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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esthetics of use for modern people can be regarded as being weighted toward universal and rational function

since it has focused on an 'automation and efficiency' and 'smartness' in terms of technological and human

engineering position. Thus, aesthetics of use as an individual agent has remained in minimal level. This study

attempts to seek conceptual model of design regarding the behavior of users from the systematization of critical

theories about the usability. To do that, 'HERTZAIN TALES' written by Anthony Dune and the concept and

system of Droog Design have been used as a core standard.

In line with the various experiments by artist groups such as Fluxus, Memphis group and the work of product

semantics, and inherent characteristics of Droog design, which has surfaced from the 1990s, concepts that has

mentioned in the Hertzain tales have been organized into main texts. By overcoming cognitive bias inherent in

the material culture and by overcoming an existing usability based on immateriality and dialectic solution, the

autonomy of critical design and instrumentality of Droog design have been systemized. By interpreting the design

aspect of 12 pieces that have been submitted to the RE;MIND section, the core of this study, it has been

confirmed that conceptual and critical design's aesthetics of use

From the interpretation of the design aspect of 12 pieces that have been submitted to the RE;MIND section, the

core of this study, it has been confirmed that conceptual and critical design's aesthetics of use has established

the autonomy and independence of the behavior of users, created functional articulation of materials and secured

new conceptual model and thus, could be an effective methodical clue for creating an emergent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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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고도화된 과학기술로부터 생산되는 사물들의 현대적

사용성은 ‘스마트(Smart)’한 기능적 편리성을 대전제로

인간 공학적, 기술적 ‘자동화와 효율성’에 관심이 집중되

고 있다. 따라서 독립된 개별적 주체로서 일상 속 현대

인들의 사용미학은 보편적, 합리적 기능을 벗어나지 못

한 채 최소화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근대 이후 이러한 공급 중심의 보편성과 획일성에 대한

부정과 저항의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과거 플럭서

스(Fluxus)와 같은 예술가 집단의 실험들이 여전히 지속

되고 있으며 이탈리아의 알케미아(Alchemia)나 멤피스

(Memphis)그룹의 디자이너들이 보여준 작업들과 제품의

미론에서의 수사적 메타포와 기능성, 1990년대 전후 미

술과 디자인이 중첩된 ‘관계의 미학(Esthetique relationnelle)’

이나 ‘드록 디자인(Droog design)’의 개념중심 작업들에

는 이러한 정신과 실천이 잘 드러나 있다. 모두 디자인

된 사물들의 관습적 사용성에 대한 성찰로부터 새로운

개념을 생성해내고자 한 작업들이다.

한편 2013년 서울에서 개최된 네덜란드 건축/디자인전

(NEW MESSAGES FROM NL)은 전부 다섯 가지 ‘성

찰(RE;)’을 주제로 각 섹션1)이 진행되었는데, 그중

RE;MIND 섹션 역시 기존 사물들에 대한 새로운 사용행

위, 사용성의 제안을 이슈로 하였다. 연구자가 주목하고

1) 타이포그래피 작업들을 가지고 체험해 볼 수 있는 ‘RE:NEW’, 건

축과 디자인의 주요한 기록 열람으로부터 재인식의 계기를 제공한

‘RE:MARK’, 기존 건축물에 다른 공간을 증축한 ‘RE:USE’, 새로

운 사용성 경험과 주체성이 표현된 ‘RE:MIND’, 네덜란드와 서울의

이슈들을 데이터화하여 인포그래픽과 인터렉션으로 비교, 표현한

‘RE:SEACH’ 섹션으로 구성되었다. 전시주최-한국국제교류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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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는 부분은 이와 같이 기존의 관습적 사용미학 태도

에 디자인을 통해서 주체로서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변화

를 촉발한 시각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용성에 대한

비판적 이론의 체계화로부터 RE;MIND 전시작품을 해석

하여 사물들의 사용자 행위 대한 디자인 개념모델을 창

발적 가능성의 입장에서 모색해보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연구의 중심 텍스트로서 기존의 사용성 개념을 비판적

입장에서 선두적으로 이론화 한 앤서니 던(Anthony

Dune)의 저서 『헤르츠 이야기』(HERTZAIN TALES :

Electronic Products, Aesthetic Experince and Critical

Design)’와 ‘드록 디자인’의 주요개념과 방법을 연구의

핵심 준거로 활용하였다.

우선 모더니즘 이후 디자인에 전개된 관습적인 사용성

개념과 비판미학적 내용들을 자율성의 개입과 도구성의

강도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예술가 그룹의 다양한 실험

들, 포스트 모던 양상으로서 비교적 저평가된 이탈리아

디자인 그룹과 제품 의미론의 작업들, 90년대를 기점으

로 등장한 드록 디자인의 작업에 내재된 특징들을 살펴

보았다. 3장에서는 비물질적 특성과 전자제품의 사물성2)

을 기생기능의 개념중심으로 전개하는 던의 비평적 디자

인 개념을 자율성의 입장에서, 드록 디자인의 개념적 사

용미학을 도구성의 입장에서 작품해석의 틀로 정리하였

다. 4장에서는 연구의 핵심으로 3장까지 살펴본 특성과

개념들로부터 RE;MIND섹션에 출품된 작품들의 디자인

양상을 해석하였다.

2. 사용미학의 비판적 실천양상

2.1. 자율성의 개입과 사용성 개념의 변화

사용행위가 이루어지는 사물들의 디자인에 있어서 가

장 우선시 되는 것은 보편적 합목적성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의 지위는 산업혁명 이후, 바우하우

스와 기능주의 건축과 디자인(국제주의 양식)에서 정점

을 이루었으나 경제구조, 사회문화의 다양성과 개별성의

저항으로 다양한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1950∼60년대 네오아방가르드 운동이후 플럭서스의 예

술가들은 사물들의 ‘정상적인 사용행위’에 대해서 물질문

화가 지닌 병리적 측면으로서의 변태, 위반, 집착으로부

터 ‘사물의 오용과 기능장애’를 드러내려고 하였는데, 특

히 존 케이지(John Cage)의 '라디오 음악(Radio Music,

2) 던이 헤르츠의 이야기에서 자신의 작업을 구체화한 부분은 보이지

않는 전자기파의 파장과 관련된, 잠재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가시화

한 작품과 그에 대한 비평적 디자인인데,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사례, 개념과 방법적 시각만 언급하도록 한다.

1970)'이나 피아노 연주곡들, 백남준의 ‘마그네틱 텔레비

전<그림 1>’과 ‘랜덤 액세스<그림 2>’는 제작 당시 사용

행위의 예측에서 벗어나는 상호작용을 촉진하였다.

