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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과 공감, 참여의 교차로

Fun Design
DESIGN SEOUL 2011. 2. Vol. 02

(주)한샘 최양하 회장 인터뷰
1만 시간을 통해 얻어낸 디자인 통찰력

레지블 런던 프로젝트
이해하기 쉽고 걷기 좋은 런던 만들기

청렴의 컬러 블루로 새로워진 안전근무복
업사이클링 기업들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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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에세이

옛것의
정취를
그리다

예스럽게 계곡을 흐르던 물도 얼고,
칼추위에도 절개를 잃지 않던 청솔에도 눈이 소복하다.
남산골 한옥마을.
그동안 훼손되었던 지형을 원형대로 복원해 남산의 자연식생을 되살리고

인간은 어떻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가?

계곡과 정자연못을 복원해 우리 고유의 정취를 살려낸 곳이다.
선조들의 삶을 재조명한 한옥과 남산의 자연식생인 전통 수종을 복원해
우리 조상들이 노닐던 남산의 아름다움을 한껏 되살린 이곳.
잔설도 녹고, 땅 속에서 새순이 돋기 시작하면
아름다운 남산의 봄이
고양이처럼 살짝 다가올 것이다.

저자

마거릿 A.보든

출판사

21세기북스

출간일

2010년 12월 13일

페이지 수

560쪽

창조의 순간-새로움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칙이 바뀌었다. ‘컴퓨터 참가 금지’였다.

함으로써 생기는 단순한 것도 아니란다. “창조

21세기를 가리켜 사람들은 ‘창의성의 시대’

란 익숙한 것끼리의 조합이 아니라 사고방식 자

‘Emmy’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작곡을 한

라고 말한다. 창의성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방

체의 변형이며 새로운 생각의 탄생”이라는 것

다. 바흐나 비발디, 모차르트, 스트라빈스키 같

법이 발굴되고 창의성 기르기는 법을 알리는 책

이 저자의 주장이다.

은 작곡가들 중에 원하는 음악풍대로 작곡을

자와 클래스도 개설되어 있다. 그러나 정작 그

저자는 그 과정을 컴퓨터 인공지능 프로그램

할 수 있다. ‘ARRON’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창의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는 사람은

의 창조 과정을 통해 설명한다. 인공지능 프로

펜 드로잉을 한다. 컴퓨터가 그린 그림이라는

아무도 없다. 또 아무리 컴퓨터가 이처럼 스스

그램은 주어진 과제를 탐색한 후에 여러 가지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AARON의 펜 드

로 수학공식을 만들거나 작곡을 하고 소설을 쓰

제약과 규칙을 찾아 적용해 답을 만들고 이를

로잉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한다. AARON의 작

는 등 인공지능을 통해 활약을 하지만 컴퓨터

검증한다. 인간의 창조 과정도 마찬가지라는

품들은 영국 소재 테이트갤러리를 비롯한 전 세

를 ‘창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

것이다. 위대한 창조적 업적을 이룩한 과학자

계 미술관 곳곳에 전시돼 있다. EURISKO는 ‘창

예로부터 인간의 창의성에 대해서는 두 가지

들이나 예술가들이 생각했던 방법과 발전된 컴

의성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인간 참가자들을

대립적인 의견이 존재해왔다. 영감이나 직관의

퓨터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과제를 수행하는 방

제치고 두 번이나 우승했다. 대회는 주어진 예

산물이며 천재의 특권이라는 낭만주의적 의견

식은 굉장히 비슷하다며 실례를 들기도 한다.

산으로 전함을 구축한 뒤 다른 참가자들의 전

과 기존의 것들을 낯선 방법으로 결합함으로써

컴퓨터와 창의성을 연결하는 저자의 시도는 다

함과 싸우는 시뮬레이션 전쟁 게임이었다. 첫

새로운 것이 탄생한다는 조합적 창조를 주장하

소 엉뚱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앞으로 컴퓨

참가에서 EURISKO가 설계한 전함은 너무나도

는 의견이다.

터와 창의성 사이에는 무수히 흥미로운 많은

파격적이어서 다른 참가자들이 배꼽을 쥐게 만

이 책의 저자이자 인지과학과 계산주의 심리

관계가 생겨날 것이란 사실만큼은 분명하며,

들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이 우승을 차지하자

학 분야의 권위자 마거릿 A.보든은 제3의 길을

컴퓨터를 통해 우리 스스로의 창의성을 높여

그들의 웃음은 뚝 그치고 말았다. 이듬해 대회

제시한다. 창의성은 불가지한 신비의 영역이 아

나가는 시도가 유효하리란 것도 말할 필요는

에서도 두 번째 우승을 거머쥐었다. 그래서 규

니고 동시에 익숙한 것들을 낯선 방식으로 조합

없을 것이다. D

신년사

시민이 행복한 서울,
세계가 사랑하는 서울
신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모든 삶이 디자인으로 더욱 풍요로운 한해가 되실 것을 기원합니다.
「디자인서울」도 삶의 질을 높이는 디자인의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에는 서울의 디자인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시민을 배려하는 디
자인’이라는 비전을 앞세워 다채로운 사업을 전개하였고, ‘2010 세계디자인수도, 서
울’의 성공적인 개최로 디자인서울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이를 바탕으
로 ‘유네스코 디자인창의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모두를 위한 디자인’
(Design for All)을 주제로 서울디자인한마당을 개최하여 디자인의 가치에 대한 시민
들의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특히 9월에는 문화관광디자인본부로 조직을 개편하여
서울시의 주요 소프트 파워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그 여세를 몰아 올해에는 디자인을 통해 ‘경제, 매력, 소통, 브랜딩’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디자인·패션·디지털콘텐츠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것입니다. 즐거운 디자
인(Fun Design) 개념을 적용하여 무미건조하던 서울을 위트와 유머가 넘치는 매력적
인 도시로 바꾸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유네스코 창의도시 포럼과 서미트’를 통해 디
자인으로 ‘창의시정’을 실현해가고 있는 서울의 진면목을 세계와 공유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시민이 행복한 서울, 세계가 사랑하는 서울’을 마음껏 누리시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라오며, 「디자인서울」에 대한 배전의 애정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정 경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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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 서울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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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퇴해가는 재래시장을 지역 예술 커뮤니티로 활용했던 석관 황금시장 프로젝트.
셔터문에 대형그림을 그리고 있는 미술 작가.
2008년 당시 ‘황금시장 조형물’로 꼽혔던 이상인 작가의 햇볕 가림 조형물.
석관 황금시장 프로젝트는 지역주민인 상인과 예술가들이 하나되는 자리였다.

3
2

삶의 애환과 풀뿌리 지역경제의 터전, 재래시장
시장은 그 동네 사람들이 오가는 소통의 공간이며 풀뿌리 지
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상인들의 터전이다. 그러나 1996년
대형유통업이 본격화된 이후로 재래시장은 대형마트와의
경쟁 속에 하나 둘 죽어 가고 있다. 24시간 가동시스템, 깨끗
하게 정리된 진열대, 언제든 자동차를 가져와 주차하고 장을
보는 것은 물론 그 안에서 레저와 문화생활(영화관)을 누리
고 집으로 돌아가는 라이프스타일이 보편화되면서, 이제 전
통적 의미의 시장은 재래시장이란 이름으로 축소된 채 사람
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그러나 재래시장은 그렇게 폄
1

하되기엔 너무나 아깝다. 재래시장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가치와 생활양식이 있기 때문이다.

04

서울시 안에는 많은 재래시장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성북
구 석관동에 위치한 황금시장을 주목하는 까닭은 지난 2008
년 이곳에서 서울시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황금꽃이 피었습

도시갤러리 프로젝트-석관 황금시장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시장과 예술의 만남
그곳에 가면 싸고 싱싱한 푸성귀가 있다. 그곳에 가면 막걸리와 막 튀겨낸 전이
있다. 그곳에 가면 무엇보다 푸근한 인정이 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골목마다
숨겨진 그림이 있다. 2008 도시갤러리 프로젝트의 대상이었던 석관동 황금시장.
그곳에서 찾아낸 즐거움. 글 | 정지연 기자 사진 | 김대중, 도시갤러리 프로젝트팀 제공

니다(황금시장, 황금시대)’가 열렸기 때문이다. 플래닝미도의
주관 하에 박찬국 예술감독과 참여 아티스트들은 프로젝트
기간 동안 황금시장 곳곳의 벽마다 그림꽃을 피웠고, 시장 내
에 커뮤니티 공간과 공방 등을 만들어 지역민들과 예술가들
의 즐거운 반란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도시갤러리 프로젝
트란 앙리 리페브르의 경구 ‘도시는 작품이다(Citu as oe
4

05

MAKE 서울 풍경

1 배추여장군·무무대장군 벽화.
2 ‘무빙밀머리’란 이름으로 진행된 퍼포먼스.

2

3

1

3 상가 셔터에 그려진 유쾌한 벽화.
4 무브먼트 당당팀의 흥겨운 마임이 펼쳐졌다.

uvre)’를 모토로 서울시가 주관하여 진행하는 공공미술 프로

않는다. 특히 음식점 구경은 빼놓을 수 없다. 맛있는 전을 철판에서 부쳐주는 즉석구이 김

젝트다. 2007년 ‘정동길_멋진 신세계, 꽃이 피다’를 첫 작품

집은 그 구수한 냄새에 이끌려 안 먹고 지나치기가 어렵다.

으로 해서 매년 시행되며 우리가 사는 서울 곳곳의 빈틈을 예

사실 재래시장 구경은 대개 음식점과 상점 위주로 진행되지만 황금시장에서만큼은 다르

술로 메우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 시장 곳곳에 숨겨져 있는 공공미술을 놓치면 안 된다. 먼저 ‘골목길 아트’를 놓칠 수 없다.
은혜과일 옆에 위치하고 있는데 벤치 위에 놓인 타일벽이며 차고지에 그려진 셔터 벽화, 그

골목시장에서 벌어진 문화와 예술의 난장

리고 ‘무무대장군’과 ‘배추여장군’이 그려진 외벽화가 미소를 자아낸다. ‘가지 뿍뿍이: 가지

황금시장은 성북구 석관동 석관초등학교 근처에 위치한 골

두 개를 마찰시키면 뿍뿍 소리가 난다’ ‘파프리카 피리: 속이 빈 파프리카를 불면 소리가 난

목시장이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주택가를 가로지르며 소

다’ 등 위트 넘치는 글귀와 함께 만화적으로 표현된 그림은 지켜보는 재미가 있다.

규모의 생활밀착형 시장이 형성되는 걸 흔히 골목시장이라

지금은 사라져버린 공공미술이지만 사진을 통해 알려진 ‘잊지 못할 작품’들도 있다. 어수

고 부르는데, 황금시장은 전형적인 골목시장이다.

선한 파라솔을 정리하면서 한동안 황금시장 하늘위에 떠 있었던 햇볕 가림 조형물 ‘황금구

골목시장 주변은 대개 낡은 집이 많다. 산업화 과정에서 지
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정착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서민들

름’은 인상적인 풍경을 선사해 당시 이곳을 찾는 이들을 즐겁게 해줬다. 또 시장터의 빈 공간
4

에 세워졌던 누들누들 수다방은 이주여성의 ‘음식문화 파티’는 물론 여성상인들의 모임인

과 싼 집을 찾아온 젊은 부부, 다문화 가정들이 어우러져 산

‘사모님 데이’ 외에도 주민들을 위한 ‘과실주 만들기’ 등을 전개하여 뜨거운 호응을 받기도

다. 동네는 좁은 골목으로 연결되어 있고 시장은 큰길로 연

했다. 또 황금체조 팀은 시장 곳곳에서 신나는 퍼포먼스를 펼쳐 상인들과 지역주민들의 박

결되는 주요 통행로에 위치하고 있다. 시장을 이용하는 대부

수갈채를 받았다.

분의 사람들은 동네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상인들은 2008년의 즐거웠던 현장을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실제적으로 이런 공공미술 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황금시장에서 무엇을 봐야 할까. 그

치가 곧 시장경제 활성화로는 이어지지 않았다고 걱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골목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석관황금시장을 찾아 떠나보도록

시장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홍보효과가 있었으며, 앞으로 이런 값진 시도가 시장을 대상으

하자.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의 6번 출구로 나와 석관약국

로 펼쳐지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옆 골목으로 들어가면 이내 ‘석관황금시장’을 알리는 표지판
을 만날 수 있다.

날이 푸근해지는 봄날이면 운동화를 신고 석관동의 황금시장으로 나가자. 무무대장군과
배추여장군이 그려진 골목에서 폴짝 뛰어도 보고, 타일 벽화가 콕콕 박혀져 있는 벤치에 앉

황금시장엔 떡방앗간, 청과 즉석백화점이란 이름이 붙은

아 쉬어도 보자. 무엇보다 ‘황금꽃이 피었습니다’ 그때 그 장면을 기억하는 상인 아저씨 아

신발가게그리고 반찬마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점포들이

줌마들과 두런두런 수다를 떨어보자. ‘황금송’ 한 소절 불러줄지 모를 일이다. 반죽을 바로

자리잡고 있다. 다양한 모양새의 싼 상품들을 이리저리 구경

밀어내 튀겨내는 어묵과 돼지 족편, 전을 사다가 막걸리 한 병과 나눠 먹어도 좋겠다. 시장과

하고, 쇼핑하면서 한바퀴 둘러보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진

공공미술의 만남. 석광동 황금시장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이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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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샘 최양하 회장

1만 시간을
통해 얻어낸
디자인 통찰력
한샘은 부엌 및 인테리어 가구업체로 국내시장에서
독보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부엌가구 제조회사에서
홈 토털 인테리어 기업으로 고공 성장해온 한샘.
그 뒤에는 트렌드를 먼저 읽고 디자인을 무기 삼아
꾸준히 투자해온 최양하 회장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숨어 있었다. 글 | 정지연 기자 사진 | (주)한샘 홍보실

제품 중심에서 공간 중심으로⋯공간을 판다

와 가구의 영역 구분이 없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리고

국내 부엌 및 인테리어 가구의 대명사로 불리는 한

그런 미래를 바라보며 최회장이 꿈꾸는 한샘의 청사진은 말 그대로

샘. 지난 2010년 가구업계로서는 최초로 매출액

‘공간을 파는 기업’이다.

5,000억원 이상을 달성하는 등 한샘의 질주가 눈부

“가구뿐만 아니라 벽지, 바닥재와 같은 건자재까지도 아우르는,

시다. 건설시장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가구회사

말 그대로 토털 인테리어 유통 전문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스웨덴의

인만큼 불경기를 뚫고 얻어낸 성과라 더욱 놀랍다.

세계적 가구기업인 이케아(IKEA)와 건축자재 전문업체인 홈데퍼

한샘은 과거 부엌가구만 생산하는 중소 제조기업이

(Home Depot) 이 두 회사가 합해진 모양새가 한샘이 꿈꾸는 미래

었다. 그러나 지금은 전 품목의 가구와 패브릭, 욕

입니다.”

실, 소품, 건축 자재 등을 아우르는 토털 홈 인테리어

한샘은 크게 세 가지 사업 모델을 가지고 성장해왔다. 이 사업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 눈부신 변신을 진두지휘하고

모델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최회장이 꿈꾸는 한샘의 미래 모습이

있는 최양하 회장을 만나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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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itchen) 사업이 있다. 한샘은 부엌가구 시판부분에서는 확고한

이끌어오고 있는 전문경영인이다. 그의 체제 아래서

1위 기업이지만 전체 시장점유율이 낮다고 판단하고, 이에 시장의

한샘은 국내 가구업계 1위 회사로 부동의 위치를 굳

80%를 차지하고 있는 인테리어 업자와의 제휴를 넓히기 위해 마련

혔다. 그 비결은 과연 무얼까.

한 모델이다. 이를 위해 부엌 리모델링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둘

최회장은 핵심 성장 동력은 디자인이라고 딱 잘라

째 직매장(show room) 확대 전략이다. 홈 인테리어에 대한 모든 제

말한다. “2004년 북촌에 디자인연구소를 차렸어요.

품을 한 곳에서 보고 상담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직매장을 넓

동양과 서양의 조화가 어우러진 공간이죠. 그곳에선

힌다는 것이다.

봄에 비원에 새순이 돋는 것까지 보입니다. 이런 디

현재 강남지역에 4개 직매장을 열고 있는데 부산 센텀시티, 강서

자인연구소를 중심으로 이탈리아의 거장 알렉산드

지역에도 직매장을 넓힐 계획이다. 이는 단품 위주의 패키지 판매

르 만디니, 퐁피두 센터를 디자인한 리처드 로저스,

에서 벗어나 공간 자체를 판매한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마지막으

포스트 모던 건축가 로버트 벤추리 등 세계적 디자

로 온라인 쇼핑몰 사업이다. 고객들이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제

이너와의 해외 디자인 협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기

품정보를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온라인 쇼핑몰 사업

술도 중요하지만 가구에선 디자인이야말로 핵심입니

은 가장 성장 속도가 가파른 모델이기도 하다.

다.”

Design beyond
East-West

엿보인다. 첫째 인테리어 업체에 직접 가구를 공급하는 아이 키친

최양하 회장은 1994년부터 무려 18년째 한샘을

지난해에 한샘은 창립 40주년을 맞이했다. 앞으로 3년 내 매출 1

그동안 인테리어 시장에서 가구 디자인은 크나큰

조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또 중국시장 진출에도 나서기 위

변화를 겪어 왔다. 이전에는 아파트나 주택으로 입

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환경이 장미및 이기만 한 건 아

주한 후에야 각각 방과 욕실 주방을 꾸며야 했다. ‘침

니다. 무엇보다 세계적 가구업체인 이케아(IKEA)의 한국 진출 소식

대는 A브랜드, 장롱은 유명한 B브랜드, 식탁은 C브

은 만만히 바라볼 것이 아니다.

랜드’하는 식으로 단품 위주의 구매가 이뤄졌고, 당

“이케아는 훌륭한 회사입니다. ‘디자인은 돈 많은 이들의 전유물

연히 바닥재와 벽지와의 부조화는 물론 가구들끼리

이 아니다’라는 그들의 모토는 전세계적으로 폭풍과도 같은 반응을

도 어울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인테리어 공사

일으켰죠.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건, 비교적

단계부터 본인이 원하는 가구 스타일이나 바닥재와

소품에 강하고 2,30대 위주 소비자층에 어필하는 이케아의 디자인

같은 건자재를 선택하고 적용하는 시스템으로 변화

에 비해 한샘은 상대적으로 더 경제적인 바탕이 뒷받침되는 3,40대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품 중심에서 공간 중심으로

의 고급스러운 취향을 만족시켜줄 수 있단 점이죠. 실제로 평당 매

의 변화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이는 인테리어

출을 따져보면 우리가 앞서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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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로 축약된 한샘의 디자인 언어

우리의 뚝배기하곤 안 어울리죠. 그렇다고 과거 동양 디자인을 그

이너들과는 디자인 용역을 진행해왔다. 앞서 말했던 세계적인 디자

최양하 회장은 대우중공업을 거쳐 1979년 과장으로 한샘에 입사해

대로 재연하는 것도 현대화된 동양인의 삶과는 맞지 않습니다. 동·

이너 거장들과의 작업은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상품화로 이어지

회장까지 오른 전문경영인이다. 1970년 한샘을 창업한 조창걸 명예

서양의 장점을 결합한, 혹은 그 둘 모두를 넘어선 새 디자인이 필요

지 못했다고 한다. 그 점에 대해 최회장은 “가구가 지닌 지역성 때

회장은 1994년 최회장을 대표이사 전무로 임명하면서 경영일선에

한 이유죠.” 특히 최회장은 한중일 3국의 시장이 미국과 유럽시장

문”이라고 지적했다.

