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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at the development of office desk system considering variability to re-

alize various typed desks. The opened and variable workstation for good communications and 

team work between team members has maintained since 2000. Recently, owing to the growth 

of knowledge industry and the promotion of office environment, the differentiated workstations 

are being organized by the type of business. Such a trend reflects that users are requiring a vari-

ety of office desks.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systematic variability to solve a variety of 

workstations required for office space. The object of this study also includes the basic typ-

ed-desks and the other desks realized from variable work. This study also aims at the practical 

variability to feel all the users and manufactures by realizing 6 kinds of desks with the smallest 

parts. Consequently, it verifies that the systematization can get a designed unity, it is easy for 

users or manufactures to assemble and disassemble the systematized desks in office space, 

where the users can often change the workstation with their compatible parts. It is also thought 

interior designers should carry out a variety of studies on system workstaion, based on the ad-

vanced var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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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1.1. 연구 배경 및 목적

데스크는 독서 또는 문서작업이나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한 작업대 역할의 가구를 뜻하며, 가정용가

구와 사무용가구에 걸쳐 있는 품목이다. 데스크는 

주로 학습공간이나 업무공간에서 장시간 사용되는 

관계로 학습 및 업무 능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 중 사무용 데스크는 정보통신, 컴퓨터와 주변기기, 

2012년 9월 8일 접수; 2012년 10월 5일 수정; 2012년 10월 

16일 게재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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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기기 등의 수용과 사무환경의 변화를 반영

하며 발달되어 왔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사무

공간은 구성원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팀워크(Team- 

work)를 우선하는 개방적이고 가변적인 워크스테

이션(Workstation)이 주를 이루고 있다. 최근에는 

지식산업의 성장과 사무환경 개선에 대한 관심의 

고조로 업종 및 업무 특성에 따라 각각 다른 형식

의 워크스테이션이 구성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무용 데스크의 다양성에 관한 요구로 풀이되며, 

사무용가구 제조업체에게는 데스크를 중심으로 다

양한 제품을 보유하거나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과제가 되었다. 이에 대해 중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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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onent of OA system무용가구 제조업체는 다양한 제품을 바탕으로 비

교적 충실한 대응을 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중소 

사무용가구 제조업체는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다. 

다양한 제품의 보유는 디자인 선택의 폭이 넓은 

반면 제품 개발, 제조, 운영 면에서 부담이 따른다. 

만약 데스크에 여러 형태의 데스크로 변환 구성이 

가능한 시스템적 가변성을 부여할 수 있다면 다양

성을 요구하는 사무공간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동시에 동일 공간 내에서 외형적 통일

감과 내면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 사무공간에서 

요구되는 다양성이라는 요소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제조업체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상호작용의 

요소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따라서 제품 운영 시스

템에 의한 유연한 대응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데

스크 구현이 가능한 가변성을 고려한 사무용 데스

크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사무용 데스크 시스템은 크게 중역용 데스크 시

스템(Executive Desk System)과 OA 데스크 시스

템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변적 확장

성이 큰 OA 데스크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여 OA 

데스크 시스템의 주요 형태인 프리 스탠딩 데스크

(Free Standing Desk), 벤치워크 데스크(Benchwork 

Desk), 세미 행잉 데스크(Semi-Hanging Desk), 

무빙 데스크(Moving Desk)를 범위로 정하였다. 

연구는 4개 데스크 형식 상호간 디자인, 구조, 기

능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진행하였다. 연구 방법은

첫째, OA 시스템 가구의 개념 및 변천 등 이론

적 배경을 고찰하여 연구의 개념적 기준을 설정하

였다. 

둘째, 논문, 관련자료, 인터넷, 해외 사무용가구

전시회 등을 중심으로 최근 사무환경 동향과 OA 

시스템 가구에 대한 조사·분석을 하여 OA 시스템 

가구의 메인 트렌드와 시스템에서 데스크의 비중의 

변화 그리고 가변적 효율과 적용 실태를 파악한 

후 본 연구의 디자인 방향을 설정하였다. 