<그림 1> 백남준,

Magnetic TV, 1965

<그림 2> 백남준,

Random access, 1963

조각가인 리차드 웬트워스(Richard Wentworth)는 '대

충 때우고 그럭저럭 벗어나기(Making do and getting

by, 1995)'라는 비디오 클립에서 우리들의 자연적인 능력

-환경 속에서 기존의 사물 유형들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언급하였다. 이는 원래의 사물

내부에 각각 동떨어진 채 잠복해 있던 여러 관념들이 응

집되어, 잠재된 유사성을 드러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3)

또 이탈리아의 멤피스와 알케미아 디자인은 당시 제품

들의 소비주의와 사용성을 한정짓는 획일성에 반하는 작

업들로 편향적 기능과 기호의 사용행위를 고도의 감성적

시선으로 환기시켰는데, 실제 기능하지 않는 제품들을

개념적 모델로 제시하여 ‘구성의 미학’에서 ‘사용의 미학’

으로 관심을 이동시켰다. 실험적인 가구들은 대량생산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사물을 좀 더 추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료와 구조를 뛰어넘어 시각문화보다는

사회체계와의 연관하에 비평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이

러한 관점으로부터 안드레아 브란지(Andrea Branzi)는

20C 후반 산업화된 생산 체계에서 ‘공예’가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4)

2.2. 지각 지향의 사용성과 제품의미론

사용성 접근에 있어서 로쉬버그 할턴(E. Rochberg

Halton)이 <사물의 의미>에서 인용한 듀이(John Dewey)

의 인지와 지각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듀이에게 ‘인지’는,

대상을 마주할 때 기존에 형성된 해석체계나 정형에 의존

하는 것을 일컫는다. 반면 ‘지각’은 대상에 능동적으로 반

응하며, 그래서 이전에 형성되었던 버릇이나 형식을 수정

한다.… 지각은 미적 경험에 본질적인 것이며, 심리적 성

장과 학습을 좌우한다.” 관습적인 기호학에 기반한 접근

방식은 ‘인지’에 의존하지만 ‘지각’ 이 함축하는 경험의 능

동적·비평적 수용성은 사용미학에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5)

3) 앤서니 던, 박해천, 최성민 옮김, 헤르츠 이야기, 시지락, 1999, pp.100-101

4) Ibid., pp.124-125

5) 미하일칙센트미하이와로쉬버그 할턴의 <사물의 의미> 재인용, Ibid., p.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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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피스 그룹 활동 전 올리베티사의 고문이었던 소사스

(Ettore Sottsass)의 작업<그림 3>은 당시 ‘인지론적 명

확성에 입각한 사용자 친화성’ 디자인에 몰입되어 있을

즈음, 이와 반대되는 방식을 취한다. 소사스의 시각을 인

용한 던은 사용자 친화성의 관습적 개념을 비판하면서,

디자인 사물의 인간 공학계는 사물을 해석보다는 이해의

대상으로 인식한다고 주장하였다.6)

<그림 3> Ettore Sottsass,

Elea 9003의 key-board, 1959

<그림 4> Lisa Krohn,

Phonebook, 1987

한편 1980년대 이후 크랜브룩(Cranbrook) 아카데미 산

업디자인 과정의 맥코이 부부(Michael McCcoy, Katherin

McCcoy)가 제시한 ‘제품 의미론(Product Semantics)’은

은유적 수사와 기능에 기호학적으로 접근한 경우이다.

<그림 4>는 플라스틱의 다용도성을 활용한 자동 응답기

디자인으로, 메시지를 녹음하고 프린트하는 기능으로 책

의 형태를 적용하여 다양한 기능을 선택하려면 책장을

넘기는 식으로 자동응답기와 전화기를 조합하였다. 의미

론과 기호학은 언어의 구조와 의미전달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언어학자들에 의해 사용되었는데, 디자인에서 이러

한 이론들은 형태가 어떻게 암시적 의미를 표현할 수 있

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하지만 던은 이러한 유사성의 도식적인 사용은 단일

의미에 대한 은유로 귀결되며 제품은 자신의 기능을 스

스로 묘사하면서, 사용자의 해석을 디자이너의 해석에

짜 맞추게 된다고 지적한다. 제품의미론의 작업은 오래

된 형태처럼 기의(記意)에 종속되어 더 이상 그 사물엔

사용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여백도 남겨지지 않

으며, 따라서 새로운 의미와 기능을 제공하는 전자공학

의 잠재력을 한정짓는다고 비판한다.7)

2.3. 개념적 사용미학과 새로운 즉물성(卽物性)

1990년대 이후에는 정보기술, 세계화, 자본과 미디어로

심화된 물질문화의 폐해로부터 보다 본질적인 작업이 진

행된다. 사용성과 사물에 대한 개념적 사고8)를 핵심으로

6) Ibid., pp.51-52

7) Ibid., pp.54-55

8) 모더니즘(‘형태는 기능을 따른다.’)의 종식 이후, 네덜란드 디자인은

컬러와 스타일의 자유로운 응용을 통한 ‘재해석’이라는 실험적인

사고에 충실하는 개념적 측면에 집중하여 ‘형태는 개념을 따른

다.(Form follows Concept)'라는 새로운 슬로건이 정립되었다. 네

하는 드록 디자인은 앞에서 살펴 본 자율성 개입(예술적

실험이나 제안)에 의한 인식적 환기 수준을 벗어나, 이들

의 기본전략은 헤겔식 정-반-합의 변증적 구도로서, 기

존 사물에 내재된 재료, 구조, 기술에 대한 관습성들로부

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비판적으로

재해석, 재정의하여 새로운 합으로 재배치하는 것이다.

<그림 5> Marcel Wanders,

Knotted chair, 1996

<그림 6> Tejo Remy,

Chest of drawers, 1991

초기 'Dry Tech'프로젝트에서는 복합재의 물질적 특

성과 그 가공법에 관한 정확한 이해와 수공예적 기법의

재활용과 적용을 선보여 하이테크와 로우테크의 접점에

서 새로운 미적 형식을 취하였다. <그림 5>에 사용된

소재로는 탄소강화섬유와 에폭시 수지와 중력이 전부인

데, 이는 의자에 적용되는 재료와 자연현상인 중력의 재

해석으로부터 구현된 것이다.9) 기존 재료와 기술에 암시

적으로 산포되어 있던 잠재성들을 명료하게 재구성, 사

물들의 새로운 사용성을 창안해낸다. 또 <그림 6>과 같

이 과거의 기억들로써 기존 사물의 일부분을 재활용하는

자세를 보여주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긍정과 재미와 같

은 즐거움으로부터의 자극, 새로운 감성적 경험을 사용

행위와 연결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접근은 사물과 사물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재료와 기

능, 기술에 대한 비평과 저항으로부터 지속된 개념적 사

고운동에 기인한다.10)

3. 사용미학의 자율성과 도구성

앞에서 살펴본 비판적 경향들로부터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우선 기존 사용성에