서 물러났다. 1997년 외환위기 극복과 인테리어 사업 진출을 성공

을 압도하도록 확장되고 있어 이같은 디자인 흐름은 피할 수 없는

리에 해결하며 그는 한샘이 단지 부엌가구 제조회사에서 명실공히

과제라고 지적했다.

종합 인테리어회사, 국내 1위의 가구회사로 거듭나도록 만들었다.

“자동차나 컴퓨터 같은 것들은 지역성(Locality)가 드러나지 않는
품목이지만 가구는 생활패턴에 관여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지역

둘째는 친환경 디자인이다. 전세계 인구의 5%에 해당하는 미국

성이 강하죠. 그렇다보니 알렉산드르 만디니, 리처드 로저스, 로버

최회장이 민감하게 촉수를 세우는 분야는 바로 디자인이다. 그

이 에너지의 25%를 소비하는 이런 산업화 모델을 중국 등 신흥국

트 벤추리 등과의 작업도 진행해봤지만 우리가 쓸 가구로는 디자인

가 추구하는 한샘의 디자인 언어는 첫째 동서양을 넘어선 혹은 뛰

이 답습한다면 자원은 고갈되고 환경은 파괴될 수밖에 없다. 자원

적으로 적합지 않았던 거죠.”

어넘는 디자인이다. 서울 종로구 원서동의 디자인연구소의 본래

과 에너지를 절약하는 라이프스타일의 제안이 공간에서도 적용되

이름은 ‘DBEW 디자인센터’다. DBEW란 ‘Design beyond East-

어야 한다는 것이다.

West’의 줄임말이다. 산업화·서구화 과정에서 사라져버린 동양 특

마지막으로 디지털 시대에 맞는 디자인을 추구해야 한다. 예전에

유의 디자인을 살려내자는 것이다. “아무리 생활이 서구화된다고

는 디자이너들이 개발한 서체나 디자인의 고유성이 오래도록 유지

해도 동양인에겐 어울리지 않죠. 예를 들어 서구의 키친 스타일은

됐지만, 온라인 시대에서는 하루면 전세계에 전파된다. 결국 디지털

여러 차례의 해외 용역에서의 ‘불발’에 낙심할 법도 한데 최회장

PROFILE
최양하 회장은 1949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한 후
1976년 대우중공업에 입사했다. 1979년 한샘에 입사하여 공장장을 거쳐 1989년
상무, 1994년 대표이사 전무, 1997년 대표이사 사장, 2004년 대표이사
부회장을 거쳐 2010년 1월부터 한샘 대표이사 회장으로 재직중이다.

은 낙관적이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내부 디자이너들
이 그런 세계적인 디자이너들, 해외에서 다르게 생각하는 게 몸에
밴 디자이너들과 같이 협업하면서 배우는 게 더 많다고 봅니다. 어
디서 그런 산교육을 받아보겠습니까? 우리 디자이너들에게 그런 교
육 전수를 해줄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주)한샘 디자인의 핵심인 DBEW 디자인센터.
동서양을 뛰어넘는 디자인을 추구한다.

시대에 필요한 디자이너는 단순히 디자인 자체만 잘하고, 또 고민할

그러면서 그는 국내 디자인 실정에 대해 안타까운 점을 토로했

게 아니라 디자인과 기술, 다자인과 마케팅처럼 ‘융합’의 분야를 고

다. 연간 3만여 명의 디자이너가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그만한 수

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온라인 공모전의 활성화나 온라인

요도 없고 또한 퀄리티도 뒷받침되지 않는 국내디자인업계 현황에

디자인 교육의 강화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그는 이탈리아의 예를 통해 우리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다. 정부 정책과 대학 교육이 유기적으로 결합

10

1만 시간을 통해 디자인에 대한 통찰력을 기르다

하고 각종 디자인 공모전 등을 통해 우수 디자이너를 발굴했다. 기

“제가 금속공학과 출신이에요. 솔직히 디자인에 대해 뭘 알겠습니

업은 디자이너와 손잡고 성공적인 제품을 만들어냈고, 언론은 이

까. 한샘에 와서야 어깨너머로 디자인을 익히고 배웠죠. 가구 분야

들의 활동을 홍보하고 연결했다. 이것이 이탈리아 디자인이 성공한

는 디자인을 핵심으로 비즈니스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의

원동력이라는 것이다. 최회장은 요즘 서울시가 ‘디자인 서울’이라는

해서 해외 동향에도 민감해지고 관련 트렌드도 챙기게 된 거예요.

이름으로 추진해온 ‘서울다움’을 만들어내는 노력이라던가, 공공디

그렇지만 그게 벌써 33년째에 이르고 있으니, 얼추 1만 시간은 넘은

자인의 개선, 그리고 디자인으로 서울이라는 도시 브랜드를 높이

거죠.” 한 분야의 천재가 되기 위해선 적어도 1만 시간의 연습과정

자는 전략에 적극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더욱 많은 변화와

이 필요하다던 ‘1만 시간의 법칙’을 인용하며 최회장은 너털웃음을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터뜨렸다. “필요해서 시작했는데 이제 즐기는 단계는 된 거죠.”

“해외에서 바이어가 오면 우리는 일단 공장과 디자인센터, 그리

최회장의 이런 디자인에 대한 열정과 노력이 총집결된 곳이 디자

고 전시장을 보여줍니다. 밖에서 보면 마치 배를 연상시키는 공장의

인센터다. 2004년 완공된 ‘DBEW 디자인센터’는 현대적인 직선의

디자인은 건축상을 받을 정도로 유려한 아름다움을 자랑하죠. 디

유리상자형 서양식 건물과 동양의 전통적 곡선을 드러낸 기와 양식

자인센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중동의 한국 디자인을 응축시켜

의 건물이 결합된 형태로 지어졌다. 건물 안에서 바라보면 창덕궁

놨으니까요. 그리고 세련된 홈 토털 코디네이션을 보여주는 전시장

후원이 내다보인다. 자연과 인간의 공간이 조화를 이루는 한국적

에 가면 모두 바로 ‘오더’에 들어가죠. 그만큼 한샘의 ‘디자인 언어’

디자인을 반영한 것이다. 이곳에서 한샘 인테리어를 책임질 디자인

는 어느 누구에게 보여줘도 기죽지 않을 만큼 자부심을 느낍니다.

동량들이 커간다. 대부분 국내파 디자이너들로 해외 유수의 디자

서울도 서울만의 ‘디자인 언어’를 특화시켜야 합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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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 디자인을 찾아서

아이덴티티와 기능, 컬러를 강조하다

청렴의 상징,
블루로 새로워진 안전근무복

After

Before

After

Before

서울시라는 브랜드의 첫인상을 좌우할 안전근무복이 새롭게 탄생했다.
스타일리시하면서도 서울시라는 소속감을 강조하고 또 직무에 맞는 기능성을 갖춘
안전근무복이다. 공공 서비스의 역할을 색상으로 구분하고, 기능성과 디자인을
더한 서울시 안전근무복을 살펴보자.

모델 | 행정국 인력개발과 채정진 주무관

글 | 편집부 자료제공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Clean–Green

2008

Healthy–Brown

2009

환경미화원복 개발

보건소 간호직 유니폼 개발

2010

서울시 브랜드를 확고하게, 근무복의 중요성
근무복(uniform)이 사복과 다른 차별점은 무엇일까. 일반 대중과 한눈

서울시 안전근무복 개발

Upright–Blue

에 구별되고 해당 집단의 소속을 드러내며 맡고 있는 직무에 따라 특정
한 형태와 기능을 갖춘 점일 것이다. 국가대표 축구팀은 물론 항공사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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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외식업소에 이르기까지 각 기업과 브랜드는 유니폼 디자인 개발에
동복

정성을 쏟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1980년대 이전의 유니폼이 활동하기 편리하고 기능적이며 통일감
만을 강조했다면 이후부터 각 기업은 기업 이미지 단일화 전략의 하

등 가히 ‘유니폼 마케팅’이라 불릴 정도로 그 경쟁이 치열한 양상을 띄
고 있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지방자치제의 근무복 개발에도 많은 개
선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하나의 브랜드로서 ‘서울’을 강조하
고 부각하기 위해 그 누구보다 앞서 디자인 개발에 착수했다. 그 결과

2008년 새롭고 산뜻한 환경미화원복을 선보여 호평을 받은 것을 시작
으로 2009년에는 보건소 간호직 유니폼을 그리고 2010년에는 안전근
무복을 전면 재디자인해서 내놓고 있다.

모델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공공디자인과 박준호 주무관

모델 | 도시기반시설본부 오반교 주무관(좌), 김학지 주무관(우)

나로 유니폼을 접근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각 기업에서 고객 응모를
거쳐 유니폼을 채택하고 기능성 원단과 프리미엄 컨셉트를 부여하는

춘추복

하복

MAKE 디자인을 찾아서

동복
Main color SC7029

Sub color SC6908

춘추복
Main color SC7911

하복

Sub color SC6908

Main color SC7911

Sub color SC6908

서울시에는 다양한 직원들이 유니폼을 입고 서울시민의 삶을 윤택하

느껴지는 신뢰감도 높지만 무엇보다 세심한 절개라인과 디자인을 통해

게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환경 미화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나

신체적 단점도 보완하는 패션성도 무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안전점검,

각종 현장감독, 현장점검, 단속 등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는 직원들, 그

시설점검, 단속 등 업무 시 필요한 수납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적절한

리고 서울시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접촉하는 보건소 간호사 등이 그 주

단 길이를 잡고 지퍼 위치와 덮개 처리, 소매 통 조절 기능 등을 가미해

인공이다. 그러나 이전에는 이런 근무복들이 통일된 디자인 가이드라

최대한 쾌적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아울러 원단의 방수방

인 없이 각 개별 실·국에 의해 다양한 디자인과 의상으로 관리되었던

오 처리로 기능성도 향상시켰다. 무엇보다 서울시의 상징 해치 로고를

형편이었다. 당연히 디자인이나 색상에서의 통일성이 부족하고 또 작

앞부분에 부착하여, 컬러와 로고만 보더라도 서울시 직원이라는 아이

업의 특수성이나 활동성 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덴티티를 확고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에 서울시 공공디자인과는 통합 근무복 디자인 개발과 가이드라

서울시는 국내외 사례조사와 현황 파악에 이어 도시안전본부, 도시

인을 제시하여 해당 직원들에게 긍지와 소속감, 자부심을 고취하고 또

기반시설본부, 한강사업본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했

서울시민들의 직원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함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고 이를 바탕으로 용역을 진행했으며 2010년 12월 디자인을 확정한 데

가능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어 2011년 2월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같은 작업은 환경미화원복 프로젝트 때부터 서울시 자문위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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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안전근무복의 컬러 코드와 디자인 컨셉트

함께해온 홍익대학교 간호섭 교수와 함께 진행됐다. 간호섭 교수는 서

서울시 공공디자인과는 이 작업을 위해 ‘클린 그린(Clean-Green), 헬

울시와 함께 근무복의 색상으로는 한강을 또한 연상시키는 블루로 정

시 브라운(Healthy-Brown), 업라이트 블루(Upright-Blue)’라는 3가

하는데 합의하고, 그 컬러 컨셉트가 근무복에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기획

지 컬러를 서울시만의 컬러 코드로 확립했다. 클린 그린은 환경미화원

단계부터 최종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수차례의 회의와 보완작업에 참

복에 이미 적용된 바 있고, 헬시 브라운은 보건소 간호직 유니폼에 컬러

여했다는 후문이다.

코드로 반영되었다.

박내규 서울시 공공디자인과장은 “소속감, 상징성을 고려하여 통일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안전근무복의 메인 컬러는 업라이트 블

된 근무복을 만들었다. 이 근무복을 착용함으로써 직원 모두 효율적인

루. 서울시의 상징 한강을 떠올리게 하는 색깔이면서 동시에 청렴, 정직

업무 수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할 수 있을 것”

을 상징하는 컬러로 서울시 공무원의 청렴을 뜻한다. 이 같은 컬러 코드

이라고 기대감을 표출했다.

에 따라 서울시 공공디자인과는 수 차례의 수정과 검증을 통해 두 가지

한편 서울시는 올해 2월 중 도시기반시설본부의 동복 착용을 시작으

블루 컬러로 샘플을 제작했다. 이후 직원들의 선호도 조사를 통해 동복

로 도시안전본부, 한강사업본부 등 현장 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착용할

은 계절성을 고려하여 어두운 계열의 블루로, 춘추복과 하복은 계절성

수 있도록 근무복 및 부속물의 세부 규격, 로고부착 기준, 착용 매뉴얼 등

과 상징성을 고려해 밝은 블루로 최종 선정했다.
새롭게 디자인된 근무복은 동복, 춘추복, 하복 등 모두 3종. 색상에서

통합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같은 결과를 바
탕으로 안전모와 안전화의 디자인도 순차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D

홍익대 패션디자인학과 간호섭 교수

“기능과
디자인의 조화를
고려합니다”
서울시의 근무복 디자인 개발에 자문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홍익대 간호섭 교수를 만났다. 쉴
틈 없이 울리는 두 개의 휴대폰에 답하고, 그
사이에 방문하는 제자들을 보살피고, 출판 중인
책과 업무를 처리하는 그는 전형적인
완벽주의자였다. 어쩌면 그 열정이, 우리의
서울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드는 원동력이
아닐까.
글 | 이지영 기자 사진 |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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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표정은 거리 곳곳에서 드러난다. 웅장한 건축물이나
한껏 멋을 낸 시설물보다는 흔히 접하는 일상의 풍경에서 더욱
선명해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우리가 산뜻하고 세련된 도시의
인상을 쉬이 발견하는 지점은 바로 해당 공간을 가꾸어나가는
사람, 그것도 최전선에서 일하는 이들의 모습이다. 서울시가
새롭게 선보인 환경미화원 근무복이나 안전근무복 등은 그런
면에서 좋은 시도이자 출발로 평가받고 있다. 방습, 투습, 방오
등의 여러 기능을 갖추고 안전성을 고려한 것은 물론 도시환경
과의 조화를 고려한 디자인으로 근무자의 자긍심까지 높인
것. 이 모든 디자인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며 거리 분위기
를 변화시키는 데 한몫을 담당한 간호섭 홍익대학교 교수를 만
났다.

MAKE 디자인을 찾아서

서울시의 디자인 방향, 근무하는 사람들의 기능성, 그리고 세 번째로
고려한 것이 패션성입니다. 유니폼이 서울시의 환경을 더욱 멋지고
돋보이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디자인 개선 작업에 함께한 서울시 안전근무복이 올해부터 착용되는

니다. 특히 유니폼은 그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

거든요. 시장이 바뀌었다고 갑자기 정책이 바뀌고 그러지 않았으면 해

걸로 알고 있는데요.

는 대표성을 띠거든요. 따라서 유니폼 안에 서울시가 추구하는 디자인

요. 무언가 시행된다면 처음부터 탄탄히, 그리고 꾸준히 이어져야죠.

이제 서울 곳곳에서 마주치게 될 것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디

시정의 방향이 포함되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리고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벤트’에 머물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정체성을 가진 디

자이너 입장에서는 어떤 결과물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뿌듯한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도 고려했죠. 서울시의 디자인 방향,

자인이 완성되길 바랍니다.

일이거든요. 마치 분신과도 같은 존재니까요.

원래부터 공공디자인 분야에 특별히 관심과 흥미를 가졌습니까?

근무하는 사람들의 기능성, 그리고 세 번째로 고려한 것이 패션성입니
다. 거리의 다른 어떤 시설물과 마찬가지로 유니폼이 서울시의 환경을

서울디자인총괄본부의 디자인 자문위원으로서 적은 자문료에도 불구

더욱 멋지고 돋보이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고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누구나 관심을 가질 만한 분야지요. 실은 디자이너라면 모두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볼 때 한 나라의 디자인 수준은 결

서울시로부터 연락을 받고 좋은 기회라 생각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디자인 시안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적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번 작업은 즐겁고 감사했습니다. 서울시의 조직과 기

국 공공디자인에서 결정되는 것 아닐까요? 개별 디자이너의 작업은 상

서울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인데 그걸 어떻게

획 및 전반적인 시스템을 믿고 일할 수 있었고 저의 디자인 재능을 잘 접

품이고 또 개인의 취향의 문제이지만 공공디자인은 그렇지 않으니까

상징화할까 고민해봤어요. 서울 도심의 경관을 살펴보면 덕수궁과 경

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일이기도 했

요. 예를 들어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할 때 처음으로 거치는 관문이 공항

복궁 주변에 현대적인 빌딩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어요. 이런 것들

고요. 제가 고집을 부려서 수정 작업도 꽤 여러 차례 거쳤는데 그럼에도

이지요. 그러니 공항의 전반적인 이미지, 내부의 시설물이나 작은 로고

이 하나의 디자인 모티브로 작용했습니다.

불구하고 모두 디자이너로서 저를 믿고 따라줘서 고마웠습니다. 제가 좀

타입 하나까지 신경써야 하는 게 당연하죠. 이런 것들이 모여 한국의 전
반적인 디자인 수준이 어떤지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또 하나는 컬러입니다. 서울시의 여러 정책 중에 ‘한강 르네상스 프로

고집이 있긴 하거든요.(웃음) 그러나 디렉터가 일관성을 갖지 않고 이런

젝트’가 있지요. 여기서 ‘블루’(안전근무복)를 연상했습니다. 더불어 서

저런 의견에 휩쓸리다 보면 이도 저도 아닌 디자인이 나오기 마련이지요.

울시가 추구하는 방향이자 전 세계에서 붐인 친환경을 고려해 ‘그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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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디자이너로서 유니폼 디자인(환경근무복, 안전근무복 등)에 관여

경미화원 근무복)을 선택했고요. 무채색 톤으로 고른 게 짙은 회색입니

학생들을 가르치랴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랴 또 방송에도 나가랴 바쁘

하셨는데 소감을 말씀해주신다면.

다. 그냥 단지 ‘예뻐서’ 고른 색상은 아닙니다. 덕수궁의 담벼락과 기와에

신데요.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국내에서 공공디자인이 많이 변화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제일 발전

서 힌트를 얻어 나온 색이에요. 컬러뿐만 아니라 디자인적으로는 절개

실무자로서 한창 때이니 바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못한 부분이 유니폼인 것 같아요. 이제야 환경미화원 근무복으로 첫 걸

를 사용했어요. 또 서울시 상징물인 해치도 반영했고요. 배색은 물론 지

패션에 대한 책을 한 권 출간할 예정입니다. 책은 말하자면 이제껏 제가

음을 뗀 셈이죠. 그러나 이것도 하나의 사례이지 그 자체로 성공적인 공

퍼 등 세부적인 부분까지 이처럼 복잡한 과정을 거쳐 탄생한 것이고요.

지속성을 가지고 해온 모든 일에 대한 중간 결산 보고쯤이랄까요. 전 디
자이너로서 국내 패션이 글로벌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학생

공디자인을 완성했다고는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무하면서 입는
복장이긴 하지만 기능만 강조하기보단 디자인을 펼칠 수 있는 여지를

서울의 정체성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국내 패션이라는 기반이 약해져선 안 된다

패션이 단지 옷을 만드는 일에 머무르고 있지 않듯이 공공디자인도

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참여한 패션 캐릭터 브

어떤 특정 분야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전에도 공공자

랜드 뿌까(PUCCA)부터 아모레퍼시픽의 오딧세이 화장품 런칭 작업이

전거라든가, 공중화장실이라든가, 표지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도가

나 신진 디자이너를 위한 편집 매장인 눈 스퀘어의 레벨 파이브(Level

있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분야가 하나씩 따로 돌아가서는 안

5)까지 국내 패션업체 위주로 작업해왔어요.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유니폼이라는 것이 단순히 디자인만 예뻐서 되는 옷이 아니잖아요?

