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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is the study about the New Formation Developement, the Changeable Table 

Design with Units that made of Wasted Wood to use restricted material rationally and to im-

prove the space efficiency in the Table Design. We made some changeable table design with 

units that made of laminated wood wasted. And we  found out the following formative charac-

teristic and physical merits through this study. First, the space efficiency can be improve techni-

cally through the unit combination and organic transfomation of the specific form and a new 

method by laminated wood make the personal originality and the structral stability be built up. 

Second, there are some merits, moveable convenience and variable layout by the combination 

or transformation or personal fondness so that economical efficiency and variable of design can 

be improved. Third, we can remove original faults inside wood like a knot or not-uniform of 

wood organ when we laminate wood so that we use proper units that have original beauty of 

wood and can represent mild mood of furniture wholly. Fourth, much more strengthen tensile 

strength by the reciprocal action among the units that be made of laminated wood reduces 

wood’s metamorphosis like bending or twisting so that the uniformity of wood can be gain and 

furniture’s metamorphosis can be reduced. According to changes of nature environment, the dif-

ficulty of supply and demand for wood may be happen. According to changes of life style these 

days, supply and demand for environment friendly material, processing technique and develope-

ment of design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using space must be very important factor in mor-

den furniture design. So we propose changeable furniture design by using new environment 

friendly meterial and processing method from this study.

Keywords: changeable table design, with units, wasted wood, laminated wood wasted

1. 서  론1

1.1. 연구배경 및 목적

현대 가구는 신소재의 개발과 첨단의 가공기술

2011년 12월 29일 접수; 2012년 1월 14일 수정; 2012년 1월 

16일 게재확정 
†

교신저자 : 서 석 민 (tjrals@asc.ac.kr)

이 등장함에 따라 기능성을 겸비한 다양한 조형적 

양식으로 진보하고 있다. 주거공간에 있어 다양한 

합목적 기능성을 바탕으로 한 친환경적, 경제적 측

면은 가구발전에 있어 필연적인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필연적인 양식은 자연환경과 더

불어 상호간의 연계를 이루고 있으며 시대흐름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조형성과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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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제작기법에 있어 주목성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과학의 발달과 산업화에 따른 사회발전은 

환경파괴라는 큰 대가를 치르게 하였고 이에 인류

는 재활용을 비롯한 환경 친화적 재료의 사용과 

함께 경제적 측면의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제안하

고 있다.

본 연구는 목재채취 및 가공에 있어 원목가공 

시 파생되는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단목재를 

이용하여 목재활용의 방법적 문제를 일정부분 해

결하고자 한다.

이는, 재료사용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장점을 가

지고 있으며, 순차적으로 일정 규격화된 유니트

(Unit) 접목의 집합체를 활용함으로서 원목 가공시 

파생되는 재료의 경제적, 효율성 측면을 표현 하고

자 한다.

근래 친환경적인 재료의 소비증대로 인하여 원

목의 공급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으며 재료 활용

의 합리적 중요성은 현실적으로 점차 그 비중을 

더해가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2011년은 세계 산

림의 해로서 세계 곳곳에서 산림에 대한 관심과 

이해 보존의 연구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목재의 활용에 있어 방법론적 문제를 

제시하며 실생활속의 새로운 디자인을 연구하는 

일은 그 의미가 지대하다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한정적 재료의 합리적 사용과 그

에 따른 소경 단목재 접목을 통한 제작 상의 방법

적 문제를 연구하는 과정으로서 주거공간에 있어 

가변성에 대한 디자인 방안을 연구하며 테이블디

자인의 기능성과 공간 효율성을 제시함으로서 유

니트 접목의 제작기법을 통한 가변형 테이블디자

인의 새로운 유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1.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소경 단목재 활용에 따른 재료의 합

리적사용과 유닛의 접목을 통한 새로운 양식을 표

현 하고자 한다. 또한, 가변성을 중시한 테이블디

자인을 연구 제시함으로써 현대 생활공간에서의 

‘테이블’ 의 새로운 역할과 소비자 기호에 맞춘 다

양한 공간효율성을 연구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범위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테이블의 개요’ 및 ‘역할과 양식의 변화’

에 대한 소재를 바탕으로 테이블디자인의 이해와 

현대디자인의 양식을 제안한다.