대한 비판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즉 메타차원을 고집하

덜란드 DAE(Design Academy Eindhoven)의 이러한 교육철학은

드록 디자인의 사상과 실천과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받았다. 이상

훈, 양영완, 네덜란드 DAE(디자인 아카데미 아인트호벤)의 교육시

스템 특성에 관한 연구, 2010, 기초조형학연구, vol.11 no.6, p.444

9) 김유진, 문무경, 네덜란드 디자인 그룹 ‘Droog Design’에 관한 연

구, 한국디자인학회, 디자인학연구, 통권 제47호, 2002, p.160

10) 이러한 도구적인 입장에서의 사용성 성찰(재료와 기능, 구조, 기술)

은 하라 켄야(Hara Kenya)가 주도한 일본의 ‘리디자인(Redesign)

전시’와 ‘햅틱(Haptic)전시’에 선보인 작업들과도 연결될 수 있으며,

또 무지(MUJI)가 보여주는 디자인(생산, 포장, 유통, 소비, 브랜드

가치 재정의)작업의 성찰도 이와 연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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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사용성 자체가 100% 실현되지 않은 채 인식적 환기

와 가능성으로서의 의미와 기능이 강조된 자율적인 입장

과, 또 이와는 달리 일상적 삶에서 실제적인 사용성을

최대한 실현해내려고 하는 도구적인 입장으로 구분될 수

있다. 3장에서는 우선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비평적 사용

미학을 언급한 헤르츠 이야기의 개념을 자율성의 입장에

서, 그리고 비전자제품을 중심으로 변증적 과정에 의한

생성 개념을 보여주는 드록 디자인을 도구성의 입장에서

정리하여, 4장 작품 해석의 프레임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3.1. 비평적 디자인의 사용미학과 자율성

던이 제시한 비평적 시각은 일상 속 미아가 되어버린

전자제품들의 사용미학에 관한 것으로, 이것들에 내재된

관습적 기능과 기호를 초월하기 위한 ‘자율성’의 전략이

농후하다. 그가 개진하는 비판의 주요 관점은 오로지 테

크놀로지의 미적 표현에만 몰두하는 기술적 문제, 비록

언어학적 연구로의 확장이라는 의의는 제공하였지만 사

물의 대상적 특성들을 그것의 유사 언어적 특질에 종속

시키게 된 기호학적 문제, 기존 사물들의 존재방식과 조

화를 이루느냐보다는 그것이 유발하는 변화가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물질문화의 문제, 유동적 세계에 고체적 특

성으로서의 디자인의 문제, 마지막으로 물질문화의 유용

한 성찰은 인류학, 사회학이 아니라 일상 사물의 시학과

연관된 문학적 관점을 언급하면서 실제성과 기능성이 당

연시되는 세계에서 탈-최적화된 사물로서의 전자제품의

사용미학이 일상생활의 새로운 경험, 새로운 시적 차원

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11)

⑴ 탈-최적화와 (비)인간적 요소((In)Human Factors)

던은 인지심리학자 돈 노만(Don Norman)에 대한 릭

로빈슨(Rick Robinson)의 비평을 인용, “사용자 중심성은

단순히 사람들이 어떻게 사물들을 인지하느냐에 대한 설

명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와 상호작용하는 인공물들이

우리의 사고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노먼이 말하

는 산출능력/행위유도성(Affordance)은 개별적이고 사회

적이며, 문화적으로도 역동적인 것이다. 하지만 인공물은

이러한 과정에서 배수로의 역할을 행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근본적으로 그 과정의 역학 자체를 구축하는 것”

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사용자 친화성을 위한 커뮤니케

이션의 투명성은, 기계에 매혹된 우리를 단지 좀 더 편

안하게 만들어줄 뿐이라고 언급한다.12) 던은 이러한 문

제의식으로부터 (비)인간요소로서 ‘탈친숙화’, ‘텍스트로

서의 디자인’, ‘자아를 우회하기’, ‘기능적 낯설게 하기’를

통해서 사용자 비친화성의 사용미학을 언급한다. 여기서

가장 유망한 것으로서, 또 특정유형의 가제트(gadget)가

11) 앤서니 던, op. cit., pp.22-41

12) Ibid., pp.49-51

지닌 특성으로서 바로 기능적 낯설게 하기인 ‘기생 기능’

을 개념화한다.13)

⑵ 기생기능(Para-Functionality)

<그림 7> Jack Kevorkian,

Suicide machine

<그림 8> Steven Pippin,

Untitled, 2008

기생기능은 전자제품이 우리의 행위를 제한하는 방식

에 대한 성찰을 사물의 ‘기능’을 활용하여 유도하는 특정

한 형태의 디자인을 의미한다. ‘엉뚱한 사물들’의 사례로

서 잭 케보키언(Jack Kevorkian)의 자살기계<그림 7>는

법률과 윤리, 자율과 같은 복잡한 문제들을 물질적으로

구현하는 강력한 ‘비공식’ 디자인으로서 제품이 일종의

비평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던은 이와 같이 기생

기능의 가능성을 극단에 다다른 기능주의가 초현실적이

면서도 키치적인 역담론을 야기한다는 보드리야르 문구

인용14)으로부터 제품에 내재된 ‘금지된 정서’, ‘사회적 픽

션’을 단서로 언급한다. 이러한 작업들은 소위 ‘가제트

(Gadget)’로 정의되어진 제품들에서 구체화된다.15)

<그림 9> Pilippe

Ramette, Device to see

the world in details, 1990

<그림 10> Diller+Scorfidio,

Para-site, 1989

스티븐 피핀(Steven Pippin)은 숙주가 되는 사물의 본

래 기능과 카메라의 기능을 혼합시켜<그림 8>, 기능주

의와 초현실주의의 관습적인 양극을 넘어서며, 필립 라

13) 던은 이러한 (비)인간요소들을 러시아 형식주의 문학과 쉬클로프스

키, 브레히트의 낯설게 하기, 바르트의 텍스트성 등 시와 문학적

서사 개념과 연결하여 그것들의 풍요로운 참여 이상의 것, 비평적

이고 전복적인 복합적인 경험의 선사를 강조한다. Ibid., pp.60-68

14) Ibid., pp.49-51, J.보드리야르, 기호학의 정치경제학 비판, 재인용

15) 이것들은 사실 굿 디자인의 반대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인데, 가제트

란 강한 인상을 주고 이목을 끌기 위해 지나치게 사용자 친화적

경향이 있는 ‘속임수’와 반대로, 실제 쓸모는 없지만 흥미롭고 독창

적이고 재치있는 악세사리를 말한다. 줄리오 셰피(Guilo Ceppi)는,

“가제트는 공식적인 디자인 문화권에서 한 번도 진정한 디자인으

로 취급된 적은 없어도, 가제트가 유발시키는 더욱 흥미로운 현상

은, ‘경탄과 놀라움’으로서의 심리행위적 측면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은밀한 틈 새에서 우리는 ‘금지된 정서’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한다. G. 셰피, 테크놀로지 갖고 놀기, Ibid., pp.49-5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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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Pilippe Ramette)의 장치<그림 9>는 기능주의의 독