된다는 거예요. 통합 디자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앞으로도 개인으로서의 작업도 중요하지만 한국 또는 서울의 디자이

서울시의 유니폼이라면 거기에 맞는 것으로 준비해야겠죠. 당연히 서

요. 그런 뒤라야 서울이라는 도시의 진정한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을 겁

너라는 타이틀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Designed by KAN’이라

울시가 추구하는 ‘디자인서울’의 전반적인 방향을 기본 토대로 삼았습

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되진 않겠죠. 하지만 디자인이란 결국 지속성이

는 꼬리표가 가장 중요하겠죠. D

많이 두었습니다. 그 결과 “이게 정말 유니폼이야?”라는 말을 들을 정
도로 세련되어진 것 같아요.

이번 디자인 작업의 전반적인 방향은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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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 굿 디자인

이해하기 쉽고 걷기 좋은
런던 만들기 프로젝트

Legible London
18

굿 디자인 MAKE

보행자 환경을 개선하여 ‘걷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영국 런던의
프로젝트 ‘레지블 런던’. ‘길찾기 정보’의 사인(Sign) 시스템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지역 상권의 활성화는 물론 관광객 증진, 예산 절감 등의
기대효과를 낳았다. 레지블 런던이 우리에게 남겨준 교훈.
글·사진 | 김경모(정보 디자이너, Applied Information Group)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디자인
레지블 시티(Legible City)라고 말할 때의 ‘Legible’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읽기 쉬운’ 혹은
‘가독성이 좋은’에 해당된다. 그러나 공공디자인 프로젝트로써 자주 언급되는 브리스톨 레지
블 시티(Bristol Legible City)나 이 글에서 소개할 레지블 런던(Legible London) 프로젝트들
은 이러한 표면적인 가독성 혹은 스타일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도시의 방문객
들과 시민들을 위해 도시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에 방점을 찍고 있다.
다시 말해 레지블 시티라는 개념은 도시의 방문객들과 거주자들에게 도시에 대한 정보를 언
제, 어떻게, 어디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제공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2004년 런던의 시장 켄 리빙스턴은 ‘2015년까지 런던을 걷기 쉬운 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
했다. 도시 차원에서 걷기운동의 활성화는 대중들의 건강 증진이나 친환경성 외에도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준다.
첫 번째 예상할 수 있는 점은 골목 및 지역 상권의 활성화다. 사람들이 ‘걸어서 10분’ 정도
의 거리를 자동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걷게 되면 걷는 동안 만나게 되는 수많은 상
점들을 둘러보게 될 것이고 이는 장기적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로 이어지게 된다. 중간
중간 놓인 개성 만점의 옷가게를 둘러보거나 구수한 냄새를 풍겨대는 따끈따끈한 붕어빵을
사 먹거나 혹은 미처 몰랐던 골목의 작은 갤러리를 발견하는 재미는 목적지 바로 앞까지 차
로 이동하는 경우엔 발견할 수 없는 것들이다.
두 번째로 길거리 치안 및 안전성이 향상된다. 젊은 여성이나 노약자가 홀로 길거리 걷기를
두려워하는 도시라면 미래가 없다. 도시 차원에서 안전을 보장해줘야 하는 이유다. 길거리에
‘주변 시선’ 즉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치안의 문제점이나 위험이 발생하는 비율은 반
비례하기 마련이다.
세 번째는 런던만의 고유한 문제일지도 모른다. 낙후된 지하철 시설이 짊어질 부담을 감소
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과 다르게 런던은 100년 전의, 아직도 좁고 낙
후된 지하철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지하철이 개통한 지 워낙 오래이다 보니 낡은 지하철의
시스템을 바꾸거나 보수·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 걷기의 활성화는 지하철로 대변되는 여타
대중교통이 짊어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런던의 상황을 바탕으로 어플라이드 인포메이션 그룹(Applied Information

Group, 이하 AIG)은 ‘레지블 런던(Legible London)’이라는 프로젝트를 입안하고 런던의 보행
자 환경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다행히 AIG는 이미 브리스톨 레지블 시티를 담당했던 경험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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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 굿 디자인

공급자 중심의 보행 정보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전환

굿 디자인 MAKE

11%가 가장 빠른 길로의 보행을 시도하였지만 실패했다는 결과도 나왔다.
이렇듯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던 보행자용 정보 표시 시스템을 ‘사용자 중

레지블 런던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심’으로 통합하는 작업을 하면서 런던은 도시 차원에서 기대할 수 있는 변화와 효과

우리는 런던의 경우 도심 지역에서만 각기 다른

를 다음과 같이 예측했다.

따르면 하루 1만 8,000명의 지하철 승객이 걸어서 더 빨리 갈 수 있는 런던 도심의
목적지(라는 사실을 모른 채)에 가기 위해 지하철을 이용한다는 사실도 발견됐다.

또 서울만의 고유한 문제로는 신구 주소 체계
의 양립, 실생활에서 약도에 심하게 의존하는 주

그리하여 레지블 런던의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는 방문객과 시민 개인이 습득

소 전달 체계, 골목으로 조금만 들어가도 위치를

하고 있는 지하철역 주변의 정보, 서로 분리된 채 이해하고 있었던 각각의 지리 정

쉽게 설명하지 못하는 현실, 사적 지명의 공공화

32개의 길찾기용 사인(Sign) 시스템이 있음을 확

앞서 말한 걷기의 활성화에서 언급했던 지역 상권의 활성화가 첫 번째 변화라면

인할 수 있었다. 32가지의 각기 다른 시각적 언어

두 번째는 여행객과 시민들로 하여금 ‘걸어 다녀도 길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심리

2007년 런던의 쇼핑지역인 본드 스트리트(Bond Street)에 19개의 정보 표시체들이

와 그래픽 디자인 문법으로 구성되어 있던 사인

적인 안정감’을 증진시킬 수 있단 사실이었다. 이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시범 설치되기로 결정함에 따라 AIG의 디자인팀은 다양한 정보 표시 체계를 디자인

시스템들은 ‘행정구역 중심’의 정보 표시 시스템

마음 놓고 편하게 도시를 즐길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준다. 이 사실은 런던이 관광

하기 시작했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영국 내의 장애인협회와 직접적인 의견교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서울시

하에 놓여 있었다. 모두 같은 생활권 안에 있음

객 유치를 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었다. 세 번째는 이런 사인 시

환을 통해 레지블 런던의 사용자층을 넓힐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구현하려고

만의 자산도 풍부하다. 훌륭한 대중교통 체계,

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중심’의 길찾기 정보 표시

스템의 통합화 작업을 마무리하여 2012년 런던 올림픽 관광객 특수를 대비한다는

했다. 또한 레지블 런던의 취지에 맞게 19개의 시범 정보 표시체들이 설치됨과 동시

신기술에 대한 시민들의 개방성, 서울시의 GIS

체계가 아니었던 것이다.

복안이었다. 마지막으로 사인 시스템 통합 작업을 통해 전체적인 예산 절감 효과도

에 40개의 기존 정보 표시체들이 철거되었다.

시스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등이 그것이다.

략의 수립 등을 꼽을 수 있다.

AIG가 많은 도시에서 일을 해봤지만 특히 부시

기’라는 하나의 주제로 조정 및 통합되면 런던시는 예산 절감이라는 효과를, 또 사

London)과 제3의 기관이 사용자 영향 평가를 실행한 결과, 사용자의 85%가 만족

장급의 행정 조직이 ‘디자인’이라는 간판을 전면

용자들에겐 이해하기 쉬운 정보 표시 체계가 주어진다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

스럽다고 대답했다. 또한 지역 내에서 16%의 이동시간 단축이 이뤄졌다. 현재 자기

에 달고 있는 도시는 전세계적으로 상당히 드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위치가 확인이 가능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9%에서 15%로 증가했고, 62%는 더 걷고

다. 이는 레지블 시티처럼 디자인을 중심으로 행

그렇게 레지블 런던의 기초 연구가 시작되었다. 가장 먼저 도입된 개념은 ‘보행’을

싶게끔 이 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 응답했다. 또한 콜린 부캐넌의 조사에 따르면 레

정과 관광정책, 교통체계까지 아울러야 하는 프

교통의 수단으로 접근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어떻게 하면 관광객들과 시민들의 보

지블 런던은 걷기의 경험을 향상시켜 하루 6,500에서 12,000가지의 신규 ‘보행 이

로젝트로를 맡는 입장에서 보자면 논의의 출발

행 정보도 지하철이나 버스 정보만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동’을 창출할 것이라 예측됐다. 런던시의 예산과 경제적인 측면을 따져보면 투자대

선상부터 다르다고 봐야 한다. 뉴욕이나 런던도

집을 나서는 시점부터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예측 가능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비효과(RoI)가 높게는 1달러당 5.3달러까지 효과를 나타낸다는 결과도 나왔다.

각각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런

기대할 수 있었다. 그동안 사업 및 행정기관 별로 중복 투자되던 예산이 ‘도시 길찾

및 조사기관인 콜린 부캐넌(Colin Buchanan)은
하루에 2만 5,000명이 런던 도심에서 길을 잃고
있다고 추산했다. 아울러 런던 도심의 보행자 중

제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과정이었다.
이런 기초 연구 과정에서 발견한, 걷기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었던 런던 고유의
문제는 아이러니하게도 지하철 노선도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런던의 대표적 ‘디

2007년의 성공적인 시범 설치 이후 레지블 런던은 현재 300개 이상의 정보 표시
체들로 확대설치되어 있고 2012년까지 런던의 올림픽 지역 및 전역으로 확장될 계
획이다.

자인 명작’으로 꼽혀온 지하철 노선도는 지리적인 정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그럼

센트럴 런던의 경우 무려 32개의 각기 다른 사인 시스템이 있었다.

(예: 뱅뱅사거리), 빠르게 발전하는 도시 관리의
어려움, 3개 국어에 달하는 외국어 표기체계 전

본드 스트리트에 시범 설치된 정보 표시체들에 대해 런던 교통청(Transport for

이런 도시 실정과 관련해 독립적인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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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서로 연결해주는 것이었다.

던 교통청(Transport for London)이 해당 프로젝
트를 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2007년 분산되어 있던 민원창구를
사용자 중심으로 한데 모아 다산 콜센터를 설립

에도 불구하고 무려 40%의 사람들이 보행을 위해서 이 노선도를 사용하고 있었다.

런던, 뉴욕과 비교한 서울의 보행 사인 체제의 문제점

하고 성공리에 운영중이다. 다산 콜센터의 성공

지하철 노선도를 보행을 위해 사용하는데 따른 문제점은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

대도시들은 대도시만의 비슷비슷한 문제점을 갖고 있게 마련이다. AIG가 현재 프

사례는 단순히 민원 절차를 합리화시켰다는 데

리도 지하철을 타고 가야 할 것 처럼 거리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사용자들에게 제

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뉴욕에서도 런던과 서울이 갖고 있는 유사한 문제들을 찾

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서비스의 바탕이 된 ‘사용

공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아볼 수 있다. 이를테면 뉴욕의 격자 형식의 도시계획과 서울 강남지역의 유사성을

자 중심’의 철학을 이 도시의 다른 분야로 확대시

실제로 우리의 조사 결과 런던 도심 지하철 역간의 이동 중 109가지의 경로는 지

찾아볼 수 있다. 또 예전의 런던과 마찬가지로 서울에서도 중앙 정부, 서울시청, 지

켜나갈 필요가 있다. 서울시민이자 디자이너로서

하철을 타는 것보다 걷는 것이 빠르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 도심의 많은 지하철 역

역 구청별로 각각의 길찾기 안내 시스템이 제공되고 있어 예산이 중복 투자되는 것

서울의 도시 정보 체계도 사용자 중심으로 변화

들이 걸어서 5분 거리, 15분 거리에 서로 위치하고 있었다. 콜린 부캐넌의 조사에

은 물론 사용자 중심으로 보자면 일관성 없는 시스템이 난립해 있다.

하길 기대해본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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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사는 걸
보려면 시장에
가야 한데잖아.
남대문시장이 좋지

길거리 공연과
프리마켓을 즐길 수 있는
‘홍대 놀이터’가
최고!

문소연(19)
중랑구 | 학생

양숙자(60)
서대문구 | 주부

새롭게 복개된

청계천 주변이요.
루미나리할 땐
정말 멋지죠

김소진(26)
부평시 | 직장인

국립박물관은
피크닉 장소로도
손색이 없죠

홍성언(22)
낙성대동 | 학생

선물이나 기념품
사기 좋은 인사동이요.
넘 전형적이에요?

서정숙(28)
동작구 | 직장인

성북동의 작은 절,
길상사 강추해요

임진영(37)
예장동 | 직장인

북촌 한옥마을이
요즘 대세잖아요.
인접한 부암동도
좋고요

남산 가보셨어요?
서울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서울 성곽길’!

신자윤(28)
성동구 | 대학원

가을에 낙엽
떨어질 때

오르막 내리막
길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김상미(33)
상봉동 | 교사

덕수궁 돌담길
참 좋습니다

신중목(20)
수색동 | 학생

권오은(30)
영등포구 | 직장인

요즘 드라마는 다
홍대에서 찍잖아요.
젊음의 거리,

홍대요!

김현주(17)
울산시 | 학생

서울시민이 말한다

“우리가 즐겨 가는 명소가
외국인들에게도 베스트예요”
동작대교 위
전망대 카페,
분위기 좋아요

정안지(22)
낙성대동 | 학생

산책의 묘미를
느낄 수 있는
삼청동은 외국인들도
좋아하죠

송시연(20)
분당구 | 학생

영등포
타임스퀘어에
외국인들
많이 오더라고요!

정진훈(29)
분당구 | 직장인

청계천 주변을
걷다가 다리 아프면
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쉬는 거요

이주희(20)
금천구 | 학생

외국인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서울의 명소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서울에서 나고 자란, 혹은 서울로 놀러온 이들이 털어놓았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꼽은 서울의 베스트 명소.
진행 | 하정희 기자 사진 | 김대중

전통 혼례 구경도
할 수 있는

남산 한옥마을

양현자(58)
서대문구 | 주부

우리나라처럼
산이 많은 곳도 없죠.

관악산 등산 코스
추천합니다

이우주(28)
시흥동 | 요리사

맛집이 많은

이태원에도
정말 볼거리가
많아요

김수정(19)
남양주시 | 학생

각종 라이브클럽이
가득한
홍대앞이요!

유은혜(28)
독산동 | 직장인

우리 먹거리도
먹어봐야죠.

신림동 순대타운,
쥑입니다

공재권(34)
광진구 | 자영업

옛 것과 새 것이
공존하는
광화문을 추천해요

정다운(20)
강남구 | 학생

역시 우리나라는
궁이지.
경복궁만한 데가
없어

양순자(65)
서대문구 | 주부

웃음과 공감, 참여의 교차로
우리 사회에서 재미( Fun )가 중요한 가치로 등극하기
시작했다. 칙칙하고 무겁고 심각한 건 ‘촌스러운 것’이 되었고
가벼움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며, 즐거움과 웃음을 권하는 세상이 되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가격이나 기능을 따지던 이성적 소비에서 서비스와 제품의 감성을 중시하는 감성적
소비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왕이면 다홍치마’가 아니라 디자인적으로
보기 좋고, 쓰기 재미있는 그런 제품이 ‘펀놀로지’라는 이름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현실이다.

언제부터인가

재미(wit, humor)는 광고의 카테고리 안에서 내용에 대한
집중도를 향상시키며 타인을 설득하는 데 유용한 요소로
쓰였다. 재미는 소비자에게 친근한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하고, 기억에 오래 그리고 빨리 남게
하는 수단이다. 또한 공익광고 속에서 드러나는 재미의 요소는 광고 내용에 대한 관점이나 개념,
문제점을 쉽게 이해시키고, 공감하게 함으로써 수용자의 실천을 불러온다. 위트와 유머 즉
재미가 결합되면 굳이 디자이너가 직접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려고 애쓸 필요도, 설득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재미는 읽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을 생각의 소통 과정에 들어오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참여를 이끌어낸다.

본래

이런

펀 디자인은 해외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것이다. 런던, 뉴욕 등
많은 도시들과 싱가포르, 중국 등지의 아시아 도시들이
도시의 미감을 해치지 않으면서 웃음을 던지는 디자인을 만들어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쓰레기소각시설을 마치 놀이공원처럼 시각화해 지역의 명물이자 관광자원으로 만든 일본
야마가사키의 마이시마 공장이나, 도심 곳곳에 재미난 공공시설물이 가득한 싱가포르, 그리고
도로 펜스나 도로시설물에 레고를 도입해 웃음을 유발하고 주의를 환기시킨 호주 멜버른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환경 속에서 재미있는 요소를 찾기란
쉽지 않다. 사람들이 즐겨 앉는 벤치, 지하철 출입구의 계단,
표지판과 같은 사인⋯. 이런 요소들은 대개 단지 목적과 기능 위주의 공공디자인으로 채워져
있다. 또한 거리조형물 역시 모두를 위한다는 의미보다는 그저 거기 놓여 있을 뿐이다. 시각적
미적 요소로서의 공공디자인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사용자를 참여시키고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재미적 요소는 부족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 공공디자인은 모두의 참여가
우선일 것이다. 사람이 즐거워하고 재미있게 여기는 디자인에서의 시도가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다. 흥미로운 공공디자인은 도시에 생동감과 역동성을 불어넣는다.

자료 협찬 | 더플레이스

SPECIAL 펀 디자인

FUN DESIGN

펀 디자인은 왜 현대사회로 파고들까?

참여를 이끌어내는 매개체, Fun
1 이탈리아 리빙 브랜드 알레시의 ‘안나와 알렉산드로’ 와인 오프너.
2, 3 스웨덴 지하철 출입구 계단에 설치된 ‘피아노 계단’

목적과 기능 위주의 공공디자인을 벗어나 사용자를
위한 즐거움과 편안함의 요소로서
주목하는 것은 재미(fun)다. 모두를 위하는
공공디자인은 사람들의 참여와 공감을 불러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라도 즐겁고 유쾌한 변화는
필요불가결한 요소인 것이다.
글·사진 | 박태욱(덕성여자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교수)

필요에 의한 소비에서 감성적 재미를 위한 소비로

위한 중간 통로 역할의 지하철 출입구의 계단 등 단

흔히 많은 여성들이 이상형을 물어보면 ‘자신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유

지 목적과 기능 위주의 공공디자인으로 채워져 있

머러스한 남성’이라고 대답한다. 회사에서도 재미있고 유쾌한 성격을 지

다. 요즘 공공디자인에 대한 변화가 곳곳에서 일어

닌 사람들은 동료들 사이에 인기가 많다. 이처럼 사람간의 관계에 있어

나고 있지만, 시각적 미적 요소로서의 기능은 담당

서 유머러스하고 재미있는 사람은 좋은 첫인상을 주고, 그 호감은 대인

하고 있을지언정 사용자를 위한 즐거움과 편안함의

관계를 원만하게 해주는 친밀감의 매개체가 된다. 이렇듯 재미(Fun)는

요소는 아직 부족한 상태이다. 서울시가 이런 공공

우리의 생활에 활력을 주는 요소이며 삶의 윤활제 역할을 한다.

