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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디자인 트 드는 시 에 따라 변해왔으며, 최근 21세기의 디자인 트 드는 환경 친화 인 디자인이 세이다. 

특히 디지털 컨버 스 시 로 불리는 최근에는 옵티컬 일루젼 디자인이라는 새로운 디자인 트 드가 부상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환경 친화 인 UV 경화성 수지를 이용하여 가구용 옵티컬 일루젼 패턴을 디자인하 다. 디자인된 

옵티컬 일루젼 미세 패턴을 포토리소그라피 반도체 미세패턴 공정으로 제조된 마이크로 몰드를 이용하여 제조하

다. 옵티컬 일루젼 미세 패턴은 PET 필름 에 UV 경화성 수지와 롤투롤 공정으로 제조되었다. 제조된 옵티컬 일루

젼 미세패턴 PET 필름은 홀로그램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필름 배면에 실시한 디지털 린 으로 속 질감을 나타

내었다. 제조된 옵티컬 일루젼 디자인 패턴을 이용하여 emotional furniture로 부르는 새로운 디자인 개념의 가구를 

제작하 다. 가구 제작에는 다양한 옵티컬 일루젼 디자인 패턴이 용되었다. 이러한 UV 몰드에 의한 옵티컬 일루젼 

디자인 패턴은 인테리어 디자인 소재의 새로운 트랜드가 될 것으로 망된다. 

키워드 : UV 경화성 수지, 옵티컬 일루젼, 가구, UV 몰드

Abstract  The design trend is changed with the times. The design trend of recent 21 century is eco-friendly 
design. The optical illusion design is a new trend of digital convergence era. In this study, optical illusion 
patterns were designed for furniture with eco-friendly UV-curable resin. The micro-patterns of optical illusion 
design were fabricated with the micro-mold which was mastered using a semiconductor micro-fabrication 
process by photolithography technique. The micro-patterns of optical illusion design were manufactured on 
PET film with a roll-to-roll process using a UV-curable resin. The manufactured PET film of optical illusion 
micro-pattern exhibits hologram effect, optical illusion effect, and texture of metal with the backside digital 
printing of metal tone. The furniture of new design concept so-called emotional furniture was manufactured 
with the various optical illusion design patterns. The optical illusion design patterns by UV mold prospect 
a new trend of interior design materials.

Key Words : UV curing resin, optical illusion, furniture, UV mold

1. 서론 

1.1 가구 디자인의 디지털 친환경 패러다임 

가구산업은 그 시장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동안 성장이 정체되어왔다. 사실 가구의 개발

은 인류의 출 과 더불어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가구의 소재는 인류의 생활과 하게 

련을 맺고 있고, 에도 생활하는 지역에 따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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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모습으로 발 해왔다. 가구의 소재는 이러한 인류

사학 인 근거로 인하여 천연소재를 심으로 발 하

고, 특히 목재를 심으로 가구는 개발되어 왔다. 가구의 

소재는 목재, 철제, 리석, 라스틱 등이 주요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가구의 소재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상

황이므로, 가구를 생산하는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은 가

구의 디자인  차별화와 량생산, 유통체계 단순화 등

의 차별화를 통한 원가 감으로 제한되어 왔다. 이러한 

가구생산 기업의 답답함을 해소하기 해서는 신 인 

디자인이 구  가능한 새로운 소재의 개발이 그 어느 때

보다 실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는 디지털 기술이 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한 