재에서 도망치려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 내부에 머물면

서, 그것을 시적이고 전복적인 유희를 포괄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확장시킨다. 딜러+스콜피디오(Diller+Scorfidio)

의 기생처(Para-site)는 텔레비전이나 비디오 카메라와

같은 전자제품들을 그 상태 그대로 새로운 혼종 오브제

로 결합(병치)시킴으로써 지루하고 익숙한 장치들을 건

축에 개입하는 건축적 가제트로 변형시킨다.16)

던은 이러한 장치들이 사용성 개념의 변화가 어려운

합리성과 현실 사이에서 일종의 ‘바이러스’로서 일상생활

에 잠입할 때, 현실을 개념화하는 새로운 길의 모색, 사

용자 행동반경의 확장, 지각과 의식의 확장이 아닌 변형

이 가능해진다고 한다. 결국 기존의 것과 있을 법한 것

사이의 경계를 탐구하게 되며, 이것을 비평으로서 기생

기능의 주요역할이라고 주장한다.17)

⑶ 심리사회적 서사와 역할모델

‘심리사회적 서사’는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서사

적 경험의 주인공이자 공동제작자로서의 사용자 개념을

담지해 내도록 확장하는 방식에 대한 것이다. 비일상적

인 심리적 욕구 및 욕망을 병리적으로 구현함으로써 사

용자의 인지가 아니라, 지각(과 관념)을 변형시키는 ‘역

할 모델’의 형식으로, 상호작용이 지닌 독창적 측면과 경

험을 증대하여 서사적 공간의 창출로 확대될 수 있다.18)

알프레드 번바움(Alfred Birnbaum)은 변태 행위자들

이 자신의 신체일부를 플라스틱 용지위에 스캔받고 그

왜곡된 이미지를 독신 여성들에게 팩스로 송신하여, 핸

드 헬드 스케너와 팩스머신으로 비정상적인 욕망을 서사

하였고, 더글러스 고든(Douglas Gordon)은 텔레비전에

출현하여 두 대의 전화기로 갤러리 두 곳에 전화기를 걸

어 수화기들을 마주보도록 고정시킨 뒤, 그 사이에서 오

가는 초현실적인 대화를 녹음하였다. 이것들은 과거 플

럭서스의 작업들과 연결될 수 있는 물질문화의 병리적

측면의 일부를 형성하는 이야기들로서, 하드웨어 대신

소프트웨어에 집중하여 기존의 테크놀로지를 새롭게 활

용하는 방법의 고안으로 제작 당시의 예측에서 벗어나는

디자인 사물들과의 상호작용을 촉진한다.19)

이토 도요의 작업<그림 11>은 기존 도시거주민의 소

16) Ibid., pp.79-85

17) Ibid., p.92

18) Ibid., p.97

19) 던은 프랑크프루트 학파(아도르노와 마르쿠제)의 다음 문장으로 이

러한 입장을 공고히 한다. “사물의 사용방식이 전복될 때, 주인공

은 시스템을 속이고 원래 사용자에게 할당되었던 몫보다 더 많은

쾌락을 획득하게 된다. 기능의 전복은 질서의 붕괴와 연관된다. 따

라서 결국 언어를 왜곡시켜 새로운 무언가를 수용할 수 있도록

neologism을 창출해낸다. 욕망은 환경의 전복으로 이어진다. 그리

고 그렇게 전복된 환경은 우리의 비합법적인 욕구에 부응하기위해

스스로를 재구성할 기회를 창출하고 새로운 비공식적 서사를 확립

한다.” Ibid., pp.49-51

유와 보관, 저장개념의 주거가 아닌 부유하는 자그마한

깡통으로서 소비이미지에 집착한 쇼핑중심의 소녀의 서

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건축물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역

할모델’은 일상적인 사용경험과 그것이 매개하는 사회적

경험을 해석하는데 필요한 체계를 확장시키며 제품이상

의 개념적인 공간을 만들어낸다.20)

<그림 11> Dwelling for a Tokyo Nomad Woman,

Pao1(좌), Pao2(우), Toyo Ito, 1985-1986

⑷ 리얼픽션(Real Fiction), 작가로서의 디자이너

리얼픽션은 ‘교차시키기(crossing over)'의 문제에 초

점을 맞추고, 어떻게 개념적인 디자인 의도와 작업형태

가 상업적인 디자인과 다른지, 또 일상생활의 관념들을

표현하는 표상과 맥락에 주목한다. 던이 여기서 제시하

는 것들의 대부분은 작동하는 프로토입으로서의 디자인

사물이기보다는 설치물로서의 디자인 사물, 모델로서의

디자인 사물이다. 먼저 설치물로서 미술관에 전시된 디

자인 사물은 관람객이 예측하는 스펙터클 이상의 허구

적·사회적·미학적 측면을 제시한다.21)

<그림 12> James Turrell,

Perceptual Cells, 1989

<그림 13> Krzysztof Wodiczko,

Alien Staff, 1992-93

제임스 터렐(James Turrell)의 작품<그림 12>은 관람

객들이 부스에 들어가 자신의 머리를 둘러싼 반구체 내

부의 조명색깔을 변경하게 되는데, 이 사물을 사용하는

자신을 상상하게 됨으로써 미술관 바깥세계와 소통이 가

능해진다. 보디츠코(Krzysztof Wodiczko)의 작업<그림

13>은 미술관 내부의 작품이 가질 수 있는 새로운 기능

의 상상과 프로토타입의 구체화 가능성을 보여준다. 보

디츠코의 ‘노숙자용 수레(Homeless Vehicle, 1988∼89)’,

‘폴리스카(Poliscar, 1999)’작업 역시 실천과 관념의 경계

에서, 현재의 문제들의 ‘구체화’와, 변화를 이끌어내는 변

이 장치이자 미적인 실험으로서, 대상의 사용성 개념을

‘변화-매개-촉진’하게 된다.

20) Ibid., pp.100-104, p.109

21) Ibid., pp.11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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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가 아닌 모델로서의 디자인 사물들은 언제나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토 타입이 아니라, 디자인 아이

디어의 본질을 구현하는 일정의 유전자형(genotype)으로

간주하는데, 이것은 사물을 구성(재료와 구조)의 미학에

서 사용의 미학으로 관심을 이동 시킨다. 그레고린 그린

(Gregory Green)은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기술적 사물로 폭탄모델들을 제작하였는

데, 여기서의 기술적 무용성은 상상력을 유발시키는 개

념적인 기계로서의 기능에 관람자들을 주목하도록 만들

면서 관람자들에게 성찰과 비평의 기회를 제공한다. 미

켈레 데 루키(Michele De Lucci)가 1979년 밀라노 트리

엔날에서 보여 준 가정용 기기들 역시 디자이너이기보다

는 이와 같이 작가적 비평의 입장이 드러난 개념적 모델

로서의 디자인 사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22)

<그림 14> Michele De Lucci, prototypes made for brand Girmi, 1979

3.2. 드록 디자인의 개념적 사용미학과 도구성

던의 비평적 디자인이 예술적 자율성으로서의 급진적

사용(가능)성을 제안하는 것과 달리, 드록 디자인은 사용

성에 대한 전복을 드러내지만 기존 개념의 재정의, 재해

석으로부터 소재와 기술, 구조에서 획득한 새로운 즉물

성(Sachlichkeit, 卽物性)으로서의 기능적 가치에 집중한

다. 이것은 실용성을 담보로 하는 ‘도구성’의 사용미학을

기본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⑴ 변증적 해결에 의한 새로운 도구성 개념의 갱신

모더니즘 이후 지금까지의 디자인 사물 인식과 방법에

반하는 태도로부터 새로운 사용성 개념을 찾아내려고 한다.