디자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와 공감의 코

현대사회로 들어서면서 생활 속에 재미를 추구하는 경향은 점점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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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를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다행스럽다.

대되어 이제는 문화적 경향과 소비문화 자체도 변화시키고 있다. 이제

앞으로의 공공디자인은 모두의 참여가 우선이다.

사람들은 단순한 필요에 의한 소비가 아닌, 감성적 재미를 위한 소비를

사람이 즐거워하고 재미있게 여기는 변화가 필요한

한다. 이 때문에 흥미를 유발하고 재미를 추구하는 상품과 문화 콘텐츠

시기인 것이다. 즉 재미라는 요소를 더하여 모두에

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콘텐츠들이 성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이로 인해 사람들의 참

이탈리아의 생활ㆍ가정용품 디자인회사인 알레시(Alessi)사의 디자

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인 상품들은 재미(fun)있는 요소를 접목시켜 성공한 좋은 사례이다. 대

다. 이때 더해지는 재미는 형태적인 것에서 나오는

표적인 예로 와인 오프너를 들 수 있다. 여자 모양의 이 와인 오프너는

시각적인 1차원의 ‘웃김(humor)’이 아니라 디자인

와인 병마개를 열기 위해 오프너 위쪽의 얼굴을 돌리면 팔이 점점 올라

이 사람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 참여에 의한 2차적인

온다. 단순히 형태적 재미뿐만 아니라 ‘안나’라는 이름을 붙이고 ‘알레

반응을 보여줌으로서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될

산드로’라는 남자친구도 만들어 상품에 이야기를 담았다. 이같은 스토

수 있게 하는 ‘흥미와 즐거움(enjoy)’을 뜻한다.

2

1

3

리텔링은 작품에 재미(Fun) 요소를 극대화시켜 같은 기능을 가진 상품

스웨덴 지하철 출입구 계단에 설치된 ‘피아노 계

들 사이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원인이 되었다. 재미는 이처럼 사람들에

단’은 흥미와 즐거움을 유발시켜 사람들의 참여도

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며 주변으로부터 돋보이게 해준다.

를 높인 ‘fun 공공디자인’의 좋은 예로 볼 수 있다. 피

분리수거통은 마치 두더지 게임처럼 여러 가지 구멍 중에 불이 들어오는 곳에 빈

특히 재미는 광고의 카테고리 속에서 내용에 대한 집중도를 향상시

아노 계단을 설치하기 전에는 지하철 이용객의 대

병을 넣어서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이 점수가 최고 점수에 도

키며 타인을 설득하는 데 유용한 요소로 쓰인다. 재미는 소비자에게 친

부분이 이동하기 편한 에스컬레이터를 주로 이용했

달했을 때 최고 기록을 알렸다. 기록 경신을 위한 사람들의 승부욕을 자극함으

근한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하고, 기억에 오래 그리고 빨리 남게 하는 수

다. 하지만 넓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되 관심의 사각

로써 지속적 참여가 이뤄지도록 했다.

단으로 자주 쓰인다. 또한 공익광고 속에서 드러나는 재미의 요소는 광

지대에 놓여 있던 이 계단에 밟으면 소리가 나는 기

재미는 이처럼 사람들의 행동에 긍정적인 변화를 준다. 공공디자인은 많은 사

고 내용에 대한 관점이나 개념, 문제점을 쉽게 이해시키고 공감하게 함

능을 더하자 상황은 바뀌었다. 피아노 계단은 사람

람들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참여가 없다면 그 디자인

으로써 수용자의 실천을 불러온다. 이렇듯 재미는 웃음과 정신적 즐거

들의 관심을 계단으로 이끌어냈다. 이런 변화는 단

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다. 우리 공공디자인의 낮은 참여와 그로 인해 제 역할

움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내용에 대한 집중도를 향상시키며 사람들 사

순한 이용객의 참여 증대뿐만 아니라 비만 문제의

을 다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재미 요소(Fun, Humor)

이에 정보를 보다 쉽게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해결과 전기절약 등의 측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흥미로운 공공디자인은 단순한 참여에 머물지 않고

수 있다. 이는 펀한 디자인 요소가 단순히 공공시설

자연스레 사람들이 공공의 이익에 참여하고 공감하도록 이끌 것이다. 우리에게

삶 속에 즐거움을 주는 공공디자인이 필요한 때

에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

지금 필요한 공공디자인은 도시 속의 재미있는 요소로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하

그렇다면 재미라는 요소가 사람과 환경 사이에서도 자연스러운 연결

의 이익이 되는, 즉 양쪽 모두의 윈윈(Win-win)적

고 참여도를 높이며 이로 인해 한 차원 높은 공공의 이익을 모두에게 친근하고

을 해주는 매개체로써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모두 행복하고 재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스럽게 증대시키는 디자인이다. 이젠 우리의 공공디자인도 사람과 사회 모

미있게 살기를 원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환경에서 재

빈 병 분리수거통을 하나의 오락기처럼 만들어서

미있는 요소를 찾기란 쉽지 않다. 사람들이 앉는 벤치, 목적지로 가기

사람들의 분리수거 참여도를 높인 사례도 있다. 이

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삶 속에 즐거움을 주는 디자인으로 변화해야 할
시기이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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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에서 생활제품으로, 그리고 공공디자인으로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온 펀 디자인
1 남산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이었던 조명쇼.
2 이노디자인에서 개발한 랍스터 모양의 버너도 펀 디자인의 추세를 보여주
는 예이다.

최근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는 상품을 들여다보면
‘재미’ 혹은 ‘웃음’이란 요소가 빠지지 않는다.
이른바 ‘펀(fun)’ 소비가 대세인 것이다. 효율성보다
고객에게 재미를 주는 상품이 소비를 발생시키는
이런 경향은 공공디자인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글 | 편집부

펀놀로지(fun+technology)란 톡톡 튀는 아이디어나 재미난 콘텐츠와

1

운도 만만치 않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주인공들의 모습에 ‘풉’ 터져나오는 웃음

디자인을 내세운 첨단IT기술제품을 의미한다. 요즘은 IT분야에 한정되

을 참기 어렵다. 한껏 치장한 옷을 야하게 입고 주위를 살피는 아줌마와 뱃살을

지 않고 패션, 인테리어 등을 망라해 쓰인다. 재미가 없으면 튀기 어렵고

내보이며 씨익 웃고 있는 그 자신의 초상화는 압권이다. 권위주의 같은 건 찾아

소비자로부터 외면당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례다.

볼 수 없다. 화가의 말을 빌리면 ‘사람들과 호흡할 수 있는 그림, 나다운 그림’이다.

이처럼 펀 디자인이 생활 곳곳으로 파고든 지는 이미 오래다. 공공디

우리는 이런 그림들을 보며 껄껄거리면서도 마치 허를 찔린 듯하고 노골적으로

자인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멋있고 웅장해도 그저 엄숙

드러낸 속됨이 곧 우리 자신의 일면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재미 혹은 유머의

하기만 한 디자인에는 매력을 못 느끼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

힘이다.

런 흐름은 단지 상품이나 디자인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문화적으로 확

그러나 펀 디자인을 가장 쉽게 자주 접하는 건 역시 생활용품이나 광고 등 일

장되는 추세다.

상 속의 디자인들이다. 리빙인테리어업계의 펀 트렌드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업

대체 왜 펀(재미)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것일까? 첫째, 사회 분위

체는 ‘알레시’. 이탈리아의 디자이너 알레산드로 멘디니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

기가 가볍고 오락적인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져서일 것이다. 언제

와 세련된 디자인은 보기만 해도 슬며시 입가에 웃음이 나오는 위트가 넘친다.

부터인가 칙칙하고 무겁고 심각한 것은 ‘촌스러운 것’이 되었고 가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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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꼭 머그컵을 엎어놓은 것 같은 의자나, 녹차 티백 같은 쿠션 등 독특한 상품이 많

을 부끄러이 여기지 않으며 즐거움과 웃음을 권하는 세상이 되었다. 「무

다. 세계적인 시계회사 스와치에서도 펀 상품을 찾을 수 있다. ‘스와치에게 물어

한도전」「1박2일」「남자의 자격」 같은 예능프로그램들이 시청률 최고가

봐’라는 이름의 시계는 사소한 고민에 대한 해답을 시계에게 물어보는 재미를 즐

를 치는 현상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둘째, 감성적 소비 세대가 주류로 떠

기도록 만들어졌다. 다이얼을 톡 치면 시침과 초침이 룰렛처럼 돌아가다가 두 바

오르는 것도 한 원인이 된다. 점점 가격이나 기능 위주로 따지는 이성적

늘이 동시에 임의의 한 지점에서 멈춘다. 시계에 내장돼 있는 엑셀러로미터란 센

소비에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감성을 중시하는 감성적 소비로 전환되고

서칩이 손가락이 시계문자판을 가볍게 두드리는 힘을 전자식 신호로 바꿔 시계

있는 것이다. 셋째, 급속한 인터넷 사용자층의 확대로 인한 유비쿼터스

바늘을 임의의 지점으로 이동시켰다 5초 뒤 시간기능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시대가 이런 풍조에 일조하고 있다. ‘폐인’‘오덕(오타쿠의 준말로 한 분

다.(이 시계는 절판되어 현재는 볼 수 없다) 또 우리나라 이노디자인에서 개발한

야에 광적으로 빠져든 사람을 일컫는 일본어)’이란 용어를 대대적으로

랍스터 버너는 바닷가재 모양을 닮았다.

유행시킨 디시인사이드 같은 사이트들의 패러디와 신조어는 순식간에

실물크기의 온전한 사람 형태를 만든 ‘1만 2천개의

상업공간에서 찾아내는 펀 디자인도 많다. 겉에서 보면 투명하지만 들어가면

퍼져나간다. 재미난 거라면 무엇이든 퍼나르고 보기. 인터넷이 만들어

녹차’, 세탁가루에 물을 섞어 동그란 볼을 만들고 눈

사람이 보이지 않는 화장실로 유명한 뉴욕의 바 ‘89’나 지난 겨울 뜨거운 화제를

낸 이런 풍조에 힘입어 재미난 것들은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코 입을 만든 ‘세탁볼’ 그리고 쌀 한톨을 모아 생즉시

모았던 타임스퀘어의 포에버 21의 전광판 디스플레이도 대표적인 펀 디자인이

멸을 보여준 ‘쌀 한톨의 인생’에 이르기까지 그가 온

라 할 수 있다.

뻔한 재미? NO. 펀한 재미! 고루한 미술품은 가라

라인을 통해 독자와 공유해온 작품들은 하나같이

상업적 분야에서만 펀한 디자인이 선호되는 건 아니다. 미술의 세계에

화제를 몰고 왔다. 쉽고 재밌고 황당하게 웃기지만

웃음의 영역으로 건너온 공공디자인

서 유머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다. 보통 지루

그의 작품은 때론 감동스럽다. ‘나를 더럽히는 마음

공공디자인은 불특정 대중이 접한다는 성격 때문이라도 소리 없는 참여를 유도

한 것, 평범한 것을 말하는 ‘클리세(cliche)’를 깨버리기 때문이다. 자신

을 빨래와 세탁볼과 함께 세탁기에 넣고 싹 잊자고

하는 강한 메시지 전달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한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다음번

의 작업을 통해 특유의 유머와 깨알 같은 잔재미를 선사하는 대표적인

만들었다’는 세탁볼의 경우가 대표적. 일상적인 소

기차를 기다리는 승객이 어떤 포스터를 본다고 치자. 그 메시지를 가장 오래 유지

예술가에는 ‘김치샐러드’ 윤명진이 있다.

재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일상을 비일상으로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초베스트셀러 『어? 스마일 인 더 마인드(A

‘게맛살씨’. 빨갛게 근육의 결이 다 드러난 사람의 얼굴은 그로테스크

만드는 그의 작업을 통해 사람들은 웃고 때론 위안

Smile in the Mind)』의 저자 베릴 메칼톤과 데이비드 스튜어트는 “음모를 꾸미는

하다. ‘이게 뭐야?’라고 기함했다가 자세히 보면 근육인줄 알았던 그것

받았다. 지난해에는 그의 ‘녹차 작업’이 ‘서교육십

무언가를 주어라, 그러면 소비자는 공범이 되는 데 빠져들게 된다”고 말한다. 이

들이 죄다 게맛살이다. 윤명진이 마트에서 사온 게맛살로 만들어낸 얼

2010 <상상의 아카이브-120개의 시선전>’에도 소

책에서는 펀(fun)이란 용어 대신 위트(wit)라는 표현을 주로 쓰는데, 위트 있는 디

굴은 이내 인터넷을 통해 대박을 터뜨렸고 방송에도 등장했다. 그 뒤를

개됐다.

이어서 순대와 간으로 만든 소녀 ‘순대렐라’, 1만 2천개의 녹차티백으로

웃기고 재밌는 그림을 그리기로는 서양화가 최석

자인의 가장 큰 장점은 소비자가 그 내용에 기꺼이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다. 그러
면서 강조한다. “위트는 10초 동안 흘끗 이뤄지는 커뮤니케이션과 10분 동안 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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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 DESIGN

SPECIAL 펀 디자인

해외의 펀 디자인 사례

즐거운 충격, 매력적인 도시
1 밀턴 글레이저가 9.11 테러로 인해 상처 입은 시민들을 위해 새롭게
선보인 로고.
2 ‘펀 디자인’의 정의는 몰라도 시민들에게는 이미 자연스럽게 체화
되고 있다.
1

2

세계 곳곳엔 도시의 미감을 해치지
않으면서 웃음과 재미를 던지는 디자인
시설물들이 있다. 통신원들이
찾아낸 세계 곳곳의 펀 디자인 사례와
숨은 이야기들.

서에게 디자인을 의뢰한 것이라고 한다.

자료 제공 | 일본(정미경), 호주(박상언), 독일(김건일),
중국(고영욱), 싱가포르(신재은), 뉴욕 이벤트 호라이즌(박성원)

것)으로 지어졌으나, 그 외관만 봐서는 ‘글쎄, 뭐가 재미나다는 거지?’라는 생각

깔의 본건물에 이르기까지 마이시마 공장은 마치 파쇄설비 공장이라기보다는
놀이동산 같다. 이 공장은 오스트리아 빈의 예술가 프리덴슈라이히 훈데르트바

구마모토 북경찰서의 리모델링 결과도 펀 디자인의 한 예가 될 수 있다. 국도에
접하고 있는 이 건물은 크게 세트백(빌딩 등의 상층이 하층보다 들어가게 짓는

을 지울 수 없다. 그러나 이 건물의 진가는 밤에 드러난다. 불이 들어온 건물은 딱
‘마징가 제트’의 머리를 연상시켜 보는 이들에게 재미를 선사한다.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라는 명성을 가지고 있는 싱가포르의 경우를 보
자. 1987년 개통한 싱가포르의 전철은 MRT(Mass Rapid Transit)라고 불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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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국, 싱가폴⋯ 웃음꽃 활짝 핀

싱가포르 대중교통의 핵심으로 버스와 함께 다양한 구간을 연계하고 있다. 현재

아시아 도시

MRT는 총 87개의 역을 가지고 있는데 싱가포르 정부 주도하에 운영되고 있으

일본 야마가사키의 마이시마 공장은 오사카 여행지

며 새로운 노선의 개발이 속속 이뤄지고 있다.

로도 유명한 친환경 명소다. 쓰레기 소각시설과 대

공중도덕에 엄격한 싱가포르답게 전철 내부에는 질서 유지 안내 광고가 많다.

곰이 생각하는 커뮤니케이션 사이의 차이점이다”라

이나 공사 때 쓰는 가림막은 실사현수막을 쓰는 게 보통. 그러나 서울시

형폐기물의 파쇄시설을 갖추고 여기서 발생하는 여

‘~하지 마시오’라는 금지의 문구 대신 유머러스하게 풀어낸 홍보 광고들이 눈길

고.

는 한 걸음 나아가 색다른 시도를 했다. 공사에 들어가는 총 40일 동안

열을 재활용하고 있다. 마치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을 끈다. 지하철 문에 그려진 여성 3명의 이름은 ‘딤섬 시스터즈’로 우리식으로

여기 한 장의 작품을 보자(위 왼쪽). 누구나 보면

임시로 설치해놓은 가림막에는 ‘탈의중’이라 쓰여 있었고 옆에 갑옷을

의 애니메이션 영화에나 나올 법한 외관을 띤 공장

말하면 ‘지하철 홍보대사’다. 특히 바닥에 딤섬 시스터즈를 그려놓고 그들의 ‘비

고개를 끄덕일 그 유명한 로고 ‘I ♥ NY’이다. 1975년

벗어놓은 것이다. 이순신 장군이 옷을 벗다니! 이순신 장군이 어떤 분인

은 그 자체만으로도 화젯거리다. 마치 외계인들의

명소리’로 안전선 안으로 들어가도록 유도한 재치가 돋보인다.

경제난과 사상 최악의 범죄율 증가로 최악의 관광객

가. 영화 「하하하」에서 문소리가 강조했듯이 일본군들조차 존경해마지

송신탑처럼 보이는 파란색 굴뚝부터 알록달록한 색

감소에 처한 뉴욕시는 광고회사 웰즈리치앤그린에

않는 우리의 성웅이 아닌가. 일종의 설치미술적 시도를 두고 “존경스러

의뢰하여 도시 캠페인을 전개한다. 그 결과는 1977

운 인물을 희화화했다” “너무 위험한 발상이다”는 내부 비판이 쇄도했

년 프랭크 시네트라, 모건 페어차일드, 율 브린너 같

다. ‘돌팔매질’을 각오하고 대안을 마련한 뒤 벌인 이 시도는 그러나 예

은 유명 배우들이 등장한 ‘아이 러브 뉴욕’ 광고로

상을 깨고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진행됐다. “신선하다” “재미있

나타났고, 또 다른 결과가 그래픽 디자이너 밀턴 그

다” “디자인서울답다”라는 시민들 평가는 유머야말로 소통의 중요한

레이저가 만든 이 ‘I ♥ NY’이다.

근간임을 다시금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디자인은 뭔가 낯설 것이다. 이것은 밀

서울광장을 수놓는 분수대 물길이 치솟으면 옷 젖는 걸 개의치 않고

턴 글레이저가 2003년 발표한 포스터로 ‘그 어느 때

본능적으로 뛰어 노는 아이들이나 광화문의 루미나리, 그리고 남산 르

보다 뉴욕을 사랑한다(I ♥ NY more than ever)’라

네상스를 밝히는 아름다운 조명쇼를 보고 웃고 즐기는 시민들은 ‘펀디

는 문구로 되어 있다. 잘 보면 빨간 하트의 밑 부분에

자인’이라는 정의는 몰라도 이미 그 함의에 대해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까만 얼룩이 보인다. 9.11테러로 인해 상처받은 마음

있는 것이다. 디자이너 에드워드 드 보노는 말하지 않았던가. “유머야말

을 표현한 것이다. 당시 일흔 넷이었던 노 디자이너

로 인간 두뇌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며 창조성의 모델”이라고 말이다.

가 9.11테러로 상처받은 뉴욕 시민들을 위로하고 싶
었던 마음이 위트로 승화되어 나타난 것이다.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의 가림막도 대표적
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보통 기존의 동상의 제막

싱가포르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창이공항에서도 재미난 공공시설물을 볼 수
있다. 재활용품수거대는 페트병, 신문, 캔 등 모양만 봐도 어디에 분리수거해 버

1 중국의 장애인 관련 공공표지판.
2 놀이공원을 연상케하는 일본 야마가사키의 쓰레기소각시설.
3 싱가포르의 ‘딤섬 시스터즈’를 활용한 지하철 공공광고.