상황이며, 이러한 디지털 기술 변화에 따른 가구 디자인

의 경향을 살펴보면 복합기능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신

소재 등장에 따른 감성요구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가구 

디자인은 개발되고 있다[1]. 특히 최근에는 3D 린터의 

발달과 CNC 가공 기술의 보 으로 실험 이며, 비정형

인 동시에 유희 인 디자인의 새로운 흐름이 생겨나고 

있다. 랑스 리의 국제 디자인 페어인 메종 & 오 제 

2015 (Maison & OBJET)에서 올 해의 디자이 로 선정

된 일본 디자인 스튜디오 ‘넨도(Nendo)’의 ‘오키 사토

(Oki Sato)’는 옵티컬 일루젼 (optical illusion) 기술을  자

신의 디자인에 극 으로 목시켜서 세계 으로 주목

을 받았다. 옵티컬 일루젼은 시각의 원리에 기반을 둔 기

하학 , 추상 , 반복  형태나 패턴 등의 반복으로 인하

여 생리 인 착각 반응을 일으키는 옵아트(Op-art, 

optical과 art의 임말) 술의 한 기술 분야이다[2]. 

시 별 디자인 패러다임의 변화요인은 인간의 생활양

식과 한 계를 맺고 있으며, 인류의 문명 반에 

용된다. 1900년  이후의 디자인 사고의 변천과정을 살

펴보면, ① 1920년 ∼ 1960년 는 기능성과 모더니즘 디

자인, ② 1960년 ∼ 1980년 는 기술의 목과 포스트모

더니즘 디자인, ③ 1990년 ∼ 2010년 는 디지털기술과 

디자인 명에 기 한 인간·자연 친화디자인의 시 로 

구분할 수 있다 [3]. 20세기 후반인 1990년 ∼ 2010년 의 

디자인 변 기에는 속한 기술의 발 과 정보시 의 진

입으로 디자인의 극 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따라

서 디자이 들의 독창 인 컨셉 (concept) 창출과 심미

인 조형행 가 더욱 더 그 진가를 인정받게 되었다. 특히 

컴퓨터의 발달은 디자인의 새로운 환기로 인식되고 동

시에 디자인에 새로운 문을 열어주고 있다[3]. 

1.2 기능성 플라스틱 소재의 개발동향

라스틱 소재는 량생산의 용이함과 다양한 기능  

특성으로 인하여 20세기 반이후 폭발 으로 수요가 증

가하 다. 특히 라스틱 소재 에서 필름 소재의 량

생산은 우리의 생활을 획기 으로 변모시켰다. 표 인 

라스틱 필름 소재인 연질 폴리에틸 (PE) 필름은 농업

용 비닐하우스에 사용되며, 염화비닐(PVC), 산비닐

(EVA), 폴리카보네이트(PC), 폴리우 탄(PU), PET 등

이 다양한 목 으로 폭 넓게 사용되고 있다. 라스틱 필

름의 폭 넓은 사용은 다양한 기능성 소재의 개발을 진

하 고, 각종 라스틱 필름을 합지 할 목 으로 착제 

 착제 련 산업이 발 하게 되었다. 부분의 가

제품의 포장에 필수 인 보호 필름도 PE 는 PET 필름 

에 착처리를 한 것으로, 본 제품의 이송  배송 

에 손되거나 히는 것을 보호할 목 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능성 소재는 소재의 경화공정 특성에 따

라 열경화성 소재와 UV 경화성 소재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 환경개선과 지구온난화 방지, 에 지 약에 한 

심이 고조되면서 친환경 인 소재의 개발이 그 어느 

때보다 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의 옵티컬 일루젼 기술

과 환경 친화 인 디자인 트 드를 반 하여, 신 인 

다양한 디자인을 구  가능하게 하는 친환경 인 기능성 

표면처리 소재를 개발하 다. 특히 PET 필름소재를 기

반으로 옵티컬 일루젼 디자인 패턴 공정기술을 개발하여 

기존의 목재가구에 속질감  홀로그램 효과 등을 구

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옵티컬 일루젼 디자인 기술

에 기반하여 다양한 패턴  질감 구 이 가능하도록 

UV 몰드 디자인 패턴을 개발하여 실제 가구의 제작에 

용하 고, 새로운 디자인 개념인 emotional furniture의 

가능성을 검토하 다.  