둘째, 목재의 접목법에 대한 일반적 고찰을 바탕

으로 소경단목재의 특성을 소나무 목재를 중심으

로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유니트의 접합 및 변형을 통하여 재료의 

다양한 조형성과 쓰임의 문제를 해결하며 유니트 

접합에 의한 센터 테이블 중심으로 전개하며 응용

디자인을 포함한 총 3종류의 서로 다른 디자인을 

제안하고자 한다.

2. 테이블에 대한 일반적 고찰

2.1. 테이블의 개요

테이블은 작업을 하거나 물건을 놓아두기 위한 

사각형 또는 원형가구 위주의 총칭으로, 상판이라

고 불리는 평면과 그것을 높이로 지지하는 다리가 

기본 구조이다.

식사ㆍ응접ㆍ회의 등에 쓰이는 가구로서 테이블

의 용도는 다양하며 적합한 크기나 재질의 선택이 

필요하다. 테이블은 작업에도 많이 사용되는 가구

이기 때문에 선 자세, 앉은 자세, 바닥에 앉은 자

세 등으로 각각의 작업 자세에 적합한 테이블의 

선택이 필요하다(한 2003).

테이블은 용도에 따라 티 테이블, 사이드 테이블 

등 종류가 다양하고 그 소재도 나무, 대리석, 유리, 

철제 등 여러 가지이다. 형태에 있어서도 직사각형

ㆍ정사각형ㆍ원형 등 다양한데, 이는 소파의 배치 

방법에 따라 모양의 선택이 달라진다.

최근에는 테이블에 대한 인식이 기능보다는 인

테리어 차원으로 바뀌고 있어 장식 효과가 높은 

디자인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김 2005).

2.2. 테이블의 역할과 양식의 변화

테이블은 과거 좌식생활이 발달했던 한국에서는 

소반, 서안, 경상 등이 그 역할을 대신 하였다. 주

방과 식사공간이 분리된 한옥구조에서는 음식을 

나르고 테이블로도 사용될 수 있도록 1인용에 알

맞은 크기로 소반이 제작되었고, 서안과 경상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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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Kind of table (이 2009)

종  류 이미지 기  능

사이드 테이블

의자나 소파의 팔걸이 높이로 큰 가구의 옆에 위치하는 작은 테이블 액자나 화

병을 올려놓아 장식용으로도 사용하며, 책이나 전화 등의 수납용으로도 사용

한다.

다이닝 테이블 식사용 테이블로서 이른바 식탁이다.

센터 테이블 소파 앞에 놓고 사용하는 것으로 자주 사용하는 물품이 놓이는 테이블이다

넥스트 테이블
같은 모양의 테이블 3〜4개를 크기순으로 차례로 끼워 넣게 되어 있는 소형테이

블로, 필요에 따라 꺼내거나 넣어둔다.

티 테이블 거실 또는 베란다 등에서 놓는 탁자류를 총칭하여 부른다.

왜건
요리나 식기 등을 얹어서 운반하거나, 서비스할 때 사용하는 바퀴가 있는 테이블

이다.

Fig. 1. John truex Works. 

을 읽을 때 주로 사용되었으며 이 또한 비슷한 크

기로 발달하였다.

근대생활로 넘어오면서 서양주거문화의 영향을 

받은 테이블은 의자와 함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좌식생활과 입식생

활 방식이 어우러진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또한 테이블의 기능성과 더불어 심미적 욕구

를 충족시키는 역할이 증대되면서 그 재료와 디자

인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여 2007).

 

2.3. 테이블 이용의 가변성

사용자의 사용형태 및 기호에 따라 기능성의 변

화를 수용할 수 있는 가구로서 특히 공간 활용에 

따른 다양성과 기능적 효율성을 갖추고 있으며 다

음과 같은 특징으로 표현할 수 있다.