릴 수 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되어 있다. 싱가포르는 공공미술의 ‘집합소’
1

사실상 위트와 유머, 재미가 결합되면 디자이너는 굳이 직접적으로 정
보를 전달할 필요가 없다. 재미는 읽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을 생각의 소
통 과정에 들어오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참여를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펀 디자인은 디자이너가 공을 던지는 행위에 비교된다. D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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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펀 디자인

1, 2 뉴욕 23가에서 벌어진 예술 이벤트 ‘이벤트 호
라이즌’.
3 2008년 뉴욕과 런던을 실시간 중계했던 텔렉트
로 스코프.

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도시 곳곳에 공공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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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난방의 그래피티가 아니라 깔끔하고 정교하게 그려진 그림이 벽면에

을 자아냈다. 이같은 아이디어는 2010년 브리스베

품이 가득하다. 싱가포르 강에 위치한 머라이언 파

펼쳐져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안겨준다. 두 번째 작품 역시 건물 벽면

인으로 이어져 버스정류장이나 도로벽면 등 어디라

크(Merlion Park, 상반신은 사자 하반신은 인어로

의 설치물인데, 이것은 아드벤트 칼렌더(Advent kalender: 독일의 크

도 인형 혹은 장난감을 연상시키는 레고들이 매달

만든 상상 속의 동물을 상징화한 싱가포르의 랜드

리스마스 전통 중 하나로, 24개의 종이문이 달린 커다란 달력을 걸어두

리거나 행진하는 모습으로 표현돼 시민들의 웃음을

마크)의 데크 주변에 놓인 의자들은 모두 제각각의

는 것이다. 이 종이문 안에는 초콜릿이 들어 있다)라 불리는 독일의 전통

자아냈다.

모양과 디자인을 자랑한다.

크리스마스 장식품이다. 그러나 이 벽화 작업은 종이문 안에 초콜릿이

또 사우스뱅크에 위치한 유레카 타워에는 착시효

현대미술의 떠오르는 별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아니라 유치원생들부터 어린 학생들이 직접 그린 그림을 숨겨놓아 화

과를 활용한 도로표지판이 눈길을 끈다. 보통 지하

경우도 빼놓을 수 없다. 급격한 도시개발이 이뤄지

제가 되었다. 보는 이를 행복하게 만들면서 발견의 즐거움도 안겨주는

주차장이 작은 교통안내표지를 여러 개 설치하여

고 있는 중국의 경우 이에 따라 공공미술에 대한 수

공공디자인이라 하겠다.

운전자를 안내하는데 반해, 이곳에서는 커다란 텍

요도 높아지고 있다. 아직은 거칠지만 발상이 대담

또 베를린에 위치한 스쿨로스 텀(Schloss Thurm)은 높이 46m의 도

스트의 그래픽 디자인이 이용됐다는 점이 특이하

한 것들이 많다. 예를 들어 보기 싫은 맨홀 구멍을 가

심 속 타워로 세월에 따라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손길이 덧붙여져 지금

다. 자연스럽게 운전석에 앉아 있으면 ‘DOWN(내려

리기 위해 바닥에 그림을 그린다거나, 말엉덩이를

의 모양을 갖추었다. 알록달록한 추파춥스의 모양새가 멀리서부터 시

가시오)’ ‘OUT(나가시오)’ ‘IN(들어오시오)’ 등이 강

시각화한 의자를 두는 것이다. 가끔 재미의 요소를

선을 끈다.

렬하게 시각적으로 다가오도록 되어 있다. 어찌 보

극대화하다 보니 조금은 무리수를 두기도 한다. ‘장

‘캥거루의 나라’ 호주에서는 도로 펜스나 도로시설물에서 펀 디자인

면 고도의 실험성을 갖춘 그래픽 디자인인데 이런

애인을 의식하고 배려하자’는 컨셉트를 담은 공공

이 유독 돋보이는 사례가 많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호주 빅토리아

창의적인 발상이 소비자에게 주는 감각적 경험은

광고판은 다리가 하나 없는 이의 모습을 기둥으로

파크의 뉴포트에서 시행된 레고 스타일의 다양한 시설물이 대표적이

엄청날 것이라 예상된다.

보여줘 주의를 끄는 데는 성공했으나 지나친 직설

다. 포장용 플라스틱 박스를 연결해 블록이나 로고처럼 만든 예술품들

화법으로 눈살을 찌푸리게도 한다. 노골적인 유머

은 사람이 벽에 매달리거나 철로 길을 건너가는 것처럼 묘사되어 웃음

1

2

3

사람들을 도시 속에 참여시키는

품의 의미에 대해 사람형체(body)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세계 속의 나 그리고

는 실패할 수 있음을 보여준 셈이다. 건물 전체를 프

뉴욕의 펀 디자인

우연히 발견하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존재’에 대해 말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결국

랑스 건물로 그려넣은 카르푸 매장이나 풍뎅이 모양

공공디자인이 일찌감치 발달한 뉴욕의 경우는 이루

도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각 능력이 살아 있도록 자극하는 역할을 하고 싶

의 외부 화장실처럼 과장이 심한 건축물들도 마찬

말할 수 없는 많은 펀 디자인들이 존재한다. 아마도

었던 것이다.

가지다. 그러나 크건 작건 이런 펀 디자인들은 생동

뉴욕에서 근래 벌어진 가장 쇼킹했던 공공예술이라

2008년 6월에는 풀턴 페리 랜딩에 텔렉트로스코프(Telectroscope)가 설치되

하는 중국의 경제발전과 빠른 디자인 트렌드의 접

면 2010년 여름에 있었던 ‘이벤트 호라이즌(Event

어 관광객과 시민을 즐겁게 해주기도 했다. 일종의 거대망원경으로 런던과 뉴욕

목을 읽을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Horizon)’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매디슨스퀘어 파

을 실시간으로 연결했던 텔렉트롭스코프에는 감동적인 사연이 숨겨져 있다.

크가 있는 23가 주변에는 난데없이 실제 사람 크기

19세기 말, 엔지니어였던 알렉산더 스탠호프 세인트 조지는 런던과 뉴욕을 잇

위트를 생명으로!

의 인간 형상이 세워졌다. 철과 파버글래스로 만들

는 거대한 횡단터널을 건설할 꿈을 품었다. 그러나 4년이라는 공사 기간 동안 무

미국과 독일, 호주 등 유럽의 디자인

어진 인간형상은 지상뿐 아니라 건물 꼭대기에도

려 15명이라는 소중한 목숨을 앓고도 그의 꿈은 현실화되지 못했고, 후손인 아

곳곳에 세워져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브로드웨이

티스트 폴 세인트 조지가 증조부의 계획서를 발견해 아티스트다운 방식으로 실

와 핍스 애비뉴 사이의 건물, 플랫아이언 빌딩을 중

행에 옮긴 것이다. 뉴욕시와 런던시의 허락을 얻어 2대의 텔렉트로스코프가 런

심을 두고 360도로 여기저기서 출몰하는 사람 모형

던 타워브리지 주변과 뉴욕 브루클린브리지 주변에 놓인 것이다. 이 망원경의 커

을 보고 이 전시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몰랐던 사람들

다란 거울에 얼굴을 바짝 대면 런던 타워브릿지 주변의 런던사람들이 보였다. 서

은 웃고 즐겼다.

로 손을 흔들고 종이에 글을 써서 의사소통도 가능했으며 안내원은 학생들이나

3

독일 라이프치히의 명소 중 하나는 건물 벽화다. 중
1

2

이 작품을 만든 이는 아티스트 앤터니 곰리(Anto

1 독일의 크리스마스 장식품 아드벤트 칼렌더를 활용한 벽화.
2 호주 유레카 타워의 주차 사인.
3 독일 베를린의 스쿨로스 텀 타워의 독특한 모양새.

시민, 관광객들이 망원경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얼마든지 참여하고 사진을 찍도

ny Gormley). 2007년에 이미 런던에서 열렸던 ‘이벤

록 유도했다. 비록 한시적으로 설치됐다 철거됐지만 그래서 더욱 의미있었던 공

트 호라이즌’을 뉴욕에서 재현한 것이다. 그는 이 작

공미술이 아닌가 한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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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 as a Participatory Medium
Going beyond functional designs, fun designs
offer pleasure and comfort to their users. Fun
and hilarious designs are a critical component of
public designs that cater to everybody and must
consider participation and empathy from their
users.
Written and Photographed by | Park duk-kyu
(Professor of Duksung Woman’s University)

and these impressions, in turn, help improve human relations. In
other words, ‘fun’ revitalizes and lubricates our lives.
In modern society, seeking fun in daily life has gradually

An element of fun, in particular, improves
people’s attention to details in advertisements.

everybody. It is time for public designs to be fun and be easily approached.

It can be a powerful tool to persuade other

An element of fun can help people approach public designs easily and

increased and, now, transforms our cultural tendency and

people. It conveys a friendly image of certain

have positive reactions to them. Here, fun means not just ‘humor’ from

consumption culture. People no longer consume something

brands, which quickly find a home in customers’

visual images of public designs, but ‘enjoyment’ with which people

based on need, but do so for emotional fun. Naturally, items or

memories and linger longer. An element of fun

continue to be interested in them.

cultural contents provoking fun and excitement have increased in

in public ads makes them easy for people to

recent years.

understand and accept what they try to convey

stairs into an amusing keyboard, offering fun and excitement to the station’

(such as concepts or problems). Fun, thus,

s visitors. It is an excellent example of ‘fun public designs.’ Before the

For instance, Alessi, a design company in Italy, integrates an

Swedish Piano Stairs established in a transit station turned a dull set of

From Need-based Consumption to

element of ‘fun’ into their items. The wine openers shown below

offers emotional pleasure, helps strengthen

stairs were installed, visitors had mainly used escalators, but visitors took

Consumption for Emotional Fun

have female faces. Their arms go up when uncorked. In addition

people’s attention to items that contain it, and

to the stairs after they were installed. An element of fun has made people

When asked, “Who is your Mr. Right?” many women answer that

to fun forms, these wine openers are named Anna and Alexandro.

helps easily mediate information to people.

interested in stairs. In addition to positive responses from visitors, stairs

their Mr. Right needs to be “humorous.” Even in the workplace,

The element of story maximizes ‘fun’ in those items, making them

fun, humorous persons are wildly popular among their

popular among customers. Thus, fun items not only have positive

Public Designs Offering Fun to People

shows that public designs not only elicit responses from the public, but

colleagues. They tend to make good first impressions on people

images, but also make themselves unique.

Isn’t it true, then, that fun can be a natural

also offer benefits to them. An element of fun can be a win-win strategy

medium between people and their

both for the public and public designs.

have helped people use less electricity and become more fit. This example

environments? We all want to live our lives full

Another example of fun public designs can be found in a recycling

of fun and happiness. But it’s difficult to find

collection bin. Made to look like a game machine, it helped increase

something fun in our urban environment. Most

people’s participation in recycling. Consisting of multiple holes, people

public designs we see—from
benches in parks to stairs in

34

streets. Public designs, however, need to consider participation from

can gain high scores if they place empty bottles into holes where lights are
on. The bin shows who receives the highest score, spurring competitions

subway stations—are

among participants in recycling. Thus, an element of fun has a positive

focused on functions. While

impact on people’s behaviors.

public designs show some

Public designs are supposed to work for everybody. Public designs

changes these days, we still

cannot be successful without positive responses from the public. But our

lack public designs that offer

public designs have rarely elicited participation from the public. It is time

an element of fun and comfort

for us to introduce an element of fun and humor into public designs. These

in addition to visual functions.

elements can increase people’s interest in public design. Interesting

Currently, public designs do

public designs do not just provoke simple participation from the public,

not elicit participation and

but make people understand their messages and participate in public

empathy from people; they

interest. In other words, what we need is public designs with an element of

remain just structures on

fun that stimulate people’s interest and participation in them and convey
messages of public interest to the public in a natural, friendly way. Our
public designs need to make a positive impact on the public and society
and offer enjoyment to our lives.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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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JOY

에코 디자인

업사이클링 기업들의 현주소

버려진 물건들, 제2의 삶을 시작하다
산업폐기물로 분류되는 현수막과 지하철 광고판, 아버지 옷장에서 묵은 60년대 양복, 버려진 소파⋯.
우리 생활에서 버려지는 모든 것들이 재활용을 넘어 재사용되는 현장. 버려진 것들의 새 쓰임을 찾아주는
업사이클링의 과정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디자인이다. 글 | 정지연 기자 사진 | 김대중

2

요즘은 단순한 재활용(recycle)에서 더 나아가

랭크’의 채수경 대표와 강원도 횡성으로 귀농한 경험을 바탕으로 쐐기풀과 한지, 생

폐품을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것이 유행이다. 업

분해 옥수수 전분을 소재로 친환경 웨딩드레스를 만들어낸 ‘대지를 위한 바느질’의

사이클링(Upcycling) 혹은 리자인(Recycle과

이경재 대표가 그 주인공들이다.

Design을 합친 말)은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등

그럼 이런 업사이클링 업체들의 현주소는 어떨까. 한국 최초의 재활용 기업을 표

20여 개 선진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추세다. 일

방하고 나선 에코파티 메아리와 고부가가치 산업인 패션으로 진출한 리블랭크 등

례로 작년 12월, 코트라가 발표한 「그린 리포트」

대표적 업사이클링 업체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가을호에서는 유리병으로 도로용 타일을 만든
영국과 폐타이어로 가방을 만든 일본, 폐가

리블랭크

세 가지 이상의 원단을 덧대 만든 레트로한 느낌의 티

전제품으로 인테리어 가구와 장신구를

세상에 단 한 벌밖에 없는
리사이클링 룩

셔츠부터 두세 개의 남성 양복을 해체하여 만든 베스

만든 오스트리아 등을 소개하며 리자
인 시대의 도래를 소개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흐름에 관심

든 점퍼 등 리블랭크의 옷들은 해체적이다. 원래 어떤 옷인지 알 수 없도록 옷을
완전히 분해해서 전혀 다른 룩으로 창조해낸다. 100% 수작업으로 만들어지며

이 많다. 특히 우리나라의 재활용

원단의 양도 한정적이라 세상에 단 한 벌밖에 없는 옷으로 탄생한다. 언밸런

비율은 49.2%로 OECD 국가들 중

스한 형태의 아우터가 리블랭크의 트레이드 마크로, 패션잡지 에디

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터 등 트렌드세터들은 물론 연예인들도 즐겨 협찬해 입는 브랜

있을 정도. 23.3%에 불과한 미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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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와 원피스, 청바지와 지퍼 디테일을 대폭 활용해 만

드다.

나 15%에 불과한 프랑스에 비한다

영등포구 문래동의 한 건물 이층에 위치한 리블랭크를

면 훨씬 높다. 이런 우리나라의 노

찾아가보았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한편에는 수거해온

력은 지난해 10월 프랑스 명품 브

현수막과 오래된 옷들이 어수선하게 놓여 있고, 맞은편

랜드 까르띠에가 주최하는 여성

에는 디자이너들이 저마다 작업대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창업 어워드에서 빛을 발했다.

2006년 시작된 여성 창업 어워

옷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념이 없다.
원단인 청치마를 가위로 집어낸 후 북북 찢어내는

드는 매년 2,000~3,000명이 출품한

디자이너가 있는가 하면, 원단 여러 개를 쌓아 놓고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1,2차 본선을 거

이리저리 대보며 소매 배색을 고민하는 이도 있다. 한

쳐 우승자를 가리는 프로그램. 친환

디자이너는 현수막 천 위에 절개선을 표시하다 말고

경·재활용 아이디어를 내세운 우리나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다. 리블랭크의 직원은 채수경

라의 여성 기업대표 2인은 최종 15인에

대표(35)를 비롯해 모두 14명. 남자 직원은 단 한 명이

포함되는 등 기염을 토했다. 현수막이

있을 정도로 ‘여인천하’다.

나 버려진 천 등을 수거해서 세상에 단
한 벌밖에 없는 패션의류를 만든 ‘리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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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의류업체처럼 디자인이 정해진 후 대량생산라
인에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구조가 아니라 남들이 생

1
1
2
3
4

3

패션이라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뛰어든 리블랭크는 업사이클링 업체의 선두주자다.
단지 리폼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으로 창조해내야 한다.
리블랭크 채수경 대표와 디자이너들. 재활용기업으로서 자부심이 크다.
SDF 현수막을 재활용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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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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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동의 에코파티 메아리 직매장.
에코파티 메아리의 상점 고릴라 인형.
재활용 양말을 담아내는 용기는 다 쓴 실패를 재활용한 것이다.
에코파티 메아리의 상징물인 고릴라 인형을 안고 있는 황용운 마케
팅 담당.

1

각하지 못한 디자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의 강

2 3

색 등이 켜졌다. 2008년에는 국내 패션 브랜드 마인이 기획한 ‘더 메모리 오브 마인

에코파티 메아리의 가방이나 잡화 등은 결코 가격대가 싸진 않다. 재활용품의 특

속을 받고 시행한다.

도는 훨씬 세다”면서도 채대표는 “그러나 자신들

(THE MEMORY OF MINE)’에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진행했다. ‘더 메모리 오브 마

수성 때문이다. 10만원대의 제품들이지만 의외로 판매가 잘된다. 파격적인 디자인

사회적 기업에 걸맞게 터치포굿은 지역 자활

의 개성을 맘껏 드러낼 수 있는 데다가 낡아서 버

인’은 고객들로부터 사들인 10년 넘은, 많게는 20년이 된 마인의 빈티지 의상들을 되

의 힘 때문이다. 특히 쌈지길의 숍앤숍으로 출발하여 SK텔레콤의 기부로 인사동에

공동체와 함께 100% 수작업과 관련, 일자리를

리려던 것이 새제품이 되어 백화점 매장에서 판

살리는 프로젝트다. 리블랭크의 수석 디자이너 윤진서가 만들어낸 이 작품들은 백

2009년 2월 오픈한 인사동 직영점은 오픈한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충분히 손익분기

창출하기도 하고, 사업 수익금의 5%를 환경재해

매된다는 걸 지켜보면 그 짜릿함이란 이루 말할

화점 매장에 전시된 후 판매되었으며 40점 전량이 솔드 아웃되었다. 또 작년 초에는

점을 넘기는 매출을 보여주고 있다.

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기부하고 있다. 2011년까

수 없다”고 강조한다.

서울시로부터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문화·예술 분야의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

리블랭크의 원단은 모두 아름다운 가게에서

았다.
“4년 전과 비교해보면 정말 의식수준이 달라졌다. 앞으로는 재활용을 위한 솔루션

자 유무를 살피고 나서 작업에 들어간다. 수석 디

을 단지 상품에만 집중하지 않고 에너지로 전환하고 싶다. 예를 들어 열효율이 높은

자이너의 판단을 바탕으로 주니어 디자이너의 밑

사옥을 짓는다던지 말이다”라며 채대표는 앞으로의 꿈을 말했다.

채대표는 지난 2008년 리블랭크를 창업했다.

에코파티 메아리의 독특한 디자인을 책임지는 이들은 3명의 디자이너다. 영국에
서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공부하고 온 유학파 김태은 씨를 비롯해 모두가 폐품이 가

받는다. 아이템에 따라 세부 분류하고, 원단의 하

작업과 공임 과정을 통해 한 벌의 옷이 탄생한다.