셋째, 디자인 방향을 토대로 디자인, 구조 분석, 

가변적 연계성 검토 및 조정 등을 진행하였다. 

넷째, 디자인에 결과물로 렌더링과 생산도면을 

작도하고 기본형 프리 스탠딩 데스크를 시제품 제

작하였다. 시제품을 통해 외형의 완성과 구조적 보

완 등을 진행하였다. 

2. 국내ㆍ외 사무용 데스크 시스템 현황 및 

분석

2.1. OA 시스템 가구의 개념 및 특징

OA (Office Automation)는 사무자동화를 뜻하

며, 2차 세계대전 후 포드모터(Ford Motor)社의 

공장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동제어 방법을 지

칭하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본격적으로 사무용 

가구에 OA 개념이 도입된 것은 1977년 독일의 사

무기기 회사인 하노버 리코(Hannover Ricoh)社에 

의해서이다. 사무자동화는 OA 기기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질적 향상이 가능하게 

하고, 폭 넓은 정보수집과 구성원간의 커뮤니케이

션을 통한 합리적이고 빠른 결정을 하게 하였다. 

또한 시스템이란 서로 상이한 각각의 부분들의 집

합이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는 것, 또는 서로 다른 

조합으로 배치할 수 있는 제한된 숫자의 디자인 

생산을 일컫는 용어이며 기본 부품을 사용해 다양

한 구성을 할 수 있다(오 2004; Guy Julier 2006). 

따라서 시스템 가구란 단일품목 가구와는 정반대의 

개념으로 몇 개의 규격화된 단일가구(Component)

를 원하는 형태로 조합시킬 수 있고, 조립ㆍ분해가 

용이한 가변성 있는 합리적인 가구 구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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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istory of OA system

Office desk (1938)

Frank Lloyd Wright

L-Type W. Station (1946)

George Nelson

Action Office (1968)

Robert Propst

Ethospace (1984)

Bill Stumpf

Resolve (2000)

Ayse Birsel

My Studio (2006)

Douglas Ball

Canvas (2011)

Jeffrey Bernett

Reside (2011)

Dan West

(신 1997). OA 시스템 가구는 데스크 시스템(Desk 

System), 패널 시스템(Panel System), 수납 시스템

(Storage System)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유닛

(Unit)화 된 구성으로 동일 콘셉트와 모듈, 형태, 

구조와 기능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사무공간에서 

다양한 배치가 가능하여 공간 배치계획에 합리성을 

부여해 준다(Table 1). 기능에 따라 여러 가지 형

으로 손쉽게 조립ㆍ분해할 수 있어 잦은 사무공간

의 변화에도 손쉽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가변

적 공간 구성이 가능하고 공간 성격에 대한 융통

성을 줄 수 있다. 따라서 OA 시스템 가구는 사무

용 가구 중에서 가장 중심적 위치에 있으며, 사무 

공간 구성에 있어서도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비중 높은 아이템이다(신 2009).

2.2. OA 시스템 가구의 변천

사무용 가구는 1920년대 금속제의 가구나 캐비

닛 등이 사용되기 시작하여, 1940년대에는 주문 

형태의 사무용 가구가 운영되었으며, 제2차 세계

대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널리 보급되기 시작하

였다. 1946년 미국의 산업디자이너인 조지 넬슨

(George Nelson)은 L자형 워크스테이션을 개발하

였는데, 이것이 1947년 넬슨이 최초로 기능이 있

는 파티션을 개발하는 계기가 되었고, 오픈 스페이

스에서 유연성 있는 레이아웃(Lay-Out)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1968년 로버트 프롭스트(Robert 

Propst)는 패널 시스템 액션 오피스(Action Office)

를 개발하여 새로운 사무용 가구의 개념을 정립하

였다. 액션 오피스는 최초의 완전히 유동적이고 통

합된 모듈의 사무용 시스템 가구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서 컴퓨터 및 사무자동화 기기의 발전과 

함께 시스템 가구의 발전이 급속히 진행되었다. 