2. UV 경화성 수지를 이용한 

금속질감의 미세 패턴 디자인 개발 

비 속 소재에 속 질감을 갖도록 하는 표면처리기

술은 가구의 표면디자인 소재나 스테인 스 스틸의 인테

리어 소재(엘리베이터 내장재, 자동차 도어 스카  등)를 

가격 경쟁력 있게 체하는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친환경 UV 경화성 수지를 이용하여 미세패턴을 구 하

고, 그 에 속질감을 구 하는 기술은 그 응용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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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넓어 효과가 크다. 미크론  미세패턴을 구

하는 표 인 방법은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하는 포토리

소그라피 공정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증착 후 에칭 는 

패턴 구 (Lift-off 기술 이용) 후 증착하는 것이 부분

이다[4]. 반도체공정 기술이 보편화 되면서 미세패턴 구

을 하여 포토리소그라피 공정을 이용하고, 자외선이 

조사되면 액체 상태에서 고체 상태로 경화되는 UV 경화

성 수지를 개발하여 다양한 패턴을 구 하는 기술이 개

발되었다[5]. 이러한 UV 경화성 수지는 반도체 제조 공

정 [6],  휴 폰 즈의 제조[7]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유 래디칼 반응기구

에 의하여 가교반응을 일으키는 UV 경화성 수지를 이용

하여 미크론  미세패턴을 개발하고 [8], 롤투롤

(roll-to-roll) 공정을 도입하여[9] 가구의 표면재로 용

할 수 있는 형 크기의 옵티컬 일루젼 UV 몰드 패턴을 

제조하 다.

Fig. 1. (a) schematic diagram of UV mold pattern design 

which is including UV molding and backside 

printing. (b) example of UV mold pattern design 

of optical illusion, which is consisted with the fine 

line patterns of 80 μm interspace and backside 

printing of metal tone. (c) optical microscope 

image of UV mold pattern, exhibits about 80 μm 

interspace. 

UV 경화성 수지를 이용한 UV 성형 구조물의 구 기

술은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되는 포토마스크의 제작 원리

를 용하여 제작된 형을 이용하며, PET 필름 에 

UV 경화성 수지를 도포하고 반도체 공정으로 제작된 

형을 몰드로 사용하여 임 린 하고, 소재의 경화를 

하여 UV를 조사한 후 형과 PET 필름을 이형시키는 

공정을 통하여 UV 경화성 성형구조물의 패터닝이 완성

된다. 미크로 으로 형성된 UV 경화성 성형 구조물은 그 

구조 인 특성으로 인하여 빛을 다양한 방향으로 산란시

켜 홀로그램 효과를 구사함은 물론, UV 경화성 성형 구

조물의 배면 는 면에 다양한 색상의 속물질 는 

그러한 역할을 체하는 기능성 물질의 증착  인쇄 등

의 공정을 통하여 라스틱 필름으로 속 질감을 구

할 수 있으며,  홀로그램 효과의 디지털 이미지 구 이 

가능하다. Fig. 1에 UV 성형구조물의 단면구조  그 

용의 를 나타내었다. 옵티컬 일루젼 디자인 패턴의 

용으로 홀로그램 효과가 나타나며, 배면에 인쇄된 디지

털 린  효과로 속의 질감이 느껴짐을 알 수 있다. 

3. 가구용 패턴 디자인 개발 및 적용 

제조공정에 있어서 환경 친화 인 UV 경화성 수지를 

이용하여, emotional furniture 제작을 한 다양한 형태

의 옵티컬 일루젼 UV 몰드를 디자인하고, 롤투롤 공정을 

용하여 UV 몰드 PET 필름을 생산하 다.