리블랭크의 제품은 가로수길의 편집숍과 홍대의 상상마당, 명동백화점 내 에코
숍 등에서 판매하며 온라인쇼핑몰(www.reblank.com)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아름다운 가게의 에코파티 메아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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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는 물성과 이를 표현해내는 방법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끝에 개성

지는 저소득층 아토피 아동들의 환경개선을 돕
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터치포굿은 단지 에코백을 제작하는 회
사에 머무르지 않고 에코 솔루션 회사로 확장할

넘치는 제품을 내놓고 있다.
에코파티 메아리의 베스트 상품은 현수막과 가죽 소파로 만든 가방과 지갑 라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현수막의 견고한 재질을 활용한 타플린 백팩이나 플리트 파우치 등은 계정에

세이브어스마켓은 ‘지구를 구하는 가게’라는

관계 없이 잘 나가고, 연말연시에는 헌 소파가죽과 재생지를 활용한 신년 다이어리가

브랜드명이 보여주듯이 지향점이 명확하다. 이미

인기를 끈다.

버려진 옷과 원단을 수거해 수작업으로 리자인해

디자이너로 일했다. 재활용 물건을 새롭게 디자

에코파티 메아리

지난 2006년 아름다운 가게에서 시작한 국내 최초의

특히 이번에는 소셜코머스 업체와 손잡고, 안철수 카이스트 석좌교수, 박원순 변

서 생산하는 게 원칙이다. 원단의 질감과 무늬가

인하던 전시회를 기획, 준비했는데 그때의 전시

국내 최초의 재활용품
디자인 브랜드

재활용품 디자인 브랜드인 에코파티 메아리. 판매 재

호사, 모델 장윤주, 가수 장기하 등 사회 각 계층 유명인사들이 직접 쓴 신년 희망 메

독특한 1960~80년대 빈티지 의류는 미국과 일본

고 상품에 디자인을 입혀 내놓은 상품들이 인기를 끌

시지가 담긴 다이어리를 경매 방식으로 판매해 그 판매수익금을 국내 소외계층 어린

에서 공수해온다.

이름이 곧 지금의 회사명이 됐다. 리블랭크의 공
동창업자가 된 4명의 디자이너는 “‘re-create’ 로
하자, 아니다 ‘re-pair’가 낫다. ‘re-cycle’로 그냥
가자”는 토론 끝에 “그렇다면 재활용을 뜻하는
‘re’ 외에는 비워두자(blank)”고 합의했다는 것.

면서 지난 2009년 초 별도 사업부로 독립하게 되었다.
에코파티 메아리란 ‘생태적 활동들이 모여 사회의 모범이 되도록 하자’는 의미를
담아 지은 이름. 2009년 노동부 선정 사회적 기업으로 뽑히기도 했다.

이들의 지원과 베트남 소수민족 어린이들의 교육지원 사업에 사용했다.
앞으로 에코파티 메아리는 2월 온라인 쇼핑몰(www.meary.com) 런칭에 이어 패
션 무가지 「oh! boy」의 김현성 작가와 손잡고 지면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6명의 디자이너들은 이것을 리폼하여 요즘 트
렌드를 반영하고, 나머지 자투리 천을 이용해서
는 모자, 브로치, 가방, 구두, 팔찌 등의 액세서리
를 만들어 판매한다.

강동구 성수 공고 부근의 한 공장에 사업부를 두고 있는 에코파티 메아리에는 총

창업 후 하자센터의 인큐베이팅 과정의 도움

15명의 상근자와 ‘활동천사’라 불리는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한다. 계단 옆에는 각종

터치포굿·세이브어스마켓

2008년 뜻있는 청년들이 힘을 합쳐 만

폐품을 재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만드

을 받았지만 어려움이 많았다. 매년 전년 대비 2

현수막이 무더기로 쌓여 분류를 기다리고 있고, 소파갈이 원단이나 인공 가죽, 자투

후발 업체들도 활발한 활동

든 사회적 기업 터치포굿(Touch4good).

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리사이클링이라는 원

배의 성장을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익분기

리 천들이 정리되어 쌓여 있다. 의류는 아름다운 가게와 의류 공장에서 자투리 원단

‘더 나은 쓰임을 위한 똑똑한 리사이클

칙과 개성 있는 만듦새, 그리고 윤리적 소비가 결

점을 넘기기 어렵다. 100% 수작업이다 보니 제품

를 롤째 받고 있으며, 가죽은 소파 천갈이 업체나 파주의 가구 공장 등에서 기증받

링’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산업폐기물로 분류되는 현수막에서 지하철 광고판, 자전거

부되면 시장은 더 넓어질 수밖에 없다. “에코 제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탓이다.

고 있다. 황용운 마케팅 팀장은 “메아리 디자인의 마니아층이 두터워지고 있고, 전

튜브에 이르기까지 우리 생활에서 버려지고 있는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만든 에코

품들은 단지 착한 제품이 아니라 똑똑하고 욕심

체적으로 에코라이프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고 있다. 길거리에서 종종 에코파티 메

백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광고게시물을 수거해 기업 로고를 걸러내고 글씨와 그림

많은 제품”이라는 터치포굿 박미현 공동대표의

아리의 가방을 메고 있는 젊은이들을 볼 때 뿌듯함을 느낀다”고 말한다.

을 재배치하여 디자인한다. 재료들은 모두 기증 기업에게 ‘책임 있는 처리’에 대한 약

말은 그래서 더 의미심장하다. D

그러나 친환경과 디자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리블랭크의 행보에도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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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너피플

박정화

양승주

권은선

강효진 실장

서울 속에 꽃필 디자인의 힘을 믿는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도 핵심 인력이 모여 있는 곳, 디자인개발실. 2007년 전문 디자이너들을
영입하여 구성한 팀으로 ‘서울다움’을 창조하고 구현하는 일을 하고 있다. 평균 연령 34세, 6인조
여성으로 구성된 공공디자인과 ‘디자인개발실’의 유쾌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글 | 하정희 기자 사진 |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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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명희

황상미

박내규
전 공공디자인과장

는 일임은 물론이요 나아가 자연환경도 고려

관팀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권은선 주무관,

회고한다. 특히 ‘사공’이 많을 수밖에 없는 대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조용하지만 즐거운 박정화 주무관, 팀내 분

형 프로젝트의 경우 디자인과 시공, 예산과

동주민센터와 복지시설의 유니버설 디자

위기 메이커 황상미 주무관, 막내지만 이미

기공기간 등을 두고 첨예하게 갈등을 빚거나

인, 그린디자인 등 그들이 이제껏 해온 다양

유부녀인 양승주 주무관이 만들어내는 멋진

하는 상황들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순발력

한 프로젝트는 시작에 불과하다. 더 다양한

하모니 때문이다.

과 의사 소통 능력도 필요했다.

분야에서 서울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서울

늘 모여 왁자지껄 일할 때도 있지만, 때론

권은선 주무관은 “처음에는 다들 ‘디자인’

다움’, 그리하여 세계 시민들이 인정하고 사

사무실이 텅 비어 버릴 때도 있다. 디자인 협

이라고 말만 하면 뚝딱~! 만들어지는 줄 알

랑하는 ‘서울다움’을 만드는 일은 앞으로도

의를 위한 지방 출장도 잦고 참여해야 할 컨

더라고요”라며 초창기의 모습을 떠올리며 웃

쭉 계속될 것이다.

퍼런스와 세미나, 미팅도 많기 때문이다.

는다. 그러나 서로 ‘출신(?)’이 다른 데서 왔

서울에 색을 입히는 사람들

단이 그들이다. 아마조네스 군단이라고 하여 꼭 여전사를 떠올릴

강효진 실장은 “지금까지는 기본적인 디자

평소에는 여자들이 중심이다 보니 술을 마

던 문화적 차이는 이제 상당 부분 격차가 줄

로마나 파리 같은 역사가 오래된 유명 도시를 생각해보면 하나의

필요는 없다. 박내규 전 공공디자인과장은 “모두가 미인인데다가 외

인 요소를 개발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시는 회식보다는 함께 차를 마시거나 맛있는

어들었다. 일선 행정부서에서도 자신들의 현

이미지가 선명히 부각된다. 전차군단의 말발굽 소리와 함께 콜로세

유내강형 인재들로 수많은 디자인 업무를 처리하느라 밤샘도 불사

수밖에 없었죠. 앞으로는 이러한 디자인적

음식을 먹고, 영화보기를 즐긴다. 강효진 실장

장에 디자인의 의미와 중요성을 적극 수용한

움의 함성이 들려오는 로마나, 에펠탑이 우뚝 서 있는 예술과 사랑

하는 억척 일꾼들입니다”라고 부서를 소개한다.

요소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고 확대

은 “미혼 직원이 3명이나 있다는 말을 강조해

결과다. 디자이너들 역시 마찬가지로 부족한

시키는 일을 해야죠”라고 다부지게 말한다.

달라”고 당부했는데, 이런 모습에서 직장 동료

행정업무와 체계를 익혀가며 이제는 전공분

를 넘어서는 살가운 자매애를 느낄 수 있다.

야(?) 외에 행정업무도 잘하는 디자이너로 거

의 도시 파리. 이처럼 도시가 가지고 있는 선명한 이미지는 그 도시
가 가지고 있는 ‘도시다움’이다.

2007년에 결성된 디자인개발실은 각계에서 실무경험을 쌓은 전
문가들 위주로 선발됐다. 제품, 시각, 편집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

최근 몇 년 전부터 600년 역사를 지닌 우리의 수도 서울에도 ‘서

에서 실력을 닦은 이들은 각자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초기 서울 디

6인조 여성 그룹, 부드러움으로 이야기하다

그러나 디자인개발실의 이런 하모니가 처

울다움’의 옷을 입히는 다양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지금은 꽤 익

자인 정책의 요소 개발은 물론 다양한 디자인 펀더멘탈 사업에도

매일 아침 9시, VP(Visual Planning, 업무 드

음부터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초창기의 좌

다르다는 이질감을 넘어 디자이너로서 가

숙해진 서울서체·서울색과 얼마 전 인기 첩보드라마에도 등장한

참여했다. 서울이라는 빈 도화지에 이미지를 덧입히는 이들의 노력

러내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디자인 개발실 6

충우돌 사건사고와 어려움을 헤쳐나가며 쌓

지고 있는 전문성을 공공의 영역에서 얼마나

명소 뚝섬 한강공원의 자벌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자인 요소를

이 대표적으로 드러난 것은 서울색, 서울서체의 탄생일 것이다. 물

인조 여성들. 그녀들의 아침은 언제나 유쾌하

인 관록의 결과랄까. 이들은 행정업무가 중

더 효율적으로 또한 아름답게 기여할까 고민

듭났다고 자신감을 비친다.

개발하여 서울다움에 색을 더하는 사람들은 과연 누굴까? 바로 문

론 이런 작업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한 도시를 대표하는 서체나

다. 눈빛으로 말하는 ‘부드러운 카리스마’ 강

심이 된 공무원 세계에 디자이너들이 참여하

하는 디자인개발실. 이 ‘미녀 6인방’의 앞으로

화관광디자인본부의 공공디자인과 디자인개발실의 ‘아마조네스’ 군

색을 만드는 일은 그 도시의 인문학적 역사적 배경을 고려해야 하

효진 실장, 팀의 최고 연장자인 곽명희 주무

려니 쓰는 용어부터 달라 어려움이 많았다고

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대목이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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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JOY 그린 아이디어

서울을 푸르게 달린다! 공공자전거

Whenever
Wherever You Go
서울시에 공공자전거가 도입되어 2010년 10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점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무인 대여 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서울시 공공자전거는 경쾌한 단청빨간색
프레임에 서울시의 상징인 ‘해치’가 그려진 것이 특징. 언제, 어디서, 어디로든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자전거의 매력 집중탐구. 글 | 이지영 기자 사진 | 김대중

자전거로 만드는 맑고 깨끗한 서울

42

이용료는 1유로이다.

서울시가 빌려주는 스마트한 자전거

끝없이 늘어선 차들과 꽉 막힌 도로, 거기에 매연과 소음⋯. 우리가 서울시의 자전거 정책에 관심을 가질 수

‘자전거(Bike)’와 ‘택시(Taxi)’의 합성어인 캐나다의 빅시 또한 유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빌려 탈 수 있는 서울시

밖에 없는 이유다. 따져보면 자전거만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도 흔치 않다. 대표적인

명한 무인 자전거 대여 시스템이다. 2009년 5월부터 몬트리올, 퀘벡

공공자전거 시스템은 크게 자전거와 자전거보관소(스테이션의 키

녹색교통인 자전거를 이용하면 우선 대기오염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에너지 절약, 주차문

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파리의 벨리브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용방법

오스크와 거치대), 자전거 운영을 중앙에서 제어하는 관제운영센터
등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해결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이용자의 건강 증진과 유류비 절감에도 기여하는 등 수많은 장점을 가지고

역시 상당히 간편하다. 특히 빅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캐나다 몬

있다. 다만 복잡한 서울 도심에서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전용도로나 대여 및 보관소

트리올을 방문했을 때 둘러보고 도입을 결심한 것으로 서울시 공공

그 중에서도 자전거의 가장 큰 특징은 스마트 단말기가 부착되

등 각종 기반 시설의 뒷받침이 필요한 것이 사실.

자전거의 기본 바탕이 된 모델이기도 하다. 튼튼한 잠금장치가 설

어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주행속도부터 이동거리, 사용시간, 소

이에 서울시는 이용자의 동선을 고려해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교차로 부근 자전거 이용이 활발한 여의

치되어 있어 분실의 염려가 적고 프레임에 쉽게 부식되지 않는 알루

비열량, 온실가스 감축량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고장신고도 가능

도와 상암 지역 43곳에 스테이션을 마련하고 공공자전거 400대를 비치하여 시범 운영에 나섰다. 오랜 준비

미늄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며, 거치대의 해체와 조립이 간편해 추

하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탈 수 있는 디자인을 추구했으며, 파손

끝에 선보이는 공공자전거 시스템이 서울을 세계적인 친환경 자전거 도시로 발돋움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가 설치도 쉬운 장점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류장의 모든 동

및 훼손에 대비하여 내구성이 강조되었다. 유선형의 프레임은 알루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또한 어디든 갈 수 있는 안전한 전용도로를 구축하고, 대중교통과 연계되는 친

력은 태양열을 이용한다고. 몬트리올에는 현재 총 300군데의 정류

미늄 재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청빨간색을 사용했다. 밖으로 드러

환경 교통 시스템을 확장·완성해 2010년까지 자전거의 교통수단 분담률 1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장과 3,000대의 빅시 자전거가 마련되어 있는데, 앞으로 캐나다 정

나면 지저분한 인상을 줄 수 있는 브레이크 및 기어 체인지 케이블

있다. 자전거를 통해 보다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며, 궁

부는 자전거 대수를 5,000대로, 정류장의 수를 400곳으로 늘릴 예

은 프레임 내부로 수납했다. 또한 내장 기어를 사용해 고장을 줄이

극적으로는 도심과 한강을 연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새로운 문화 가치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정이라고 한다.

고 갑자기 체인이 벗겨지는 등의 사고를 방지했다. 공공자전거의 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는 ‘바이싱(Bicing)’이 있다. 바르셀로나시에

이어 크기는 누구나 쉽게 이용하기 위해 일반적인 성인 여성용 자

자전거 선진국의 공공자전거

서 운영하는 것으로 400개가 넘는 자전거 정거장이 있으며 자전거

전거의 사이즈인 24인치에서 26인치까지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공공자전거는 프랑스 파리의 ‘벨리브(Velib)’, 캐나다 몬트리올의 ‘빅시(Bixi)’ 등 자전거 선진국에서 대부분 운

전용도로 또한 정비가 잘 되어 있다. 특히 바르셀로나시에서 버스나

데, 그 중에서 사용성과 기능성을 모두 충족하는 26인치를 표준으

영 중인 시스템이다. 집 인근의 자전거보관소에서 회사 주변의 자전거보관소까지 공공자전거를 이용해 이동

메트로의 1회 승차권이 1.35유로인 것을 감안했을 때 1년 동안 이

로 하고 있다. 그리고 포장도로에 맞는 시티형 타이어를 사용하여

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선진국은 이를 통해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고 있다. 서울시의 자전

용 횟수에 제한 없이 연회비가 30유로인 바이싱은 상당히 저렴한

보다 적은 마찰로 효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체인 부위에

거 도로 상황에 맞게 도입된 공공자전거 시스템은 바로 이러한 자전거 문화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한 것.

것이 장점이다.

는 체인커버를 장착해 의류의 손상이나 오염을 방지했으며 브레이

세계의 공공자전거 서비스 제도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각 나라에서 벤치마

앞서 살펴본 유럽 각국뿐 아니라 국내에도 무인자전거 대여 시스

킹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이 프랑스 파리의 ‘벨리브’이다. 프랑스어로 자전거를 뜻하는 ‘벨로(Velo)’와 자유를 뜻

템이 도입된 곳이 있다. 경남 창원시가 대표적인데 ‘누비자(Nubija)’

하는 ‘리베르테(Liberte)’의 합성어인 벨리브는 파리 시민뿐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파리 시내 어

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창원시 곳곳을 자유로이 다니다’라

느 곳에서든지 반경 300m 안에서 쉽게 벨리브 대여소를 찾을 수 있는데다, 빌린 곳까지 다시 가지 않고 목적

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누비자는 2008년에 시작되어 공영 자전거

지까지 타고 가서 반납하면 되는 편리함 때문이다. 또한 신용카드 또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수 있는 교통카

500대, 정거장 20개를 운영하고 있다. 창원시 역시 2013년까지 공영

드로 요금을 낼 수 있어 관광객들이 이용하기에도 큰 불편이 없다. 2005년, 리옹시에서 처음 실시해 좋은 반

자전거 5,000대, 정거장은 250개로 확충하여 2020년 자전거 교통

응을 얻자 2007년 7월부터 파리에서도 시행하게 된 벨리브는 750개의 대여소에서 1만 대의 자전거를 대여하

분담율 20%를 계획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자전거특별시를 목

는 것으로 시작해 2009년 7월에는 대여소의 개수가 1,800여 곳으로, 자전거는 2만 6,000대 이상으로 늘어났

표로 하고 있다. 이 밖에도 대전시에는 ‘타슈(Tashu)’, 경기도 고양시

을 정도다. 파리 시민들의 활발한 이용 덕분에 지금도 대여소와 자전거의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에는 ‘피프틴(Fifteen)’ 등의 이름으로 공공자전거 대여 서비스가 운

벨리브를 이용하려면 150유로의 보증금을 내야 하며 1년 정액 이용료는 29유로, 1주일 이용료는 5유로, 1일

영되고 있다. 이제 한국도 자전거 선진국으로 비상 중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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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디자이너
김종범이 말하는
자전거 자가 정비 요령

가구디자이너 김
종범은 ‘이륜이동
정비소’와 ‘내가 고
치는 자전거 학교’
를 기획해 자전거
를 고쳐주거나 스스로 고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운
영한 바 있다. 그는 “자전거의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새것과는 다른 상태로 변해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
리가 타고 있는 자전거의 각 부분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살펴보고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전거의 작동원리를 이해하고 적절한
정비를 해주는 것이지요”라고 설명한다. 물론 정비
기술에 앞서 도로교통 상식을 숙지하고 가속, 감속,