1980년대는 사무환경개선에 대한 관심의 고조로 

지식생산에 대한 효율성과 쾌적한 공간을 지향하

는 사무공간이 추구되었으며, 컴퓨터의 보급으로 

인하여 사무용 시스템 가구의 기능성은 더욱 강화

되었다. 더불어 이를 수용하기 위한 와이어 매니지

먼트(Wire Management) 기능을 비롯한 OA 기기

와 연관된 기능을 고려한 제품들이 등장하기 시작

하였다. 특히 1984년 빌 스텀프(Bill Stumpf)에 

의해 개발된 시스템 가구 에쏘스페이스(Ethospace)

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시스템이다(한 외 

2000). 1990년대에는 국내ㆍ외를 막론하고 OA 시

스템 가구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다양한 소

재와 디자인, 그리고 LAN과 각종 OA 기기들의 

수용과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 시기의 두드러진 현상

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미주와 독일, 이태리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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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omestic OA system 

Example of Bif - LIG 

Nex1 (2011)

 ⦁Core Panel & 

Moving Desk System

 ⦁Low Cabinet, Wire 

Management

 ⦁Open Space, Simple 

Layout

Example of Bif - Pan 

Pacific (2011)

 ⦁Low Panel & 

Freestanding Desk 

System

 ⦁Slim Function, Slim 

Formation

 ⦁Open Space, Simple 

Layout

Example of Fursys - 

Samsung Techwin (2010)

 ⦁Spine Panel & 

Moving Desk System

 ⦁Low Cabinet, Wire 

Management

 ⦁Open Space, Simple 

Layout

Example of Fursys - 

LG Uplus (2010)

 ⦁Spine Panel & 

Freestanding Desk 

System

 ⦁Low Cabinet, Wire 

Management

 ⦁Open Space, Simple 

Layout

Example of Koas - 

Poreka (2011)

 ⦁Screen & Freestanding 

Desk System

 ⦁Slim Function, Slim 

Formation

 ⦁Open Space, Flexible 

Layout

Example of Koas - 

Hanhwa Galleria (2011)

 ⦁Screen & Freestanding 

Desk System

 ⦁Slim Function, Slim 

Formation

 ⦁Open Space, Flexible 

Layout

Example of Neoce - 

Yongin University (2011)

 ⦁Low Panel & 

Freestanding Desk 

System

 ⦁Slim Function, Slim 

Formationt 

 ⦁Open Space, Simple 

Layout

Example of Neoce - 

Hyundai Rotem (2011)

 ⦁Core Panel & 

Freestanding Desk 

System

 ⦁Slim Formation, 

Wire Management

 ⦁Open Space, Flexible 

Layout

탕으로 한 유럽이 각각의 특징을 지닌 OA 시스템 

가구를 선보인 것이다. 미주에서는 패널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기술과 구조적 우위의 시스템을 출시

하였고, 유럽에서는 데스크 시스템을 중심으로 외

형적 심미성이 우수한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2000년

대에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전 세계가 하나되는 글

로벌화에 따라 통합 콘셉트의 OA 시스템으로 전개 

되었다. 지역적 특징은 둔화되었고 심플하고 모던

한 데스크 시스템과 수납 시스템이 어우러진 오픈 

스페이스를 추구하는 콘셉트로 급속히 발달되고 

있다(Table 2). 