그런데 이들은 던과 같은 입장으로서의 예술가(다다, 초현

실주의자)들이 취했던 개별적이고 특수한 잠재성보다는 보

편적 관점(재료와 기술, 구조)에 대한 성찰(재해석, 재정의)

로부터 기존의 양식, 기능과 기호를 해체하고 초월한다.

‘Dry Tech(1995-1996)’, ‘Dry Bathing(1997)’, ‘The

inevitable Ornament(1998), ‘Do create(2000)’, ‘Me,

Myself and You(2001)’ 등 프로젝트의 타이틀에서도 확

인가능 하듯이 기존 관습화된 디자인 사물들의 개념적

갱신을 목표로 전개되었다. 과거와의 단절이 목표지만,

과거와의 연장선에서 새로움을 다시 추구하고자 하는데,

따라서 이들의 작업에는 던이 집중한 전자제품으로서의

기능, 기호, 자동성, 사용자 친화성 개념과는 제품의 대

상적 층위가 다르다. 과거로부터 연장된, 변증적 접근(정

-반-합)이 가능한 사물들의 개념적 혁신성에 집중한다.

22) Ibid., pp.124-126

⑵ 시간화된 요소들의 재정의와 병치(倂置, juxtaposition)

<그림 15>

Tejo Remy,

Rag-Chiar, 1991

<그림 16>

Amout Visser,

Salad Sunrise, 1990

<그림 17>

A, Visser 외,

Function tles, 1997

물질문명의 동일화된 대량생산이 아닌, 이미 생산된

사물들의 사용성 개념을 재배치한다. 사물들에게 이미

주어졌던 보편적 요소(재료와 구조, 기술적 맥락들)들을

병치하여 낯선 사용성의 태도와 방식을 제시한다. <그림

15>는 도태되고 용도 폐기된 사물들의 요소를 재활용하

여 재료, 구조의 입장에서 기능적 가치를 부활시킨다.

<그림 16>과 같이 상이한 물성간의 기능적 속성을 재개

념화하여 병치하기도 하며, <그림 17>처럼 물질적 요소

가 아닌 시스템적 요소로서, 기존 타일의 표준체계에 내

재된 규격들로부터 새로운 기능적 잠재성을 재위치시킨

다.23) 이러한 잠재성의 병치들로부터 비록 던이 제시한

커뮤니케이션의 불투명성, 사용자 비친화성이 드러나기

는 하지만, 즉 재료들의 기능성을 즉물적으로 병치(별도

의 형태언어 부재)하여 낯선 대상성을 띄기는 하지만 실

제 사용가치에 대한 문제해결 의지는 고수하려고 한다.

⑶ 사건의 경험과 유머, 성찰의 즉물화

<그림 18> Marti Guixe,

Do break, 2000

<그림 19> Claudia Linders,

Dare to unlabed, 2003

2000년 4월 ‘Do Create'프로젝트는 행함을 주제별로

선정하여 개별화된 사용행위의 경험이 디자인을 완성하

도록 하였다. 마르티 귀세(Marti Guixe)<그림 18>는 인

간이 개별적 욕구를 사물과 어떻게 관계시키며 소통하고

경험하는지를 흥미롭게 보여 주었다. 사물의 기능이란

개인의 욕구충족방식과 은밀하게 관계하는 것이며 매우

다양할 수 있음을 반증시켜준 경우였다. 긁거나, 던져 깨

뜨리거나, 붙여나가간다는 행함을 통하여 '대상을 넘어선

(Beyond object)' 사용자의 개별적 경험을 부각시켰다.24)

2003년의 밀라노 참가 프로젝트는 ‘당신의 선택(Your

Choice)'으로 인간이 사물과 서비스를 선택하고 경험함

23) 문무경, 드록디자인 활동에서의 네덜란드 방식에 관한 연구, 한국

기초조형학회논문집 Vol.18 No.3, 2012, p.119

24) Ibid., p.119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3권 2호 통권103호 _ 2014.04          57

에 있어서 선택의 기준에 대한 반문을 주제로 하였다.

<그림 19>는 “당신이 정말 선택하고자 하는 옷이 이 옷

입니까?” 이 옷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가의 패션 브랜

드의 레이블(Label)들로만 봉제한 것인데, 브랜드와의 관

계가 선택의 기준인지를 반문하는 것으로 실제 착의보다

는, 본질을 현혹시키는 상품미학의 기호와 의미들에 대

한 성찰을 유도하는 작업이었다.25) 드록 디자인이 2000

년 이후에 보여준 반성적 작업들은 던의 비평적 디자인

과 일정부분 중첩되는 부분도 있지만, 비전자제품의 특

성으로서 여전히 물성과 재료, 그리고 지속가능성과 상

품미학이라는 보편적 화두에 관심을 두고 진행되었다는

차이점이 있다.

3.3. 소결

위의 내용으로부터 우선 던의 사용미학은 프랑크프루

트학파의 부정미학적 전위(前衛)성을 바탕으로 기존 디

자인의 이성적, 공학적 입장의 사용자 친화성을 끝까지

거부하는 입장임을, 이에 반해 드록 디자인은 실용성을

바탕으로 한 이성적, 과학적 성찰로부터 재해석한 도구

적 입장 안에 있으면서, 점차 반성적 서사 표현을 조금

씩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미학적인 예술영역과 도구적 개념을 우

선으로 하는 디자인영역 경계면에서의 흡수와 충돌 양상

은 변화하는 과학기술과 사회, 경제구조에 의한 문명과

문화의 변화로부터, 사물과 사용자 간의 지각방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영역들의 절합(節合, articulation)26)기제

가 작업방식에 미친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

자제품과 비전자제품, 혹은 자율성과 도구성으로서 사용

성 개념을 한정짓기보다는 중층화된 경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의 생성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4장에서는 작품 해석을 통해서 사용성 개념의 절합적 양

상을 새로운 가능성의 발현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4. RE;MIND 디자인의 개념적, 비평적 사용

미학 해석

4.1. 작품의 해석

RE;MIND전시의 작품들은 모두 네덜란드 작품들이기

에 DAE(Design Academy Eindhoven)와 드록 디자인의

영향이 강하게 작용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27) 앞에서 살

25) Ibid., p.120

26) 알튀세르의 방법론으로서, 서로 연관이 없는 듯한 논의를 연결시키

는 것으로 “마디와 마디가 관절처럼 맞붙어 둘이면서도 하나로 작

동하는 상태(또는 구성체계)”로 정의되며, 따라서 영역과 영역사이

의 경계탐구에 집중할 수 있다. - 심광현, 문화과학 ‘절합’ 20년 그

저 존경, 한겨레21, 제910호, 2012

27) 전시된 작품들은 최근 3-4년간 DAE(아인트호벤 디자인 아카데미)

펴본 사용성 개념의 유형들이 다양하게 중첩된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전자제품, 가구, 실제 제작이 가능한 직

물제작기 등의 비전자제품과 도로의 포장재, 식자재 판

매에 대한 정보서비스, 호텔과 같은 공간디자인의 영역

등, 12가지 디자인 작품이 제시되고 있는데, 지금부터 이

러한 다양한 영역성과 제작 시기가 가지는 의의를 작품

선정의 근거로 작품의 해석을 진행하도록 한다.