변속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전한 라이딩 습관을 갖는
것이 필수다. 스스로 자전거를 정비하는 요령은 다음과
같다. 우선 타이어의 공기압, 앞 뒤 브레이크의 제동력,
핸들의 정렬, 체인의 상태 등을 체크한다. 브레이크는
레버를 잡아보아 핸들에 닿지 않아야 하며, 변속기는
실제 운행 전에 부드럽게 변속이 되는지 시험해보아야
한다. 핸들이 비뚤어져 있다면 조향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바로 잡아주고, 체인에는 윤활유가 적절히
묻어 있는지도 확인한다. “브레이크 케이블을 3mm만
더 팽팽하게 당겨주어도 제동력에 있어 커다란 차이를
보여줍니다. 변속기 케이블 조절 나사를 반 바퀴만
돌려줘도 변속감이 달라지고, 체인을 잘 닦고 윤활해
주는 것만으로도 상쾌한 주행감을 얻을 수 있고 구동부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정보

수명을 배로 연장시킬 수 있어요.” 그가 덧붙인다. 서울
특별시 자전거 홈페이지의 자료실에도 간단한 자전거
정비 요령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크는 롤러 브레이크를 적용해 이물질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전

상암지역에서 시범운영 중인 공공자전거를 직접 이용해보기로 했

한 제동이 가능하다. 인체공학을 배려한 안장은 장시간 운행하였

다. 우선 서울시 공공자전거 홈페이지(www.bikeseoul.com)에서

일단 자전거를 타고 공원을 한 바퀴 돌아보기로 했다. 이동하는

을 때의 통증을 완화시켜주도록 디자인되었다. 쥐었을 때 자연스러

회원으로 가입했다. (비회원인 경우 자전거 거치대 옆에 마련된 키

데 큰 불편은 없었다. 교차로나 건널목에서는 인도 가장자리에 설

우며 누구에게나 부담 없는 자세를 유도하는 핸들의 디자인도 확인

오스크에서 1일 이용권을 신청하면 된다.) 월드컵경기장역 3번 출

치된 연석과 도로 및 지면의 높이를 잘 맞춰두어 지나다니는 데 크

할 수 있다. 자전거 스테이션에 반납할 때뿐 아니라 운행 중 잠깐 세

구 앞에 있는 자전거보관소에 도착하자 빨간단청색 자전거와 키오

게 어렵지 않았다. 인도의 자전거길도 포장이 되어 있어 요철을 크

워놓는 경우에도 분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조 잠금장치도 제공

스크가 눈에 띄었다. 스크린 터치로 작동되는 키오스크에서 ‘회원’

게 느끼지 않고 운행할 수 있었다. 핸들 부분에 장착된 스마트 단말

한다. 앞부분에는 튼튼한 바구니가 부착되어 있으며 앞뒤 바퀴에

을 선택한 후 ‘자전거 대여’를 입력하자 사용자 확인 페이지가 열렸

기의 경우 자전거와 관련된 정보가 실시간으로 나타나 유용했으며

는 흙받기가 적용되어 쾌적한 운행에 도움을 준다. 또한 자전거를

다. 여기에 홈페이지의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키오스

앞에 짐을 실을 수 있는 바구니가 있어 무척 편리했다. 또한 전조등

반납할 때 보관소에 자전거가 가득 차 있어도 이미 거치된 자전거

크 화면에 표시되는 6자리 자전거 대여 번호를 확인한 다음 자전거

과 후방의 안전 점멸등이 부착되어 있어 야간에 타기에도 크게 무

에 연결하여 반납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데 이는 세계 최

를 골라 스마트 단말기의 ‘대여’ 버튼을 눌렀다. 대여방법을 선택하

리가 없을 듯했다. 하지만 도로에 설치된 자전거 전용도로에 진입하

초로 적용된 것이다.

는 화면이 나와 ‘대여번호로 대여하기’를 고르고 발급받은 번호를

자마자 불법주차된 차량과 자전거 전용도로인 줄 모르고 운행 중

입력했다. 자전거가 거치대에서 분리되면 대여가 완료된 것. 자, 이

인 자동차들 때문에 사실상 자유로운 이동이 불가능했다. 공공자

간결한 디자인으로 구성된 스테이션의 키오스크는 자전거보관소
전체를 제어하면서 결제와 편의를 돕고 있다. 거치대는 자전거를 인

제 신나게 달려보자!

식하여 잠금과 보관이 가능하도록 하고, 전력선 통신(PLC)를 이용한
자전거 배터리 충전 기능도 갖추고 있다. 스테이션에는 CCTV가 설
치되어 있어 실시간으로 대여 상황과 보관소의 상태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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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하기

전거 자체나 이를 대여하는 제도는 훌륭하지만 사용자가 위험과 불
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보다 잘 정

타기

비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19kg 정도인 서울시 공공자전거는 생각보다 꽤 무게가 나갔
다. 신장이 160cm인 기자의 경우 조금 버거운 느낌이 들었다. 그러

기자가 직접 체험해본 공공자전거의 편리함

금 힘들었다.

여의도와 상암 일대에 스테이션과 거치대가 마련되어 있는
공공자전거와 달리, 일반 자전거를 이용하는 때에도 안전하게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자전거와 지하철을
연계하여 이용하는 경우 특히 편리하다. 서울메트로에서 운영하는
자전거보관함이 삼각지역과 종합운동장역, 수서역에 마련되어
있다. 보관료는 무료이고 1일 최대 14시간 보관이 가능하다.
서울도시철도에서는 고려대역, 화랑대역, 봉화산역, 석계역,
신풍역, 먹골역 등 6개 역에 자전거보관함을 설치해 두었다.
스크린 터치 방식의 무인 단말기로 작동되며 지하철이 운행하는
평일 새벽 1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자전거
보관함 서비스도 있다. 강남구에서는 삼성역에 60대, 학여울역에
30대, 수서역에 총 60대의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자전거
보관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보관소는 IC내장형 출입카드와
비밀번호를 통해 출입이 가능한 내·외부 이중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데다 CCTV도 설치되어 있어 철저하게 도난을 방지한다.
연회비는 1만원으로 강남구 자전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타 도시 거주자도 이용할 수 있다.

LED 표시등에 정상적으로 자전거가 반납되었음을 나타내는 ‘보관

반납하기

중’ 표시가 떴다. 만약 스테이션에 비어 있는 거치대가 없는 경우라

나 흙받기와 바구니 등의 편의장치와 내구성 및 안전을 고려한 각

대여한 지 한 시간이 경과하자 휴대폰으로 알림 메시지가 도착해

면 거치되어 있는 자전거의 자가 잠금장치를 풀어서 거치시킬 자전

종 부품 때문에 어느 정도 무게가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

자전거를 반납하기로 했다. 가까운 스테이션으로 갔더니 빈 거치대

거의 자가 잠금장치에 연결하면 된다.

의 설명. 실제 시승한 느낌은 안정감이 있는 대신 페달 돌리기가 조

가 있어서 자전거의 앞쪽 잠금장치를 천천히 밀어 넣었다. 거치대의

서울시 공공자전거의 시범운영 기간은 2010년 10월 31일부터

2011년 2월 28일까지이다. 시행 후 처음 4개월 동안은 시스템 안정
화 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특히 회원 가입자에 한해서는 1시간 무
료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요금 없이 1회 1시간
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1시간 초과 시 30분당 1,000원의 요금
을 내면 된다. 1회 1시간을 넘지 않으면 몇 번을 이용해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할 것. 만약 서울시 공공자전거를 출·퇴근 등
에 정기적으로 이용할 계획이라면 회원제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
겠다. 1년, 6개월, 1개월, 1주 등으로 회원제가 구성되어 있으며 홈
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다. 교통카드로 이용할 경우 한 번만 입력
해두면 매번 대여번호를 받지 않고 계속 이용할 수 있다. D
공공자전거 대여는 자동 키오스크에서 편리하게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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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 디자인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완성시켜낸 리서치의 힘
지난해 6월 ‘디자인 태그Design Tag’에 선정된 스마일 메이커 와이키키(Ykiky). 입꼬리만
올리고 있어도 우리의 뇌는 세라토닌을 분비한다는 데 착안해 만든 제품이다. 단순한
아이디어에 독특한 의미를 부여한 이기혁의 엉뚱한 디자인 이야기가 궁금하다.
글 | 하정희 기자 사진 | 김대중

디자이너 이기혁
미소와 행복의 상관관계에서 착안하다

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소문만복래(笑門萬福來). 웃으면 복이 온다는 우
리 옛말이 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

“저는 제가 무엇을 잘하고 또 부족한지 잘 알아요. 분석은 잘하지만 디자인과 관
련된 미감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지인들의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해요.”

도 있다. 확실한 건 웃고 즐거워할 때 우리 몸에

과생답다는 생각이 절로 난다.
“새로운 제품의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그것이

디자이너가 미감이 부족하다? 조금의 의아할 뻔했지만 이내 그의 전공이 컴퓨터

완성되기까지, 정말 수십 번씩 여러 사람들에게

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공학이라는 말을 들으니 이해가 된다. 그러나 이제 그는 스스로를 ‘디자이너’라 말

질문을 던집니다. 제 감이란 건 그때그때 상황에

세라토닌이 분비된다는 사실이다. 세라토닌의 분

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그렇게 된 데에는 서울시에서 주최했던 ‘디자인 태그’에

따라 주관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정말 많은

비는 우울증과 무기력증을 예방해주고 사람을

선정된 것이 큰 역할을 했다. 같이 선정된 다양한 분야의 디자이너들과 교류하면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제품이 되려면 이런 리서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

‘디자이너 이기혁’이란 이름에 따라오던 어색함을 떨쳐버릴 수 있었다고.

치 과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획
기적’이라고 생각해 좋아하지만 찾아보면 이미 나

재미난 사실은 우리의 뇌는 실제로 웃지 않고
입꼬리만 올리고 있어도 ‘행복하구나’ 착각하고

디자인의 바탕은 분석에서 출발한다

온 제품도 많거든요. 이 모든 게 리서치 작업에서

호르몬을 분비한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내용

이기혁의 사무실은 상암DMC에 있다. 디자이너 사무실이라기엔 뭔가 휑한 느낌이다.

고려되어야 할 부분인 것이죠.”

을 TV 프로그램 ‘생로병사의 비밀’을 통해 본 이기

달랑 컴퓨터 한 대와 여기저기 어수선하게 놓인 종이들⋯. 완성된 작업물과 시안, 비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이 그렇듯이 새로운 아이

혁은 무릎을 탁 쳤다. ‘사람들이 모두 모나리자와

주얼 자료, 팬시한 도구들로 가득한 여느 디자이너들의 사무

디어는 순간 ‘유레카!’ 하고 떠오르게 마련이다. 그

같은 미소를 지을 수 있다면 세상은 더 행복해지

실과는 거리가 있다. 아무래도 전공탓(?)이다.

러나 이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발현되기 위해서는

겠지?’
그렇게 아이디어를 착안한 후 6개월의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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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하기보다 확률을 선호한다는 말을 들으면 이

거쳐 탄생한 제품이 바로 스마일 메이커 와이키

1

“저는 제품을 만들 때 제가 만들고 싶은 제품의 기능을 먼

끊임 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가운데 하나가 흔

저 생각합니다”라고 입을 연 이기혁. 그는 소비자가 기꺼이

히 ‘리서치’라고 말하는 데이터 조사 능력이다. 특히

돈을 내고 살 만한 제품을 만들고 싶다고 한다. 자신의 감에

디자이너 이기혁에게 분석은 필요불가결한 요소다.

키다. 입에 물고만 있어도 자연스럽게 입꼬리가

“앞으로는 다양한 디자이너들과 만나 서로가

올라가 웃는 얼굴을 만들어주는 스마일 메이커

가진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협업을 해보고 싶어

는 1분씩 하루 3회 착용으로 미소를 가꾸어준다.

요. 순수 디자인 전공자가 아니라는 점이 불리한

“처진 입꼬리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

반면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은 뭔가 시무룩하고 기분이 나쁘구나’라고 여기

요. 또한 어떤 디자이너에게는 본인이 생각한 아

게 만들죠.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입꼬리

이디어를 구현하는 데 제가 가진 공학적 지식이

를 내리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스마일 메이커를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꾸준히 착용해주면 입술 주변 근육의 스트레칭

자신이 가진 핸디캡을 도리어 도전으로 풀고

으로 웃는 얼굴로 가꿔주죠.”

싶다는 디자이너 이기혁에게서 풋풋한 패기가 느
껴진다. 소소한 일상의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단순히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모나리자의 미
소를 지을 수 있게 할까’로 시작된 와이키키의 제
작은 그러나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웃는 모양의
각도, 색상, 이름 등 세밀한 부분까지 고려해야 했

작업부터 대형 프로젝트까지 앞으로 무수한 일들
2
1 입에 물고만 있어도 자연스럽게 웃는 얼굴로 만들어주는 미소교정기 .
2 이기혁은 공학도 출신이라는 이점을 살려 디자인과의 융합을 시도하고 싶다고 .

을 저지르고, 실수를 통해 성장해나갈 것이라고
말하는 이 신인 디자이너의 미래가 궁금하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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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JOY

디자인 컬렉터

의자는 조형적으로 완벽한 작은 건축

DSW
Charles & Ray Eames

톰 딕슨, 샤를로트 페리앙, 찰스&레이임스, 피에르 폴랑⋯ 20여 년 동안 전세계를 돌며 가구, 그 중에서도
의자만 집중적으로 수집해온 aA 디자인 뮤지엄 김명한 대표. 카페와 박물관, 그리고 리빙잡지의
창간으로 외연을 넓혀온, 가구에 홀린 이 사람의 열정. 글 | 정지연 기자 사진 | 김장현

LA CHAISE
Charles & Ray Eames

가구 콜렉터
aA 디자인 뮤지엄 대표 김명한

Lago

RIPPLE CHAIR

Philippe Starck

Ron Arad

가구를 오감으로 즐기게 하는 공간, aA디자인 뮤지엄

한다. “의자는 그 자체가 조형적으로 완벽하고 시대성도 담겨 있습

2007년 홍대앞 aA 디자인 뮤지엄 & 카페의 오픈은 엄청난 화제를

니다. 또 아무리 커도 인간의 키를 넘지 않는 겸손함이 있지요.”

불러모았다.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까지 의자를 중심으로 가구들
로 가득 찬 박물관은 1만 여점이라는 규모도 규모였지만, 1910년
부터 현재까지 한 시대의 획을 그은 작품들이 90% 이상 모여 있는

평소 김 대표는 ‘카피 제품은 안 된다. 동대문표 가구라도 오리지

‘모던 디자인의 보고’로 꼽혔다. 그리고 디자이너가 만든 드라마틱

널을 사라’고 주문한다. 아름다운 물건, 유명한 제품을 갖고 싶어

한 의자에 앉아 휴식과 담소를 즐길 수 있는 카페는, 하루가 멀다

하는 건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지만 그 욕망에 밀려 잘못된 선택

하고 트렌드가 바뀌는 홍대앞에서 여전히 가장 핫한 공간이다. 급

을 하는 건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조한 트렌드는 따라올 수 없는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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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망과 실용을 다루는 아름다운 해결을 제시하다

“내 마음에 드는 가구를 갖고 싶다는 건 욕망과 허영의 문제죠.

홍대앞의 터줏대감이자 소문난 가구 콜렉터인 김명한 대표는

그걸 경제 사정에 맞춰 가짜로 다루면 마음에 병이 듭니다. 전 디자

“가구를 전시해두는 데 그치지 않고, 오감으로 즐기는 이런 공간은

인 전공 학생들을 만나면 무의식적으로라도 그 가짜 욕망과 손잡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처음”이라며 자부심을 드러낸다. “90

말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년대 해외여행 자유화가 되면서 사람들의 디자인 감수성이 굉장히

그래서 그가 시도하려는 것은 aA브랜드로 가구를 만들어 파

높아졌어요. 요즘 세대들은 자기 안목과 정보를 가지고 이런 공간

는 것이다. 이른바 ‘한국판 무지’의 출현이다. 국내외 유명 디자이

을 적극적으로 향유하려 하죠. 문화는 세대별로 편식을 하게 돼 있

너들이 디자인하고 숙련된 장인들이 만드는 가구를 평범한 시민들

는데 그런 건 도움이 안되요. 여기처럼 일상에서 비교분석해볼 수

의 생활 속에 들여놓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겠다는

있게 죽 망라된 공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중이다. 마진과 비용을 최소화해서 의자는

1991년 서교동의 주택을 개조한 카페 ‘아지오’로 카페문화의 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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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만원대, 식탁은 100만원 안팍으로 내놓을 생각이다.

기를 구가했던 그는 지금도 카페 10여 개를 소유한 사장이자 유명

“저가혁명의 주역인 무지는 가구와 부엌용품에서 시작되었죠. 미니

카페들의 숨은 디자이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오랜 세월 가구를 공

멀리즘을 핵심으로 하는 일본디자인의 맛을 살리면서도 합리적인

부하고 수집했다. 스스로는 “이제 성공하지 못한 디자인은 알아볼

가격을 제시해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지 않습니까. aA가구 브랜

수 있는 정도는 되었다”고 겸손하게 말하지만 그렇게 쌓인 공력은

드가 무지 이상으로 사랑받을 자신이 있습니다.”

무시할 수 없다. 적어도 의자에 관한 한 그의 감식안을 능가할 사람

보통 콜렉터의 삶은 박물관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

은 김대표가 멘토이자 스승으로 여기는 일본의 온다 노리츠쿠를 제

는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더 아름다운 물건을 보여주

외하면 없을 거라는 게 중론이다.

고 더 많은 것들을 접하게 하고 사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이번에 나올 잡지는 3호인데 ‘지속가능한 디자인’이 핵심입니다. 슬

“성공한 디자인은 조형성, 시대성, 그리고 가격의 장점이라는 3대

“aA라는 이름으로 가구박물관과 카페를 준비했고 이어 리빙 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자인 그 자체로 아름답되 시대적 가치

자인 잡지 「캐비넷」을 창간했어요. 「캐비넷」의 창간호에는 해외의 숨

본인이 가장 잘하고, 또 즐거워하는 일로 세상 앞에 나서는 김명

와 보편성을 담아야 합니다. 가격의 장점이라는 건 곧 대중성을 의

겨진 디자인 고수 20인의 인터뷰를 담아냈죠. 프랑스 국립가구제작

한 대표. 홍대앞과 삼청동의 aA 디자인 뮤지엄, 그리고 광화문의 아

미합니다. ”

소의 피에르 폴랑을 비롯해 세계 최초 리빙 아티스트인 영국 콘린

모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곳에서 리빙 디자인을 선도해나가는 그

왜 굳이 의자였을까. 김명한 대표는 “의자는 작은 건축이다”라고 말

그룹의 프리실라 칼루치오 등 위대한 이 시대의 장인을 등장시켰죠.

의 새해 행보가 기대된다. D

로라이프와 더불어 차세대 트렌드가 될 게 분명하지요.”

VIEW 서울 디자인 뉴스

Seoul Design News

세계디자인수도 서울에서 이제 헬싱키로
디자인을 통해 삶과 경제적 부분에서 개선 가져왔다는 평가
세계디자인수도로 얻은 브랜드 효과는 8900억원에 달해

2007년 샌프란시스코 총회에서 2010년 세계 디자인 수도(WDC)로 선

울의 도시경쟁력이 2006년 27위에서 2010년 세계 9위로 올라섰고, 관

디자인은 나눔이고 배려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유니버설 디자인이

자인 역량에 있어서 앞선 도시는 아니었지만 열정과 비전으로 승부해

정됐던 서울시는 수많은 WDC관련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차

광객도 2007년 640만 명에서 지난해 780만 명으로 증가했다는 것이

그렇다. 눈에 보이는 시설물을 사회적 약자를 위해 디자인해야 하며 노

최초로 세계 디자인 수도가 되었고, 지난 7월에 유네스코 디자인 창의

기 디자인 수도인 헬싱키로 명판을 전달하는 인수인계식을 치렀다.