2.3. 국내 OA 시스템 가구 현황

국내 OA 시스템 가구의 실제적 현황을 파악하

고자 주요 사무용가구 제조업체 4개사의 납품 사

례를 조사ㆍ분석하였다(Table 3). 분석내용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사무공간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워크스테

이션이 제안되고 있었다. 이는 업종 및 업무 특성에 

따라 최적의 워크스테이션으로 특화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워크스테이션의 공통점은 

높이가 낮아지고 패널의 비중이 적어진 반면 데스크

의 비중이 높아진 점이다. 높이 1,100∼1,20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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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oreign OA system 

    

Steelcase (Lexicon), Herman Miller (Canvas), 

Knoll (Antenna), Haworth (Reside)

Alea (Zefiro), Faram (Dinamico), 

Frezza (Typer), Vitra (AD Hoc)

패널과 캔틸레버 레그(Cantilever Leg)형 데스크, 

또는 패널과 스퀘어 레그(Square Leg)형 데스크가 

결합된 패널 중심형 워크스테이션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모든 기능이 집중된 코어 패널(Core Panel)과 

심플하고 슬림(Slim)한 형태의 무빙 데스크(Moving 

Desk)로 구성된 가변성 높은 워크스테이션도 늘어

가고 있다(신 2012). 또한 간이 스크린을 장착한 

데스크를 중심으로 워크스테이션을 구성함으로써 

보다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

는 스마트 오피스형의 구성도 등장하였다. 이들 데

스크는 각각 형태적, 기능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 

소비자 요구에 따라 적용되고 있다. 

둘째, 레이아웃은 재구성이 용이한 단순한 구성

으로 변화되었다. 기존의 정방형(正方形) 일변의 

구성에서 일자형(一字形) 구성이 주를 이루고 있고, 

더불어 비정형(非定型)의 구성도 다수 제안되고 

있다. 일자형 구성은 데스크의 이동이 자유롭기 때

문에 필요에 의한 가변적 운영이 용이하고 다른 

형식으로의 구성 변화가 가능하다. 또한 비정형 구

성은 형식적이지 않고 역동적인 레이아웃으로서 

데스크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레이아웃에서 주로 

적용되고 있다. 데스크는 스크린을 장착한 프리 스

탠딩 데스크나 무빙 데스크 모두 가능하다.

셋째, 데스크 시스템의 디자인은 슬림하고 심플

하며 직선 위주의 형태로 구조는 단순화되었다. 기

능은 최대한 절제되었고 칼라는 밝은 무채색 계열

이 주를 이루고 있다. 형식으로 보면 무빙 데스크

와 파이프 소재의 스퀘어 레그형 데스크가 점차 

확대되고 있고, 기존 캔틸레버 레그형 데스크의 비

중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와이어 매니지먼트 등 기

능적 요소는 건축물과 패널에서의 수용 비중이 높

아짐에 따라 데스크는 상대적으로 가벼워지는 경

향을 보이고 있다. 소재는 스틸, 알루미늄, 플라스

틱 등으로 데스크의 형태와 구조에 따라 적절한 

조화를 이루며 적용되고 있다. 국내 사무용 데스크 

시스템은 업체별로 2∼6 종류를 운영하고 있는 것

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이들 데스크들은 해당 OA 

시스템에 국한된 품목들로 다른 OA 시스템과는 

연계성이 없었다.

넷째, 커뮤니케이션과 팀워크에 대한 고려의 반증

으로 회의실 비중이 높아지고, 지식 업무를 수행하

는 구성원들의 재충전을 위해 안락하고 자유로운 

휴게공간이 배려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메니티

(Amenity) 공간은 단순한 휴식공간이 아니 업무능

률 향상을 위한 에너지 충전소이다. 

2.4. 국외 OA 시스템 가구 현황

국외 OA 시스템 가구는 Neocon, Orgatec, Eimu 

등 해외 사무용가구전시회 경향과 인터넷 등을 조

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첫째, 국외 OA 시스템 가구는 워크스테이션을 

구성하는 특징에 따라 크게 프리 스탠딩 데스크 

중심의 유럽식과 패널 시스템 중심의 미주식으로 

나누었으나, 정보통신의 발달과 글로벌화의 영향

으로 지역적 특성이 많이 둔화되었다(신 2009). 간

이 스크린을 장착한 데스크 시스템이나 대향형(對

向形) 벤치워크 데스크로 구성된 워크스테이션이 

전 지역을 아울러 트렌드를 이루고 있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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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Foreign OA system trend  

