniently done by the cord-
less electric kettle. �e kettle is similar to a gift I received from the technical sta� of 
my university as I was leaving India to take up my teaching position in Australia. �is 
object, a penholder with a clock shown in the picture below, was meant for my o�ce 
table though I prefer to treat it as a token of a�ection so the object now sits in my het-
erotopia at home.

감을 불어넣어줌으로써 만들어진 사용자에 의한 물건의 재정의를 잘 표현한다. 
나는 이 시점에서 whistling bird(물이 끊었음을 알려주는 소리를 내는 것)를 잃어버린 우리 
집의 Graves 주전자가 찻잔에 위치해 있고, 앞으로도 거기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언급해야만 
한다. 이 물건은 따라서 소모 단계에 있으며 나는 이것을 팔 계획은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상
품 단계로 바뀔 것 같지 않다. 또한 이 특정 물건은 우리 집에서 물을 끓이는 사용 단계로도 
진입하지 않을 것이다. 물을 끓이는 것은 무선 전기 주전자로 더 쉽게 될 수 있다. 이 주전자

는 내가 호주에서의 강사직을 수락하기 위해서 인도를 떠날 때 우리 대학의 기술직 직원에게 
받은 선물과 유사하다. 이 물건, 아래의 그림에서 보여지는 시계가 달린 펜 꽂이는 나의 사무

실 책상 위에 있어야 할 것이지만 나는 그것을 애정의 상징으로써 간직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물건은 지금 우리 집의 헤테로토피아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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