한 새로운 개념의 옵티컬 일루젼 디자인 컨셉에 부

합하도록 PET 필름 배면에 다양한 색상의 디지털 린

을 구 하 고, 그 결과를 Fig. 2에 나타내었다. 기존의 

가구 표면 디자인에서는 구 할 수 없는 새로운 컨셉의 

가구 표면소재가 개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Fig. 2에 나타

낸 옵티컬 일루젼 UV 몰드 패턴 디자인에서 배면에 다

른 색상을 디지털 린 하면  다른 느낌의 디자인

이 구 되므로 하나의 옵티컬 일루젼 UV 몰드 패턴 디

자인으로 다양한 가구 디자인의 구 이 가능하다. 

가구는 종류가 다양하고 장롱의 경우 형 크기이므

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가구에 옵티컬 일루젼 UV 몰

드 디자인 패턴을 용할 수 있도록, 옵티컬 일루젼 UV 

몰드 디자인 패턴을 롤투롤 공정을 용하여 PET 필름 

에 성형하고, 디지털 린  공정도 롤투롤 공정을 

용하 다. Fig.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실제 가구에 용할 

수 있는 크기의 옵티컬 일루젼 UV 몰드 디자인 패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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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하 다. Fig. 3의 쪽 사진은 폭 200 cm, 높이 50 

cm의 옵티컬 일루젼 UV 몰드 디자인 패턴의 모습이고, 

아래쪽 사진은 쪽 사진의 보다 상세한 패턴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옵티컬 일루젼 UV 몰드 디자인 패턴의 

뒷면에 다양한 색상을 디지털 린 함으로써  다른 

느낌의 디자인 구 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Fig. 2. Implementation of various UV mold pattern designs of 

optical illusion for emotional furniture surface materials. 

  

Fig. 3. Implementation of UV mold pattern designs of optical 

illusion for real emotional furniture, which was 

performed with roll-to-roll process. The upper 

images are 200 cm width and 50 cm height. The 

lower images are detailed patterns of upper images. 

Fig. 3에 나타낸 형 크기의 옵티컬 일루션 UV 몰드 

디자인 패턴 PET 필름을 이용하여 실제 가구를 제작하

고, 그 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일반 인 목재 가

구에서는 느낄 수 없는  다른 느낌의 emotional 

furniture가 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디자인 트 드인 옵티컬 일루

젼 디자인 기술과 환경 친화 인 디자인 트 드를 반

하여, 신 인 다양한 디자인의 구 을 가능하게 하는 

친환경 인 기능성 표면처리 소재를 개발하 다. 특히 

PET 필름소재를 기반으로 옵티컬 일루젼 디자인 패턴 

공정기술을 개발하여 기존의 목재가구에 속질감  홀

로그램 효과 등을 구 할 수 있도록 하 고,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 환경 친화 인 UV 경화성 수지를 이용한 옵티컬 

일루젼 UV 몰드 디자인 패턴을 개발함에 따라 다양한 

패턴  질감 구 이 가능한 새로운 가구의 표면 디자인 

소재가 개발되었다. 이러한 소재를 실제 가구제작에 

용하 을 경우, 기존의 목재 가구에서는 느낄 수 없는 

 다른 느낌의 가구가 제작되었다. 

2) 이러한 옵티컬 일루젼 디자인 컨셉이 용된 새로

운 인테리어 디자인 소재의 개발은 디지털 융합시 에 

요구되고 있는 복합기능성  다양한 형태미와 인간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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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기능성과 감성 인 면이 고려된 다양한 제품군에 

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Fig. 4. Application examples of UV mold pattern designs 

of optical illusion to various real furniture 

so-called emotional furniture.

3) 한 옵티컬 일루젼 UV 몰드 디자인 패턴은 성장

이 정체되어 있는 가구산업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

용할 것으로 기 된다. 특히 가구산업은 소기업을 

심으로 제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할 때, 반도체 공정

기술과 최신 디자인 트 드를 반 하여 개발된 옵티컬 

일루젼 UV 몰드 디자인 패턴기술은 획기 인 디자인 컨

셉을 갖춘 소규모의 가구기업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

를 마련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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