Table 6. OA Desk System Analysis 

Brand & Item
Type of desk system

Remark
Free standing Bench work Semi hinging Moving Other

Domestic

Fursys
Expace • • •

FX-1 • • •

Borneo
Uffice 1 • •

Uffice 2 • •

Koas
U:Plex • • • •

V6 • • •

Neoce
Athena • • •

NF-7 •

Foreign

North 

America

Steelcase
Lexicon • •

FrameOne • • •

Herman

miller

Canvas • ◦ • •

My Studio •

Haworth
Reside • • •

Compose • •

Europe

Faram
Dinamico • •

Cartesio • • •

Frezza
Tiper • • ◦

Mydesk • • • ◦

Vitra
AD Hoc • • •

Joyn • • ◦

※ • : Same Concept Item, ◦ : Different Concept Item

미주에서도 전통적 패널 중심의 워크스테이션 

비중은 축소되고 있는 반면, 프리 스탠딩 데스크

를 기반으로 하는 워크스테이션이 다수 등장하였

고, 수납 시스템의 비중이 높아져 수납기능 외에 

공간 분할기능, 간이 의자기능까지 수용하고 있다

(Table 5). 이는 전통적으로 높은 패널 시스템을 

위주로 구성되었던 폐쇄적이고 개인의 프라이버시

를 존중해 주는 보수적 형식에서 오픈 스페이스로

의 전환을 의미한다.

둘째, 유럽에서는 데스크 시스템에 극한적으로 

의존하는 레이아웃이 구성되고 있으며 일부 보조

적으로 수납 시스템이 혼용되고 있다. 레이아웃 형

태는 벤치워크 데스크를 기반으로 한 일자형 구성

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외에 프리 스탠딩 데스크

로 구성되는 T자형 구성이 있다. 미주에서는 기존 

패널 중심의 다양한 레이아웃 형식에서 프리 스탠

딩 데스크와 수납 시스템이 어우러진 일자형 레이

아웃이나 벤치워크 데스크의 단조로운 형식의 일

자형 레이아웃으로 변화되었다. 

셋째,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OA 데스크 시스

템은 큰 변화를 맞았다. 기존의 무겁고 기능적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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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디자인은 스퀘어 레그형 데스크를 트렌드로 하

여 심플하고 슬림하며 직선 위주의 형태와 기능이 

절제된 모습으로 바뀌었다. 디자인 트렌드는 유럽

과 미주를 아울러 공통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

주에서는 패널 시스템에 의존적인 행잉 데스크가 

보편적 형식이었는데 현재는 세미 행잉 데스크 형

식으로 바뀌거나 프리 스탠딩 데스크와 벤치워크 

데스크로 대체되었다. 주요 OA 데스크 시스템은 

프리 스탠딩 데스크, 벤치워크 데스크, 세미 행잉 

데스크, 무빙 데스크 등이 동일한 콘셉트에서 2∼3

개의 데스크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Table 6). 

데스크 시스템은 업체별로 5~10개 종류를 운영하

고 있으며, 일부 제품은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

하여 경쟁력을 유지하며 활용하는 특징이 있다. 이

는 글로벌 시장 환경에서 세계의 다양한 소비자의 

니즈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와이어 매니지먼트는 과거에 비해 간단해 

지는 경향이 있으나 여전히 중요한 기능으로서 잔

존해 있다. 벤치워크 데스크는 데스크 중심에서 와

이어 매니지먼트가 구현되는 센트럴 덕트(Central 

Duct) 방식이 대부분이다. 수평배선은 데스크 중심 

하부에 위치한 대용량의 덕트에 각종 선들과 배선

기구를 내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직 배선은 와

이어 가이드를 이용해 간단하게 처리하도록 하였

다. 데스크 전용 배선기구들도 다수 개발되어 데스

크와 일체감을 이룰 수 있는 디자인과 사용자들의 

편리성을 고려한 제품들이 다수 있었다. 배선량의 

감소로 인한 와이어 매니지먼트의 간소화는 데스

크 디자인에도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건축물의 IBS (Intelligent Building System)화 무

선 통신의 발달도 한 요인이라 볼 수 있다. 