⑴ Architextiles - 변증적 해법에 의한 기능과 감각의 확장

<그림 20> Aleksandra Gaca, Architextiles, 2008

공간에 작용하는 음향에 대한 재료적 성찰을 변증적

방법으로 해결해 낸 작품이다. 소리를 흡수함으로써 노

이즈를 감소시키는 1차적 기능충족으로부터 촉각으로서

의 탄성과 입체적인 패턴을 다양한 시각적 형식(장식+기

능)으로 기능화 한 3차원 직물디자인이다. 패턴문양의 변

화에 따라 다양한 시각적 연출이 가능하기에, 상징적인

(고전) 패턴을 적용하여 문화적 정체성을 드러낼 수도

있다. 직물의 구조와 입체효과에 대한 개념적 혁신은 바

인딩 및 스레드의 완성을 위한 지속적인 실험의 완성으

로 되었는데, 직물구조 형성의 순서, 리듬의 반복과 추상

적 축조개념으로서 강철프레임, 벽돌과 타일, 그리드와

같은 수학적 구조와 함께, 무용, 연극과 스포츠에 내재된

동적인 개념도 반영되었다. 이러한 반영은 다양한 재료

로서 부드러운 모헤어, 강한 폴리에스테르, 종이원사와

와이어의 물성까지 개입되었는데, 최근에는 생태학과 지

속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추가되고 있다. 결국, 흡음이라

는 기능적 문제해결로 출발해서 패션, 인테리어, 디자인

건축 등의 심미적 요소로서 성능도 향상되었다.28)

흡음이라는 기능적 재해석을 재료와 기술의 사용성으

로 전화시킨, 도구적 개념의 혁신사례라고 할 수 있다.

⑵ Concrete Choreographies –서사주체로서 역할모델의 구현

무표정한 공공공간의 포장재에 춤동작의 서사를 기능

적 층위에 삽입한 ‘역할모델’로서의 사용성 개념을 보여

준다. 작가는 움직임을 시적으로 상상하는 안무가로서

공간환경을 지각한다. 거리와 건물, 교차로를 이동하는

시민들의 이동방법에 독특한 작가적 이야기를 연출하는

데, 평활도를 유지해야 하는 기존의 기능은 비록 탈최적

화 되었지만 그로부터 새로운 사물성과 사용성의 여지를

보여준다.

졸업생들의 성과를 중심으로 10년간의 이야기를 소개하였다.

28) 한국국제문화교류재단, 네덜란드 건축/디자인전 작품집, 2013, 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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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Pomme van Hoof, Concrete Choreographies, 2011

30cmX30cm의 무표정했던 포장타일은, 반짝이는 반사

체, 잔물결, 점프와 회전, 슬라이드 행위로부터 잠재되었

던 새로운 신체로서의 경험과 지각행위를 유발하게 되

어, 개별적인 동작 경험들을 불확정성의 선형적 연결구

도를 상상하게 한다. 기존 콘크리트 재료와 패턴의 재해

석에 춤 동작을 연결하여,29) 수동적인 사용자들의 행위

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유희적 개념의 공공재이다.

⑶ Fiet - 지각, 감정을 드러내는 역할모델로서의 반응체

관습적 인지가 아닌, 지각적 대상으로서 사물의 반응

을 움직임과 빛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작가는 감정 표현

과 생체모방, 그리고 벅 민스터풀러(R. Buckminster

Fuller)의 구축작업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전자적 반응

원리는 사용자의 청각적, 시각적, 촉각적 대화를 유도하

여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연출한다. 공학적 기술의 심층

화로부터 무게와 평형도, 햇빛에 의한 반응이 살아있는

자율 신경계처럼 작동한다. 스프링 스틸 구조에 수백개

의 폴리프로필렌 콘이 고정되어있는데, 대상의 감지는

오디오 센서와 LED에 연결되는 내장모터에 의해 움직인

다. 조용할 때는 천천히 반응하며, 소리가 증폭됨에 따라

수신거부 및 노이즈와 흔들림이 두드러진다.

<그림 22> Castor Bours, Fiet, 2013

이것은 던이 헤르츠의 이야기에서 언급한 보이지 않

는, 그동안 무시되어 왔던 전자기파장 영역으로서 사용

자와 환경에 대한 네덜란드 버전의 긍정적 가시화라고

할 수 있다. 또 무생물이지만 사용자의 감정(공포와 스

트레스, 긴장)상태를 빛과 움직임으로 드러내는 “정서적

인 반응의 움직임을 시각화 한 대화형 조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제품이 사용자가 주인공으로서 지닌 지각(과

관념)을 변형시키는 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역할모델이라

29) Ibid., p.67

고 할 수 있다.

⑷ The Food Pharmacy - 반성적 개념의 서비스 체계제공

이 작업은 동양에서의 ‘약선(藥膳)음식의 재료’들을 연

상시킨다. 이 약국에서는 “순수 식재료가 건강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그 지식과 정보를 파는 약국”으로 약이

아니라 신선하고 몸에 좋은 음식을 팔고 있다. 야채, 과

일, 허브 등의 포장라벨에 해당 식품이 우리 몸의 방광,

폐, 위, 기억 등에 유익함을 의학정보로서 제공한다. 모

든 포장마다 레이블이 달려있어, 해당 식품이 왜 몸에

안 좋은지, 왜 먹어야 하는지를 설명해준다. 사람들은 몸

이 아프면 습관처럼 바로 약을 먹는다. 하지만 작가는

표면적인 질병만 치료하는 것으로는 진정한 ‘건강’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그 이상의 것까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

며, 해결책으로서 ‘건강한 음식’의 섭취를 주장한다.

<그림 23> Maaike Schuitema, The Food Pharmacy, 2012

따라서 이 작품은 관습화된 식습관으로 인식하지 못하

고 있는 식료품의 개념을 건강과 의학의 입장에서 생산

과 유통, 소비의 전체체계에 새로운 시선을 제공한다. 간

과했던 정보와 지식 제공의 체계화는 신개념의 스토어

공간의 창출과 식품으로서의 사물성을 개념화하여, 새로

운 사용성의 행위 영역을 제시하였다.