첫째, 정해진 형태의 유니트 변형을 통하여 새로

운 형태의 표현과 기능적 측면의 공간 효율성을 

확대 시킬 수 있다.

둘째, 유기적 변형을 통한 현대인의 다양성을 수

용할 수 있으며 개인의 독창성과 심미적 측면의 

안정성을 갖출 수 있다.

셋째, 가구의 단위개체조합 및 분리에 따른 이동

의 편리성과 소비자 기호에 다른 연출의 다양성을 

제공하며 경제효용성을 높일 수 있다.

3. 목재의 접목법에 대한 연구

3.1. 소나무의 특성

소나무(Pine)의 수평적 분포는 한국, 중국 동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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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eo Seok Min Works.

지방의 압록강 연안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친

환경적인 재료이다. 또한, 생육 환경조건이 좋지 

않은 암석 지대나 척박한 곳에서도 적응하며 표고 

1,000 m 이하의 전국 어디서나 자란다. 특징으로

는 상록침엽교목으로 줄기가 통직하며 수피는 얇

고 붉은색을 띄며 내한성, 내건성이 강하다. 

생장속도는 30년생일 때를 기준으로 하여 ha당 

173 m
3
, 50년생일 때 ha당 265 m

3
의 목재를 생산

할 수 있고 수고(樹高)는 35 m, 직경 1.8 m까지 

자란다. 

3.2. 목재의 접목법

목재 적층 접목법(Laminated Wood)은 3각 이

상의 접목방법으로 실행되며 작업자의 접목 방식

에 따라 디자인 양식의 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또한 목재적층의 층을 달리한 부분요철의 효과로 

새로운 조형성과 결과물의 부피면적을 조율할 수 

있다. 목재 적층적목법을 사용함으로써 얻어지는 

장점은 다음과 같다(엄 2006).

첫째, 접목시 자연적 결점인 옹이와 섬유경사, 

내부 함열 등에서 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점

을 선별 절단 제거할 수 있으므로 원하는 결과 치

를 얻을 수 있다. 

둘째, 각각의 유니트 접목을 통해 함수율을 통제

함으로써 재질의 균일성을 확보하며 조습능력이 

뛰어나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한다. 

셋째, 각각 모듈의 부재들은 목재 본연의 아름다

운 목리를 포함하고 있어 감성적인 온화함을 전달

함과 동시에 부재상호간 인장강도의 강화로 자연

적인 변형 현상을 줄일 수 있다.

넷째, 다목재 맞댄이음과 겹쌓기 방식을 활용한 

소경목 단목재의 접목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는 목

재가 가지는 견고성(인장강도)을 높임과 동시에 목

재결의 디자인 조형방식을 꾀 할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3.3. 목재 접목법의 분류

첫째, 물리적(物理的) 접합

목재를 가공하여 결합하는 방법 중 못이나 나사

를 사용하는 철물 결합 및 구조적으로 전통 짜임

의 방식을 이용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도미노 칩

을 사용하여 부재와 부재를 결합하는 방법이 사용

되고 있다.

1) 이음 : 서로 다른 목재를 길이 방향으로 결합

2) 접합 : 서로 다른 목재를 폭 방향으로 결합

3) 맞춤 : 맞춤에는 연귀, 사개, 장부 맞춤 등이 

있으며 면과 면을 서로 엇베어 맞추는 방법으로서 

형태 및 방법에 따라 명칭을 달리 갖는다.

목재가 가지고 있는 속성에, 기능적 구조의 보완

은 사용의 편리성 뿐 아니라 형태에 표현되는 조

형성에 부가적 가치를 가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접합기법의 기능적 구조 보완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때 수축 팽창의 결점을 막아줄 수 있고, 좁

은 크기의 판재에서 아름다운 목리의 넓은 판재를 

구할 수 있으며, 얇은 판재로도 골재에 의지하여 

물리적 균형을 유지하기에 충분하므로 하중을 줄

이는 효과가 있다. 조형성측면에서 살펴보면 내구

성을 높이기 위한 시공법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목재의 가공의 쉬운 반면, 타고 부패하는 결점과 

건조시 갈라짐이나 휨 현상 등을 보완하기 위함이

라 말할 수 있다(강 1999).