3. 디자인 제안

3.1. 디자인 방향 

최근 IBS화에 따른 스마트 오피스의 확대와 업

무특성에 맞춘 워크스테이션의 요구는 데스크 시

스템을 보다 단순하고 가변성 높은 구조로의 연구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ㆍ외 

자료를 분석한 결과 OA 시스템은 글로벌 트렌드

를 형성하며 심플하고 슬림하며 직선 위주의 디자

인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데스크 시스템을 중심

으로 그 개념이 재정립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주요 데스크 시스템은 프리 스탠딩 데스크, 

벤치워크 데스크, 세미 행잉 데스크, 무빙 데스크 

등으로 이들은 하나의 콘셉트 아래 2∼3개 제품군

을 이루며 운영되고 있거나 개별 콘셉트로 운영되

고 있었다. 이는 개별 콘셉트의 데스크가 디자인 

차별화와 기능적 특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장점

이 있기도 하지만, 각각의 데스크 형식이 요구하는 

디자인적 특성이 다르므로 통합적 콘셉트로의 구

성이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보다 충분한 

가변성에 대한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에 디

자인 개발을 통하여 하나의 데스크 시스템이 가변

성을 통하여 주요 데스크를 구현할 수 있게 하고

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사무용 데스크 시스템의 

디자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자인은 단순한 형태와 구조로 한다. 

둘째, 부품 조합에 의해 다양한 데스크를 구현

한다.

셋째, 부품 상호간 형태, 구조, 기능적 연계성을 

보유한다.

넷째, 부품 수는 최소한으로 생산 및 운영의 효

율성을 높인다.

다섯째, 녹다운(Knock Down) 구조로 보관, 운반 

및 조립이 간편해야 한다.

여섯째, 소재는 친환경적이고 재활용(Recycling)

율이 높은 것으로 한다.

3.2. 디자인 전개

디자인 방향에서 언급한 내용을 반영하여 외형, 

세부구조, 부품의 연계성을 고려한 조정 작업 순으

로 디자인을 진행하였다. 데스크의 외형은 장식과 

기능이 절제된 단순한 형태로서 모던한 사선의 레

그와 복합 기능의 프레임(Frame)으로 이루어진 기

본형 데스크를 중심으로 옵션 부품의 조합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데스크 구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먼저 레그와 커넥터(Connector)를 볼트로 조립하

여 레그 세트를 완성하고, 이를 다시 프레임 좌, 



신 응 선

한국가구학회지, 제 23 권 제 4 호, 2012

402

Fig. 1. Freehand drawings.

우로 결합함으로써 기본형 데스크의 몸체가 완성

되도록 하였다. 기본형 데스크의 세로축으로 스페

이서(Spacer)를 체결하고 가로축으로 프레임을 2

열로 체결하게 되면 벤치워크 데스크나 회의용 테

이블이 구성할 수 있다. 또한 독립형 레그를 이용 

패널 시스템과 결합된 세미 행잉 데스크나 휴게용 

테이블을 구성할 수 있다(Fig. 1). 세부 디자인 전

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품은 레그, 프레임, 커넥터, 스페이서, 

캐스터, 행잉 브라켓(Hanging Bracket), 상판 등으

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합에 의해 다음과 같이 가

변적 운영이 가능하다.