⑸ Hotel the Exchange - 낯선 우연성 경험, 협업의 재개념화

암스테르담에 위치한 이 호텔은 전부 61개의 각기 다

른 객실을 갖추고 있는데, 내부 공간은 모델처럼 다양한

패션을 입고 있다. 개성 넘치는 객실공간의 표정연출은

네덜란드 패션학교(AMFI) 학생 및 졸업생들과의 지속적

인 협업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프로젝트는

해마다 계속 진화하여 최신 상태를 유지하게 되며, 객실

자체가 호텔의 얼굴로서 반영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제

시된 객실에 대한 선택으로부터 시작되는 투숙객들의 경

험은 낯설고, 실험적인 공간적 상황 안에서 가구와 조명

등의 공간요소들에 의해 자신의 신체와 감정에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게 된다. ‘나체의 건물’이라는 컨셉으로

부터30) 작품의 주요 주제는 빛과 공간, 그리고 촉감이다.

흔히 예상될 수 있는 최적화된 호텔의 경험과 일상적

인 사용자 친화성 전복을 위해서, 61개의 낯설고 우연적

인 독특한 서사를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던이 언급한

자아를 우회한 텍스트로서의 일상이 공간화 된 가제트로

서의 체험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짚어야 할

30) Ibid.,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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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은 이러한 다양성의 지속적인 변화를 가능케 한 것

은 바로 ‘협업’의 대상 및 작업방식의 재해석과 성찰을

실제로 도구화 해 내었다는 점이다.

<그림 24> Ina Meijer and Matthijs van Cruijsen, Hotel the Exchange,

2011

⑹ House Wine - 기능(숙성)성의 과학적 재해석과 DIY

와인을 구입하지 않고, 가정에서 와인을 직접 숙성시

키는 데에는 장소와 시간, 위생, 그리고 작업의 규모 등

을 고려할 때, 결코 접근성이 좋은 작업이 아니다. 디자

이너는 사용자가 자신의 음료를 직접 만들고 음미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경험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압착된 포도

로부터 추출된 쥬스로서의 알코올 음료 제작이라는 과학

적인 분석과 실험으로부터 가능하였다. 기존의 플라스틱

버킷은 두 개의 유리용기로 대체되었으며, 여기에 혈관

같은 유리관의 연결, 전통적인 깔때기는 입으로 작동되

는 사이펀(siphon)으로 간략화 되었으며 독창적인 병마

개와 함께, 전체 유닛은 목재키트로 세트화 되었다.

<그림 25> Sabine Marcelis, House Wine, 2011

지하창고나 차고, 지하실이라는 공간적 거부감과 거대

한 버킷과 관련 장비들로 야기되는 와인 만들기의 불편

함 대신 편안한 거실 공간에서 행하는 시,촉각적 유희로

서의 발효과정은 와인 맛의 음미만큼이나 행위로서의 보

람과 즐거운 활동을 제공한다. 와인에 내재된 숙성이라

는 기능적 상황을 재료와 구조, 포장의 개념을 재정의하

여 DIY의 가능성을 과학적 사고로 현실화한 작품이다.

⑺ Kijkplank – 대상이 아닌 관점으로서의 개념모델

<그림 26> Mats Horbach, Kijkplank, 2012

이 작업은 앞서 던이 제시한 리얼픽션으로서의 사물이

나 모델로서의 사용미학적 작업 경향을 보이는데, 사람

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무제한으로 찾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바탕으로 작품을 제시하였다. 나무 판재에 뚫린

두 구멍으로부터, 대상(환경)들을 변경하지 않은 채 주체

의 새로운 시선을 설정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우리의 규

정되지 않은 잠재적 상상력의 층위로부터 각 캐비넛 대

상들에 가변적인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게 된다.

우리가 관습적, 보편적으로 인지하고 있던 사물의 대

상성에 유희로서의 지각적 행위를 개입시킨 모델로서의

장치들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물의 실용성 구현 이상의

인식적 환기가 가능한 도구적 사물이라고 할 수 있다.

⑻ Mars Messages ; 플랫폼으로서 소통기능의 재개념화

<그림 27> FHV, Mars Messages, 2010

검정색 포장지에 고정되어 있던 자신의 브랜드 로고를

제거하는 대신, 이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담고 싶은 의견

이나 메시지를 알파벳과 문장부호들을 포함하여 스티커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데, 친구와 연인, 가족들에게 친근

하고 정감어린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실제 브랜드

의 상품광고 전략으로부터 2010 칸느 국제광고제에서 금

사자장을 수상하였다. 덕분에 판매율이 12% 늘었고 젊

은 사람들 사이에서의 선호도 또한 15% 증가했다.

상품의 광고차원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브랜드의 기존 이미지를 지워버림으로써, 소비대상으

로서의 상품을 사용주체들의 유희, 즐거움의 이야기가

가능한 대화형 소통채널로 격상시킨 변증적 해법이다.

⑼ Save Food from The Fridge - 저장기능의 개념적 성찰

이 작업은 생활 필수용품인 냉장고의 관습적 사용성을

각 음식재료들의 개별적 특수성과 저장(유지)기능에 대

한 과학적이고 개념적인 성찰로 제시한 것(일명, 지혜로

운 선반;knowledge shelves)'으로, 낭비와 에너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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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음식물과 사용자와의 관계를 재설정해주고 있다.

이를테면 사과에서 생성된 에틸렌 가스는 아래 선반에

위치한 감자의 신선한 유지에 영향을 주며, 뿌리채소를

수직으로 저장함으로써 더 오래 신선도를 유지하게 하는

데, 이것은 안에 촉촉한 모래가 들여다보이게 하는 유리

깔때기로 가능해진다. 고추나 오이, 등의 과일 야채는 물

이 담긴 선반에 저장하도록 하며, 신선한 계란 역시 물

이 담긴 유리컵에 수평이 유지되게 보관하도록 한다.

<그림 28> Jihyun David, Save Food from The Fridge, 2009

한국인 디자이너 김지현씨는 전통적으로 구전(口傳)된

음식들의 보전 방법과 냉장고 없이 생존하는 방법에 대

한 디자인 고민으로부터 ‘저장과 적은 낭비’가 가능한 음

식과 사용자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려고 했다. 나무, 유

리, 쌀, 모래, 물과 같은 자연의 재료들로부터 자연에 가

까운 음식을 지켜볼 수 있다. 이것은 살아있는 재료와

인간생명체를 동등한 입장에서 연결하려는 의도와 함께,

비록 느린 속도라도 새로운 전통과 의식으로서의 사회적

인 변화를 유도하려고 한 반성적 시도라고 할 수 있다.