둘째, 화학적(化學的) 접합

화학적 접합은 접착제에 의한 접합을 의미한다.

어느 물질을 개입시켜 두 고체 사이를 결합시키

는 현상을 접착(adhesion)이라 하고, 이때 사용된 

물질을 접착제(adhesives), 접착시킨 고체를 피착

제(adherent)라고 한다. 즉, 접착은 접착제에 의한 

유동체의 고화 현상을 이용하여 고체 사이를 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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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Kim Myeong Tae Works.

는 것을 말한다.

과거 흔히 목공들이 많이 사용하여 온 접착제가 

아교이다. 아교는 동물의 뼈, 가죽으로 만들어지며 

33°C에서 고체 상태이므로 70°C정도 가열해서 사

용한다. 

또한, 목재면을 가온시켜 아교를 바르는 것이 효

과적이며 압조임 후에 12시간 이상 통풍이 좋은 

곳에 두어야 한다.

주로 가구의 맞춤에 지속적이고 강인한 접착을 

할 때 사용되었으며 목재 접착의 경우 수분을 흡

수하여 팽윤하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강 1999).

3.4. 목재 접착의 역사

목재의 접착제에 의한 결합은 접착제의 적용 중

에서 가장 오래된 것의 하나이다. 스템보(Stumbo)

에 의하면 B.C 4000년경에 이미 수지와 역청질의 

시멘트가 사용되었고, 이집트의 파라오(pharaoh) 

시대에 목재 제품 또는 단판의 목상을 제조하는 

곳에서 카제인 접착제(casein glue)또는 어교, 수교 

등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트

(Goth)인은 달걀의 흰자 위에 석회를 혼합하여 목

기에 동전을 붙였다고 한다. 그 후 1754년 영국에

서 어교 제조에 특허를 냈고, 이어 1800년에 스위

스와 독일에서 카제인(casein)접착제가 상업적으로 

제조되었으며, 1814년 영국에서 동물 아교에 대한 

접착제의 특허를 내었다. 1929년에 골드 슈미트

(gold schmidt)회사가 테고 접착제(tego film)에 관

한 특허를 획득 했으며, 1930년에는 네빈(Nevin)

이 합판용 액체 페놀수지(penol resin)를 개발하였

고, 1937년에 요소수지(urea resin)가 목재공업에

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강 1999).

1940년 이후 주목 할만한 사항은 최근 수년간 

천연계 접착제는 개량되어 합성 접착제가 여러 연

구실에서 집중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현재에는 만

능 접착형 접착제로부터 측정기능 부여의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3.5. 목재 접착기법의 필요성

목재 가공에 필요한 기술은 창의성과 더불어 발

전해 왔다. 기술은 인간의 상상력을 사로잡고 진보

의 추진력으로서 디자이너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

친다. 근래 들어 원목을 가공하는 다양한 기술적, 

화학적 수단이 연구되어지고 목재의 성질을 향상

시켜 여러 가지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목 조각은 전통가구에 비추어 볼 때 엄청난 

재료적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그 만큼의 실질적 기

능을 찾아보기 힘들다. 더욱이 이러한 원목의 선호

경향은 목공예 제작사의 한정된 몇몇 재료들이 고

갈상태에 이른 오늘날의 제작 여건에 비추어 볼 

때 궤도 수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이유로 목재 접합기법이 주목되고 있다. 

폭이 좁은 각재를 쓰면서도 원목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만족

시킬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강 1999).

또한, 여러 쪽의 목재를 접합시킴으로써 재료의 

부족현상을 해결할 수 있으며 접착제를 이용하여 

목재의 휨, 뒤틀림 등의 변형을 막아 견고성을 높

일 수 있다.