① 기본형 데스크 

② 기본형 데스크 + 스페이서, 프레임 = 벤치워

크 데스크, 회의용 테이블 

③ 기본형 데스크 + 프레임 = 엔드리스(Endless)

형 데스크, 회의용 테이블

④ 기본형 데스크 + 캐스터 = 무빙 데스크

⑤ 독립형 레그 + 행잉 브라켓 = 세미 행잉 데

스크

⑥ 독립형 레그 × 4 (3) = 휴게용 테이블

둘째, 레그는 데스크 전체의 외형과 구조적 근

간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이다. 앞서 언급한 사무환

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사선의 역동적인 이미지와 

단순하고 가벼운 디자인으로 정리하였다. 외형적

으로는 현 디자인 트렌드를 반영하고, 동시에 생산 

공정 단순화와 품질 극대화를 꾀하였다. 소재는 구

조적 안정성이 높고 볼륨감 있는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는 두께 1.6 mm 스틸로 하였다. 제작은 200 t 

Press M/C에 의한 블랭킹(Blanking) 가공으로 레

그의 전개도 형태를 제작한 후 2차 U-벤딩(Bending) 

가공으로 레그의 외형적 볼륨감을 줌과 동시에 휨

응력(Bending Stress)을 높였다. 별도로 솔리드웍스

(Solidwork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조적으로 가장 

중요한 레그의 측방하중에 대한 응력 분포를 시뮬

레이션하여 발견된 취약부분에 대해서는 브라켓을 

부착하여 구조적 보강을 하였다. 레그 하부에는 ∅

90 mm의 높이조절볼트를 장착하여 시각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안정감을 갖도록 하였으며, 무빙 데스

크로 운영 시 후면의 높이조절볼트를 캐스터로 교

체하여 운영이 가능하다.

셋째, 프레임은 1.6 mm 스틸을 가공한 변형된 

‘ㄷ’자 형태의 구조로 좌, 우 레그의 측방하중에 대

한 지지와 상판의 전단력에 대한 지지가 기본적 

역할로 데스크 전체의 구조적 견고성에 우선하였

다. 프레임 내부로는 각종 선들의 배선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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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tructure of frame - Standard, Endless, Extensive, 

Single.

와이어 매니지먼트 기능을 부여하였으며, 프레임 

외부 상, 하, 후 3면에는 멀티탭(Multi-Tap)과 옵션 

품목들을 장착할 수 있는 50 mm 모듈(Module)의 

홀을 두었다. 

넷째, 레그와 프레임을 연결해 주는 커넥터는 

가변적 기능의 중심적 역할과 구조적 역할을 수행

하는 부품이므로 견고하고 정밀한 알루미늄 다이

캐스팅(Die Casting)으로 하였다. 커넥터를 중심으로 

스페이서와 엔드리스 프레임이 연결됨으로써 또 

다른 형태의 데스크 구현이 가능하다.

다섯째, 상판은 친환경 소재인 25 mm E0 PB 

위 양면 HPM 마감으로 하였으며, 칼라는 개방감

이 높도록 밝은 오크 칼라로 하고 에지(Edge)는 

동일한 질감의 두께 1.5 mm 친환경 ABS 소재로 

하였다.

여섯째, 별도의 옵션 품목으로 미니서랍, PC 받

침대, 패널 대용의 스크린을 두어 사용자의 업무 

특성에 따라 선택,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모든 

옵션 품목들은 프레임에 장착하게 됨으로써 탈ㆍ

부착이 용이하다.

일곱째, 조립과 분해가 가능한 녹다운 구조로서 

레그, 커넥터 및 프레임을 M6 × 70 mm 볼트 10

개와 육각렌찌를 이용하여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이는 조립 및 분해가 손쉬울 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데스크로의 전환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가변성에 의한 다양성을 구현

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또한 재료와 반제품 재고

부담을 줄이며 생산 공정을 단순화 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며, 박스에 의한 포장 및 운반을 가

능케 함으로써 물류비용 절감의 효과도 있다(Fig. 2).

3.3. 렌더링

스케치는 외형, 세부, 연계성을 고려한 조정 작

업 순으로 진행하였다. 이어 렌더링을 통해 각 데

스크의 디자인과 구조를 최종 정리하였다. 기본형 

데스크, 벤치워크 데스크, 세미 행잉 데스크, 무빙 

데스크, 회의용 테이블과 휴게용 테이블 등 데스크 

별로 측면 디자인을 중심으로 형태적 밸런스와 옵

션 품목 장착에 따른 형태, 구조, 기능의 연계성을 

파악하는데 중점적으로 진행하였다(Fig. 3).