⑽ Transcendental Tunes - 치유로서의 경험, 기억의 재생산

<그림 29> José de la O, Transcendental Tunes, 2010

멕시코 출신 디자이너는 고국에서 알츠하이머 병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모를 방문하면서 이 작업의 영

감을 얻었다고 한다. 디자이너는 이 병이 환자가 자신의

기억을 잃지는 않았지만, 기억에 도달하는 뇌기능의 상

실이 주요 원인임을 전제로 뇌과학과 인지과학, 심리학

적 연구로 접근하여 ‘친숙한 음악과 사물로부터 기억과

감정을 저장하는 뇌의 일부분’에 적절한 반응을 유도하

였다. 오래된 학교에서 볼 수 있었던 나무로 된 빈티지

스테레오 장치를 울림통으로 하여, 여기에 환자의 기억

을 불러일으키는 음원이 담긴 반투명의 보석같은 형태가

RFID통신으로 작동하게 된다.

과거를 추억하게 하는 나무 오디오와 디지털 보석에

담긴 음악은 알츠하이머 환자가 반응할 수 있는 뮤지컬

의 세계를 제공하게 된다. 미묘하고 소박한 가제트로서

경험과 기억에 대한 치유기능을 위해 재해석된 시간화된

사용자 친화성에 디지털 전자 기술과 재료적 변화가 개

입되었다.

⑾ Whispering Chair - 소통방식을 재해석한 새로운 역할모델

<그림 30> Denise van der Sar, Whispering Chair, 2010

이 작품은 일상 속 대화와 소통행위를 새로운 시각에

서 접근한다. 친밀하건 안하건 누군가와의 소중하고 진

지한 이야기를 위한 태도로서, 직접 대면하거나, 혹은 전

화나 화면을 통해서가 아닌, 얇게 적층된 판지들을 매개

로 한 섬세한 속삭임으로부터 제안한다. 아치형태로 5m

떨어진 상대방에게 종이의 떨림으로부터 전달되는 음파

는 별도 소리의 증폭 없이, 섬세하고 생생하게 곡선의

궤적을 따라 전달된다. 가장 관심을 얻기 위한 소리, 꼭

들려주고 싶은 신비롭고, 마법같은 이야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시적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이다.

관습화 된 의자의 기능에 속삭임이라는 행위의 개념적

제시로부터 둥근 호를 그리는 나무와 적층판지라는 재료

적 구성은 새로운 역할모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⑿ Wind Knitting Factory - 잠재된 자연현상의 기능적 극대화

<그림 31> Merel Karhof, Wind Knitting Factory, 2010

풍차의 나라 네덜란드에서 바람이라는 자연의 힘은 공

유될 수 있는 보편적 그린에너지원이다. 디자이너는 외

부에서 발생한 이러한 힘을 실내공간에서 가용한 생산적

에너지로 치환해낸다. 바람의 힘과 지속시간, 이것을 에

너지화하는 블레이드의 크기나 회전 속도와의 함수관계

로부터 뜨개질되는 편직물을 생성하도록 하였다. 주로

스카프, 양말의 형식으로 생산되는데 바람이 빠른 날에

는 긴 스카프를, 느린 날에는 짧은 스카프를 생산하며,

모든 스카프에는 바람에 의한 스카프 뜨개질 하는 시간

과 날짜가 레이블로서 표현된다.

교외는 물론, 도시적 일상에서 포착되는 바람과의 감

응과 이것을 녹색에너지로서 생산력화하는 과정은 일상

적 삶속에 잠재되었던 자연의 힘을 물리적으로 에너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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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정서적 유희가 동반되는 창조적 기능으로서의 전

환을 보여준다. 바람이라는 자연재의 지역적, 기능적 개

념이 생산적 도구성으로서 극대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4.2. 소결

작품 해석으로부터 3장에서 살펴 본 던의 입장과 드록

디자인의 경향이 중첩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중

에서 두드러진 부분은 드록 디자인의 개념적 경향에서는

시간과 기억요소들의 재병치와 경험과 유머, 성찰의 즉

물화가 강세를 띄며, 비평적 디자인의 경향에서는 심리

사회적 서사와 역할모델의 비중이 두각을 나타냈는데,

전반적으로는 도구적 경향의 우세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네덜란드 디자인이 가지는 전통적 특성-변증적 해법에

의한 도구적 경향-과 높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2> 작품해석에 드러난 개념적·비평적 사용미학

<그림 32>와 12개 작품에 나타난 사용미학으로부터

기존 사물에 내재된 기능적 가치들이 자율적, 도구적 입

장에서 진행된 개념갱신의 과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사용성 개념과 사물자체의 대상성을 부정

한다. 관습적인 기능과 기호로서의 편향성을 제거한다.

둘째, 다양하게 편재된 전방위적인 재료들을 ‘기능적

가치’의 재개념화를 위해 자유롭게 재구성, 재배열한다.

셋째, 수동적 인지보다는 능동적 지각에 집중한다.

넷째, 기존 사물의 조건(재료, 기술, 구조)과 기능들을

과학적으로 재해석, 새로운 도구적 개념을 획득한다.

다섯째, 사물의 기능적 주체성에 새로운 서사를 개입

시키거나, 새로운 주체로서 역할모델화 한다.

여섯째, 기호와 의미, 감성중심의 시각적 대상화를 지

양하며 이성적인 과정중심의 유희, 체험을 감각화 한다.

일곱째, 결과물들의 조형성은 낯선 대상성과 과정중심

의 병치적 구성물로 드러나기에 소격효과를 발생시켜 새

로운 사용성 개념을 인식적 환기와 함께 제시한다.

5. 결론

네덜란드 RE;MIND디자인 작품들에 나타난 개념적·비

평적 사용미학의 특징은 ‘편의성과 인간공학’, ‘관습적 기

호와 기능’의 초월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기능’을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 두고 사용자 (비)친화적이면서도 서사가

개입되는 형식으로 재배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던

의 ‘기생기능’ 개념은 다소 급진적(비현실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기존의 사용성에 내재된 잠재성들을 호

출해 낼 수 있는 유효한 전략으로서, 특히 낯설게 하기

(자아로서의 우회, 탈최적화, 사용자 비친화성), 텍스트와

서사, 역할 모델로서의 사물의 주체성 재탈환이라는 측

면에서 디자인 구상의 밑바탕이 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또 이러한 비평적 디자인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대

상과 조건의 모순구도를 개념적으로 갱신한, 즉 변증적

해결구도로서 실현한 도구성은 문제해결이라는 전제조건

만족을 이유로, 핵심적으로 개입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국 개념적·비평적 디자인은 객체로서의 디자인 사물

을 주체로 전화시키며, 지각적 대상으로서 사용자와 사

물사이에 새로운 소통으로서의 인식적 자율성과 개별적

체험을 유도하며. 디자인 사물들에는 기능적 절합(節合)

과 생성이 자유롭게 병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디자인 접근과 달리, 새로운 개념적 모델화

가 담겨있는 창발적 사용미학의 가능성 구현에 유효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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