다. 또 뉴욕타임스와 뉴스위크 등 해외 유력 언론이 ‘가고 싶은 도시’로

약자나 장애인 임산부 등이 도시 시설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도

도시로 뽑힌 것도 바로 이런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선정하거나 디자인 서울의 성과를 평가한 점도 제시했다.

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0년 12월 8일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WDC 인수인계식

2010년 한 해 동안 서울시가 세계 디자인 수도로 지정됨에 따라 도시

에서는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 주시 피유넨 헬싱키 시장, 그리고 마크 브

한편, 이날 인수인계식에 앞서 열린 세계 디자인 수도 컨퍼런스에서

이어 열린 기자회견에서 마크 브라이텐버그 ICSID 회장은 “디자인이

브랜드 가치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 산하 산업정

라이텐버그 세계산업디자인단체협의회(ICSID) 회장과 호주의 퍼스 시

오세훈 시장은 기조연설을 맡은 덴마크 인덱스사 대표인 키제 하이드

라는 것은 인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방식 중 하나이며, 좋은 디자

책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의 2010년 도시 브랜드 자산가치는 총 409조

장 등 국내외 귀빈 1백여 명이 참석했으며, 세계 디자인 수도로서 서울

와 대담했다. 인덱스사는 매년 우수한 디자인을 선정해 ‘인덱스 어워드

인이나 좋은 상품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

9472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2조 4381억원이 증가했다. 그 중 8910

이 거둔 성과를 치하하고 공유했다. 특히 이날 헬싱키의 주시 피유넨 회

(INDEX AWORD)를 주는 덴마크의 비영리 디자인재단. 오세훈 시장과

여한다”면서 “서울은 디자인을 통해 삶의 질과 경제적인 부분에서 여러

억원이 세계 디자인수도 선정을 통해 얻어진 가치라는 것이 조사됐다.

장은 한복을 곱게 입고 나와 눈길을 끌기도 했다.

키제 하이드 대표는 “디자인이야말로 글로벌 도시 발전의 필수 요건”이

가지 변화를 반영했고, 아마도 이것은 다른 도시들에게도 크나큰 영향

산업정책연구원은 2000년부터 국내 기업 브랜드의 자산가치를 화

세계 디자인 수도는 약 48개국 165개 단체로 구성된 국제산업디자인

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키제 하이드 대표는 “과거 디자인은 물건에만

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고 치하했다. 특히 “삶의 질을 소홀히 했던 성

폐금액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도시 브랜드 가치도

단체협의회가 디자인을 통해 사회, 경제, 문화적 발전을 이루려는 도시

적용되었다면 이제 디자인은 행동에 입혀진다. 디자인을 통해 도시가

장제일주의에서 벗어나 디자인을 통해 더 배려하는 새로운 도시의 지

연구하고 있다. 브랜드 자산가치란 브랜드에 대한 과거 여러 활동이 3년

에 2년마다 부여하는 것이다.

발전하려면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다. 서울시의 많은 프로그램이 참여

평을 열었다”고도 강조했다.

간 효력을 낸다는 가정 하에 추가 마케팅 없이 앞으로 3년간 브랜드가

오세훈 시장은 개막연설에서 세계 디자인수도의 성과를 밝혔다. 서

를 기반으로 한다”고 서울시의 노력에 주목했으며 오세훈 시장은 “모든

오세훈 시장도 “2007년만 해도 서울은 산업디자인 역량이나 공공디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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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오세훈 시장이 지난 12월 8일 열린 세계디자인수도 컨퍼런스에서 개막연설을 하고 있다.

2, 3, 4 세계디자인수도 컨퍼런스에 함께 한 마크 브라이텐버그 회장과 키제 하이드 대표. 5 차기 세계디자인수도인 헬싱키로 명판을 인계한 인수인계식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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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예술 창작센터 오픈
서대문구 홍은동에 자리잡은 서울시의 10번째 서울시창작공간
유휴공간인 도로교통사업소를 무용창작 공간으로

쇠퇴한 재래상가, 더 이상 쓰지 않는 실내테니스장, 철공소와 공장⋯.

작공간으로 성공적으로 재활용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으로 이미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단순한 시각 예술 분야 작가들에게 공

도심 속의 버려진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예술창작 공간으로 사용

전세계적으로 추구되고 있는 모델이다. 가까운 중국 베이징의 다싼즈

간만 제공하는 창작스튜디오나 아트 레지던시 개념에서 탈피, 장르간

하는 서울시 창작공간. 그 10번째로 오픈하는 장소는 서대문구 홍은동

798 예술특구(2002)나 일본 요코하마의 뱅크아트1929(BankART,

상호통섭과 나아가 지역민과의 소통을 주요 미션으로 잡고 있다. 둘째

의 홍은예술 창작센터다.

2003)를 비롯해 파리의 르 생카트르(Le104, 2008) 등도 각각 쇠퇴한 군

예술과 산업의 만남을 도모한다. 금천예술공장과 문래예술공장은 인

서부도로교통사업소로 쓰였던 이 건물은 2009년 서부도로교통사
업소가 친환경 건물을 짓고 상암동으로 옮겨가면서 쓰임을 다하였던

수공장, 은행, 시립장례식장을 창작공간으로 전환하여 빠른 기간 안에

근 가산디지털 입주기업협의회와 상호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신당창

도시 활성화와 산업인력 재창조를 실천하고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작아케이드는 중앙시장 및 패션업체와의 협력을 준비하고 있다. 세 번

건물. 서울시는 대지 3,538평방제곱미터, 건물 2040평방제곱미터인

서울시 창작공간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장르간 통합과 지역사회

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지역문화공동체와 소통하는 복합 예술창작센

와의 소통을 중심으로 한 문화공간의 역할에 방점을 찍고 있다. ‘예술-사

터로 조성했다.

람-도시’를 잇는 문화공간으로서 진화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란 각오다.

2010년 1월부터 시작된 공사는 지난 11월에 공사를 마쳤고, 이에 따

현재 서울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 창작공간의 조성 원칙은

째 서울시 창작공간은 서울시 곳곳에 마치 모세혈관처럼 뿌리내려 지
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서울엔 총 11개 창작예술센터가 있다. 잠실부터 남산, 홍대, 신
당, 연희동, 문래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라 올해 2월까지 입주작가 공모와 선발을 마치고 4월에 정식 오픈할 예
정이다. 1층은 사무실 및 창작스튜디오로, 2층은 다용도 다목적 세미나
실과 주민창작실로 활용될 예정. 아카이브형 카페도 2층에 들어선다.

대표적인 서울시 창작공간 살펴보기

다른 지역과 다른 홍은예술 창작센터만의 차별성은 무용창작으로
특화된 공간이라는 사실이다. 서대문구 홍은동의 전통적인 교육 문화
기반을 바탕으로 서대문구 시민을 대상으로 사람의 몸과 환경을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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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친환경 예술로서의 무용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예정이다. 따라서

2011년에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티 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입주작가의 교육을 선행할 계획이며, 나아가 해외 유명안무가를 초청
하거나 국내 예술가와 협업해 공연을 완성할 수 있는 기획사의 입주와
지역주민을 위한 크고 작은 무용공연을 기획, 실행할 예정이다.

재래시장에서 예술시장으로

인쇄공장에서 예술공장으로

신당창작아케이드
서울시 중구 황학동 119번지 신당중앙시장 내
지하상가에 위치해 있다. 초창기에는 지역의
중앙상권이었던 이곳이 쇠퇴한 후 리모델링을
거쳐 2009 년 10 월 신당창작아케이드로
리오픈했다. 섬유, 종이, 금속, 목공예, 판화, 북아트 등 다양한 매체를
다루는 40명의 예술가들이 입주해 창의적인 문화콘텐츠를 생산하면서
노후한 지하상가 시설을 색다른 공간으로 되살렸다.

금천예술공장
1978년 전화기코일공장, 1991년 인쇄공장이던
금천구 독산동 333-7번지는 이제 금천예술공장으
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단순한 창작예술스튜디
오가 아니라 글로컬(glocal) 미학을 선도할
산실로 기능하고 있다. 예술가 인큐베이팅과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한 국제적 예술가 양성이 주된 목적. 가산디지털단지와의 협업을
통한 문화산업진흥을 한축으로 한다.

철공소에 깃든 예술의 꿈

도심 속에 깃든 전원문학마을

문래예술공장
1930년대 유명 방직공단이 대거 자리했던 문래동
철공소엔 지난 2000년부터 홍대 부근의 젊은
예술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생활시설과 싼 집세로 자연스럽게
예술창작촌이 이뤄졌던 것이다. 문래예술공장에는 전시실, 공연장,
녹음실 등 본격적 예술 창작 지원공간이 마련돼 있다.

연희문학창작촌
2 0 09 년 11 월 개 관 한 연희 문 학 창작 촌 은 서대 문 구 연희 동
203-1번지의 조용한 주택가 언덕배기에 위치한 서울시 최초의
문학창작촌이다. 원래 이곳은 서울시 사사편찬위원회가 1980년대부
터 2000년대 초반까지 사용한 곳이었다. 모두 20개의 집필실로 구성된
4개 동이 있으며 국내외 작가들이 머물며 글을 쓰는 레지던시로
사용된다.

현재 예상되는 시민문화 향유 프로그램으로는 사회적 의사소통이
기능을 갖추고 있는 교육무용의 영역으로 최근 각광받는 커뮤니티 댄
스, 지역주민들이 거부감 없이 창작센터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린
음악회, 예술전문서적을 접할 수 있는 아카이브형 서재를 갖춘 카페, 그
리고 생활 속에서 버려지는 물건들을 재활용하는 일종의 공작 교실인

form 生form思, 생활창작아티스트들이 만든 창작품을 전시, 판매하
는 재활용 에코 마켓 등이 준비되고 있다.
서울시 창작문화공간은 도심의 유휴시설을 예술가들의 아지트,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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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2010 선전 국제 컨퍼런스

‘2010 서울시 좋은 간판’
자치구, 지하철역 순회전시

지난 12월 6일부터 9일까지 중국 선전에서 열린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

서울시가 도시경관 향상과 바람직한 광고문화 개선을 위해 실시하고

트워크 2010 선전 국제 컨퍼런스’에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직원

있는 ‘서울시 좋은 간판’ 공모. 그 당선작들을 한자리에 모아 간판에 대

들이 참여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17개국 27개 도시 중 23개 도시로부

한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전시회가 각 지자체의 지하철역을 중심으

터 500여 명의 전문가, 시·정부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뉴 테크놀로

로 열리고 있다.

지, 뉴 미디어와 창의 도시 협력(New Technology, New Media and

유동인구가 비교적 많은 2호선 강남역, 1호선 시청역, 3호선 경복궁

Creative City Cooperation)'라는 주제로 강연과 워크숍, 토론회 등이

역 등 4개 지하철에서 순회 전시를 마쳤고, 현재는 중랑구, 금천구 도봉

이뤄졌다.

구 등 21개 자치구에서 순회 전시가 이뤄지고 있다.

본 컨퍼런스에서 서울은 2011년 개최예정인 디자인 창의도시 서미

이번 전시는 훌륭한 간판은 도시 속의 예술작품이 될 수 있음을 상기

트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참여를 요청했으며 셋째 날에는 ‘디지털 플랫

시키고 간판에 대한 시민의식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광고물 수준 향상

폼을 통한 네트워킹(Networking thru Digital Platform)'이란 주제로

을 통한 도시경관 향상에 대한 서울시의 노력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

유비쿼터스,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서울의 시민 배려 정책에 대한 주

해 마련되었다. 좋은 간판이란 단지 아름답기만 한 외관에 그치는 게 아

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니라, 시각적인 소음을 최소화하면서도 주변 환경 및 건물과 어울리고

서울시는 앞으로 3월 25일에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디자인과 독창성이 뛰어난 것이다.

‘유네스코 디자인 창의도시 포럼’을, 그리고 11월 17~18일까지는 27

서울의 지나치게 현란하고 소란스런 간판 풍경에 대한 반성과 그로

개 유네스코 창의도시의 시장을 초청한 ‘유네스코 창의도시 서미트’를

인한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서울시 좋은 간판 공모는 지난

개최할 예정이다. 디자인을 포함한 문화산업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

2010년 4회째를 맞이했으며 최종 31점의 간판을 선정한 바 있다. 서울

고 창의도시간의 연대를 통해 제3세계 국가의 창조산업을 육성 지원하

시에서는 앞으로도 '서울시 좋은 간판 공모'의 당선작들을 시민들과 함

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께 공유하는 자리를 지속할 계획이다.

물어보세요

VIEW

디자이너 브랜드 유통 채널

디자인태그
1

디자인태그는 서울시 디자인 산업 활성을 목적으로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주관하는 디자인 전문 온라인 쇼핑몰이다.
국내 디자이너와 디자인 전문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디자인 제품의 판매 경로를 구축하고자 2008년 9월 서비스를 시작했다.
자료제공 | 디자인하우스, 서울시문화재단
2

이 쇼핑몰은 2007년 10월 세계디자인수도(WDC)로 선정된 이
후 서울시가 그간 진행해 온 크고 작은 프로젝트 중에서도 최초
의 사업 비전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알짜배기 프로젝트다.
이곳에서 ‘도자기 조명’을 판매하고 있는 조남웅 NJ라이팅 디
자이너는 “영리가 목적인 다른 온라인 쇼핑몰은 상품 판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종종 브랜드 정보를 지워 버리
기도 합니다. 하지만 디자인태그는 브랜드 인지도와 관계없이
디자이너를 배려해 디자이너와 브랜드를 정확하게 밝혀줍니
다. 홍보가 많이 되죠”라며 디자인태그의 사업방향에 높은 만
족감을 드러냈다. 손으로 직접 만드는 생활용품 브랜드인

THE303의 이현호씨는 디자인태그의 장점으로 낮은 수수료

3

를 꼽았다. “디자인태그는 다른 온라인 쇼핑몰에 비해 수수료
가 50% 정도 낮습니다. 디자이너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
인 부분입니다.”일반 쇼핑몰의 수수료가 20~25%라면, 디자
인태그는 약 12%의 수수료만 내면 된다. 절반 가량이나 저렴한
수수료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 디자이너를 직접 제품 생

1
2
3
4
5
6

디자인태크 로고
디자인수도 서울의 유네스코 로고
Frank & Lucy 저금통, 디자인: 이형호, 이정은
NO3, 디자인: 레이지선데이
세라문 15스텐드, 디자인: 조남웅
자작나무 에펠탑, 디자이너 JWK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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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참여시키고 디자이너와 쇼핑몰 간의 중개자를 없애 유통
과정을 두 단계 이상 축소시켰기 때문. 제품을 홍보하고 유통
하는 중개자의 역할을 서울디자인재단에서 하고 있는 셈이
다. 중개자 수수료가 없어지면서 디자이너는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디자인태그는 디자이너들에게
온·오프라인 마케팅과 홍보, 이벤트 비용, 제품 브로슈어 제
작 등을 지원해준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도 홍보와 마케
팅에 대한 이해가 서툴러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었던 소자
본 디자이너들의 고충을 제대로 해소해주고 있는 것. 이러한
지원이 ‘생색내기 홍보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기에 디자인태
그에 입점하는 디자이너들은 반색하는 분위기이다. 갤러리를
둘러보듯 디자이너 마인드로 충만한 디자인태그의 상품을
오늘 한번 둘러보자. D

5

6

현장을 가다
디자인을 읽다
MAKE
VIEW 책으로

작은 기차표 한 장에도
디자인은 깃든다
이야기다. 여태까지 해온 디자인 가운데 가장 작은 JR 전차표. ‘유라쿠초▼ 140엔 구간’ 달랑 이렇게
무뚝뚝한 글자들만 놓여 있는데 무슨 디자인이냐고 사람들은 말한다. 그러나 디자이너 말에 따르
면 참 까다롭단다. 쉽게 복제할 수 없는 복잡한 꼴의 바탕무늬여야 하고, 글자의 배경이므로 시선을
교란하지 말아야 하며, 당시 신생회사였던 JR의 이미지에도 어울려야 했다. 그렇게 공들여 만든 작
품인 만큼 ‘표’에 대한 애정도 남달랐다. “인쇄가 나빠 패턴이 뭉개져 있기라도 하면 가슴이 아프다”
고 했다.
‘표고버섯’ 못 먹는 아이가 자꾸 버섯을 접시 옆으로 밀어놓듯이 르네상스 미술을 불편해했던 저
자가 피렌체 여행을 통해 프란체스카와 다빈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모습도 이채롭다. 명화의 부분을
오페라글라스로 확대를 해서 보며 “다빈치는 최고다” “모나리자는 명화다”라고 되뇌이는 모습은
걸작 앞에 초연할 수 없는 젊은 디자이너의 청춘을 보여준다.
‘쌀과 디자인’ 이야기도 흥미롭다. 켄야는 리디자인 전시회에 내놓을 품목으로 쌀 포대 디자인을
저자

하라 켄야

출판사

안그라픽스

출간일

2010년 11월 1일

페이지 수

292쪽

궁리한다. 누가 의뢰한 것도 아니다. 그저 수입개방 문제로 한창 시끄러웠던 쌀의 미래에 관심이 있
어 시작해봤다는 그의 고민은 이내 쌀의 철학과 쌀문화에 대한 통찰로 이어진다.
켄야는 종종 디자인 작업을 요리사의 그것에 비유한다. “요리사가 솜씨를 발휘하는 대목은 ‘조리’
보다는 오히려 ‘담아내기’에 있다. 칼을 쥔 요리사로서는 속이 타겠지만 이 담아내기에 따라서 그림
의 인상, 나아가 전람회의 인상까지 크게 달라진다. 튀는 일은 아니지만 솜씨를 발휘할 여지는 분명

포스터를 훔쳐라

히 있다.”고. 적어도 『포스터를 훔쳐라 』는 그가 가진 공력이 ‘담아내기’ 이상임을 보여준다. 조리를

2002년부터 무인양품 아트디렉션

담아내기도 능한 디자인의 요리사, 그가 켄야다. D

을 해온 그래픽디자이너이자 무사시노미술대
학 교수인 하라 켄야. 『포스터를 훔쳐라』는 하라
켄야가 1995년 출판했던 수필집에 요즘 일상에
서 겪는 일을 소재로 한 수필 세 꼭지를 더해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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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게 선보인 책이다. 1991년부터 4년 동안 소설
신초에 연재된 50개의 꼭지를 연재 순서대로
수록한 것에 +3을 더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켜
새로운 맛으로 살려냈다.
책 속에서는 15년 전, 신출내기 시절 디자인
과 격투를 벌이던 나날, 하라 켄야의 원점이라
고 할 수 있는 작업들을 주로 만날 수 있다. 기차
표 한 장, 길거리에 붙은 포스터, 위스키의 라벨
하나도 허투루 넘겨버리지 않고 그 속에 깃든
디자인에 대해 담담하게 말한다. 글솜씨는 자
신의 디자인만큼이나 미니멀하여 인상적이다.
쉽고 군더더기가 없으면서도 풍부한 내용이 담
겨 있다.
대표적인 것이 첫대목에 놓여 있는 ‘전차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