3.4. 도면

도면은 Auto CAD를 이용하여 기본도, 부품도, 

가공도, 조립도, 포장도 등을 작도하였고, 게시된 

예시는 기본형 데스크, 벤치워크 데스크, 세미 행

잉 데스크의 기본도이다(Fig. 4).

3.5. 시제품

시제품은 기본형 데스크를 모델로, 디자인과 구

조의 검증을 위해 실물 규격, 형태, 구조, 소재에 

준하여 제작하였다. 레그와 가로 프레임 등 프레스 

가공 부품은 1.6 mm 스틸을 레이저 컷팅기(Laser 

Cutting M/C)를 이용하여 전개형태를 가공한 후 

벤딩기(Bending M/C)를 이용하여 굽힘 가공을 

하였다. 다이캐스팅(Die Casting) 부품인 커넥터는 

알루미늄 괴를 밀링기(Milling M/C)로 가공하였다. 

이외의 공용 부품은 기성품으로 대체하였다. 시제품 

제작은 2차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시제품을 통해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레그와 가로 프레임의 몸

체 부분에 대한 측방 응력에 대한 견고성으로 비

중 있게 다루었다. 더불어 모든 데스크의 구현이 

가능할 수 있는 가변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시제품 

검토결과 레그와 프레임 소재의 두께를 최초 두께 

2 mm에서 1.6 mm로 수정하였고, 주요 부위는 비

드 가공을 넣어 구조적 보완을 실시하였다. 스페이

서를 이용한 벤치워크 데스크용 레그의 조립도 완

성도 있게 구성되었다. 데스크 액세서리로 제작한 

미니서랍은 디자인의 주요 포인트로서의 역할과 

기능적 역할을 동시에 얻을 수 있어 채택하기로 

하였으며, 결합과 해체가 쉽도록 브라켓 방식의 행

잉 구조를 적용하였다. 이외 시제품 검토결과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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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nderings of desk system.

정 및 보완하여 향후 진행될 금형제작 및 생산시

스템 구축에 반영할 예정이다(Fig. 5).

4. 결  론

본 연구는 사무공간에서 요구되는 워크스테이션

의 다양성에 대한 해법을 시스템적 가변성에서 찾

고자 하였다. 이는 여러 제품의 운영에서 오는 다

양함이나 레이아웃 형식의 다양함과는 다른 접근

이다. 구성부품을 시스템화 함으로써 데스크의 다

양성과 나아가 워크스테이션의 다양성을 추구했다

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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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rawings.

Fig. 5. Mock-Up.

같다.

첫째. 국내ㆍ외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 데스크 

시스템을 분석하여 6개의 데스크 모델을 추출해 

낸 후 하나의 콘셉트로 데스크를 디자인하였다.

둘째. 각각의 데스크가 부품의 조합에 의해 구

현이 가능하도록 형태, 구조, 기능, 규격 등을 고려

하여 시스템화 하였다. 

셋째. 구성부품을 최소화함으로써 운영의 효율

성을 높였으며, 시공 및 해체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시스템의 효율성에 가변성을 더

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제품을 운영할 수 있으며 

나아가 업무 특성에 따라 워크스테이션 구현이 가

능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최소한의 부품으로 가변

성을 구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용자와 운영자 

그리고 제조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가

변성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용자는 디자인적 

통일감과 일체감을 얻을 수 있고, 운영자는 수시로 

변화되는 사무공간의 가변적 상황에서 시공 및 해

체가 용이하고 부품 상호간 호환이 가능하여 운영

ㆍ유지비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제조업체는 생산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줌으로써 보다 품질 높

은 제품을 적정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물은 특허 출원 진행 중이며, 금형과 지그(Jig) 

등을 제작하여 양산체제를 구축하고 카탈로그 제

작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또 다른 시각에서의 

가변성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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