3.6. 목재 접목기법의 조형성

가구는 인간이 실생활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물

건들을 정리, 보관하는 ‘예술의 생활화’라는 측면

을 가장 잘 발현시킬 수 있는 예술창작의 대상이 

된다.

가구재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목재는 자연재 중

에서 시각적, 촉각적으로 인간에게 가장 직접적으

로 접촉되는 재료로서 안정감과 쾌적함을 부여하



소경단목재(小輕短木材) 접목을 활용한 유니트 가변형 테이블디자인 연구개발

Journal of the Korea Furniture Society Vol. 23, No. 1, 2012

31

      

 Fig. 4. Seo Seok Min Works.       Fig. 5. Seo Seok Min Works.       Fig. 6. Seo Seok Min Works. 

는 동시에 미적인 아름다움과 재질감으로 생활의 

윤택함을 부여한다.

그러나 목재 수급의 부족과 새로운 가구 제작의 

기법으로 목재를 접목하게 되었으며 목재의 접목

을 통해 기존 목재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보완

하고 좁은 판재를 접합시켜 넓은 판재로 활용함으

로써 큰단면 소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 제시 및 현대인들의 감각과 목재활동의 합

목적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새로운 조형가구를 개

발할 수 있게 되었다(강 1999).

Fig. 3은 판재의 쪽을 일일이 붙여 각각의 넓은 

면을 형성하는 것을 기초로 한 작품으로 골격을 

만든 뒤에 조각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유니트를 

계획에 따라 단위별로 사전에 오려내어 그것을 제

자리에 찾아 붙여서 조각적 효과를 얻어내는 방법

으로 여러 개의 유니트를 잇대어 볼륨을 형성하기 

위하여 볼륨의 완급과 위치, 크기 등을 계산에 넣

은 철저한 계획에서 제작된 것이다(강, 1999).

현대인들의 다양한 심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조형가구 창출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가구 

재료의 부족현상에 따른 문제해결 제시 방안으로 

여러 쪽의 목재를 접합시켜 넓은 면을 형성하는 

효율적인 방안을 사용하고 이에 조형성을 부여하

고자 한다.

목재의 접목기법은 여러 쪽의 목재를 계획에 의

해 접착함으로써 부조의 효과를 줄 수 있으며 한

판에서 얻을 수 없는 새로운 목리의 아름다움을 

표출시킬 수 있다. 

또한, 색이 다른 나무를 맞붙여 사용함으로서 색

상의 대조에서 오는 균형과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다(Figs. 4～6참조).

4. 디자인 연구

4.1. 디자인 개요 및 컨셉

현대 가구디자인에 있어 친환경 재료의 수급과 

지속가능한 디자인, 가공기술의 변화는 필수 불가

결한 중요사항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는 자연환경

의 변화와 천연자원의 한계성을 상기하는 계기이

며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상호 밀접한 

연계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디자인 방향은 목재 채취 및 작

업시 파생된 소경 단목재를 활용함으로써 친환경 

소재의 활용성을 확대한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표

방하고자 한다. 

유니트 접목가공을 통하여 구조적 측면과 재료

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며 현대인의 라이프스타

일 변화에 맞춘 기능성 측면의 가변형 테이블 디

자인을 제시함으로써 공간활용의 다양성을 갖춘 

디자인을 표현하고자 한다. 

1) 구조 및 형태 : 유니트 결합을 위한 직선위주

의 기하학적 단순미를 갖추며 목재의 적층과 접목

을 활용함으로서 인장강도의 구조적 측면을 강조

하며 그에 따른 형태의 다양성을 표현한다.

2) 재료 및 기능 : 한반도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소나무를 중심으로 테이블의 기능을 갖춘 가변형 

가구 디자인(Figs. 14～16)을 계획함으로서 재료활

용의 합리성과 현대인의 공간 활용을 확대 시킬 

수 있는 디자인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4.2. 소경목 접목방법 및 예

소경목 접목방법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한 방식

으로 접착제에 의한 화학적 접합과 못, 나사, 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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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7. 단목재 부재.       Fig. 8. 부재이음 1단계.    Fig. 9. 부재이음 2단계.    Fig. 10. 부재이음 접합. 

          

      Fig. 11. 종렬접합.               Fig. 12. 횡렬접합.                Fig. 13. 종ㆍ횡 겹쌓기 접합.

Table 2. Floor Plan

구분 일반형 가변형

A안

B안

C안

결합 및 구조적 측면의 짜임 및 부재와 부재를 접

합하는 칩, 쪽매를 이용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접착제에 의한 접합과 도미노 칩

에 의한 물리적 접합을 결합한 다음의 방식을 활

용하여 이루어졌다.

1) 단목재 맞댄 이음 : 소경목 단목재의 결합에 

있어 부재와 부재간의 홈을 파고 보를 이음으로써 

서로간의 더욱 견고한 힘을 가진다(Figs.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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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Table Design A-Type’ Drawing & Rendering.

참조).

2) 목재 겹 쌓기 : 맞댄 이음으로 이어진 일정 

부피의 이음목을 서로 교차하여 폭방향으로 접합 

후 쌓는 방식으로서 비교적 인장강도가 강한 견고

함을 가지고 있다. 횡렬과 종렬 방향을 홀수로 직

교하여(마구리쌓기와 길이쌓기를 번갈아 쌓음) 접

착하므로서 디자인 조형방식에 응용할 수 있는 활

용 가치가 높다(Figs. 11～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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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Table Design B-Type’ Drawing & Rendering.

4.3. 가변형 테이블의 평면 구성

본 작업은 목재의 유닛 접목을 이용하여 효용성 

및 조형성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접목기법을 통한 

새로운 테이블 디자인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평면

도의 모듈 안에 테이블을 배치함으로서 공간에 따

라 재배치 된 형태를 Table 2와 같이 보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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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Table Design C-Type’ Drawing & Rendering.

있다. 

4.4. 디자인 도면 및 렌더링(Figs. 14∼16)

4.5. 가변형 테이블의 공간 활용 예

본 작업은 3D를 이용한 배치의 모습으로 공간 

및 인원수에 따라 다각도로 변형되는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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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xample of Space Utilization

구  분 일반형 가변형

A안

B안

C안

Table 3과 같이 가상으로 보여주고 있다. 

5. 결  론

본 연구는 테이블 디자인 분야에 있어서 한정된 

재료를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공간 효율성을 높이

기 위해 새로운 조형 양식의 디자인, 즉 소경단목

재 접목 재료를 이용한 유니트 가변형 디자인 개

발에 관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소경단목재로 적

층접목 기법의 유니트 조합에 의해 제작된 3종의 

가변형 디자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조형적 특징

과 물리적 장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정해진 형태의 유니트 조합과 유기적 변형

을 통하여 기능적 측면의 공간 효율성을 확대 시

킬 수 있으며, 접목을 이용한 새로운 방식은 독창

성과 구조적 안정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

둘째, 단위개체의 조합 및 분리에 따른 이동의 

편리와 소비자 기호에 따른 연출방식을 제공하며 

그에 따른 경제효율과 디자인의 다양화를 제공 할 

수 있다. 

셋째, 적층 접목은 조직의 불균일한 부분을 선별

하여 인장강도를 높일 수 있으며 휨, 뒤틀림 등의 

변형을 막고, 목재 본연의 아름다운 목리를 표출하

여 전체적으로 감성적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다.

자연환경의 변화에 따른 목(木)재료 수급의 어려

움과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의해 현대 

가구 디자인에 있어서 친환경 재료의 수급, 가공기

술을 비롯한 공간활용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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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개발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

다. 이와 같은 문제 인식에 따라 진행된 본 연구를 

통하여 새롭게 가공된 소재와 제작기법을 이용한 

가변형 가구 디자인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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