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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융합을 기반으로 4차 산업 명의 심이 뜨거운 가운데 가구산업에도 IT기술과 융합한 스마트가구가 출시되면서

우리 생활에 편리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기 시작하 다. 이에 본 연구는 융합을 기반으로 가구디자인 특성을 시 변천

에 따라 분석 하 다. 20세기 ․후의 융합 가구는 동양의 건축양식이나 캔틸 버와 같은 건축구조 재료를 융합한 디자

인 특성을 보인 반면, 21세기의 융합 가구는 IT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 홈서비스 네트워크를 지원할 수 있는 융합가구

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소비 추세로인해 소형 공간에 용 가능하도록 복합 인 기능의 가구,

기능의 융합이나 콜라보 이션을 통해 다양한 소비자의 구매 패턴에 응할 수 있는 융합가구 디자인의 특성을 보이고 있

다. 이러한 특성을 통해 이제까지 낙후산업이라 인식되었던 가구산업이 첨단 산업으로 변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 볼

수 있음과 동시에 본 논문이 가구산업의 발 에 기 자료가 될 것으로 기 한다.

주제어 : 융합디자인, 가구, IT기술, 기능. 소재

Abstract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ill have brought smart furniture integrated with IT technology and provide 

a convenient and comfortable environment for our live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design characteristics of 

fusion integrated furniture based on changes of the times.

In 20th centuries, characteristic of fusion design was based on architectural structure, new material and function. In 

21st centuries, smart home furniture and network system was developed based on IT technology.  In addition, due 

to the increase of single-person households and various consumer purchasing patterns, combined functions for small 

spaces and multi-function furniture was also developed.

In conclusion, the trends of convergence design furniture from 20 to 21st century showed that furniture industry has 

a significant potential for high-tech technology. This study may be a useful information in developing convergence 

design furnitur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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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융합’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

업 명에 한 심이 뜨겁다. 인공지능(AI), 로 기술,

사물인터넷(IoT), 등이 사람 심의 융합으로 이어지면

서 산업 각 분야에 용되고 있다. 국내 가구산업에도 이

러한 IT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하는 제품들이 속속 출시

되면서 우리 생할에 보다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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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가구가 우리 인간의 삶과 생활 속에 가장 하게

존재하면서 늘 사용하는 사물[1]인 만큼 첨단 기술과의

융합은 곧 편리하고 스마트한 생활을가능하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한 이러한 IT기술과 융합한 가구는지

까지 사양 산업으로 치부되었던 가구산업을 첨단기술

산업으로 변화시킬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을 부

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가구디자인에 있어 융합의 흐름과 특

성을 연구하고자한다. 이는 우리 생활속에 가구는 이미

우리가 모르는 사이 기술과 소재, 그리고 기능 등 각 분

야에서 융합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한 가구는 기

술 뿐 아니라 감성 측면에서의 디자인도 요한 요소

가 되고 있으므로 가구디자인 흐름을 연구하는 것도

요한 의미가 있으리라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가구의 변천 가운데 20세기

·후부터 재에 이르기까지 융합을 통한 가구디자인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4차 산업 명의 변화가

고되는 가운데 가구산업이 디자인과 기술을통한 첨단

산업으로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기 자료 마련

에 두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각종 문헌자료와 학술기사, 그리고 언

론보도 자료 련 웹사이트 등 인터넷 공개 자료 등

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사례조사를 한 장 방문, 조사

를 포함하고 있다. 연구범 는 20세기 · 후부터 재

에 이르기까지로 하고 있다.

2. 합디  개념과 특

2.1 합  개념

융 · 복합(Convergence)이란 두 가지 이상의 기술과

시스템을 활용하여 목 하는 바를 이루기 해 개선, 개

량하는 것으로 신기술이나 신제품을 만들기 해 기존

기술이나 시스템 등의 연계, 는 결합, 통섭, 퓨 , 하이

리드, 교차 등을 의미한다. [2]

최근에는 IT기술의 속한 발달과 함께 융합의 개념

이 첨단화, 고도화되기 시작하 고, 융합의 형태와 범

한 차확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 기술, 학문,

술 등 분야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며 모든 분야에서

역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새로운 역을 창출하고

있다. [3] 오늘날과 같은 4차 산업 명에서는 사물 인터

넷과 인공지능 등 기술 융합을 바탕으로 인간과 사물, 그

리고 물리 , 생물학 경계가 없어지는 시 변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한 사람과 사물, 환경의 연결성이 극

화되고 실과 가상공간이 연결되는 각 산업뿐 아니라

사회 시스템 반에 걸친 융합도 상할 수 있다.

2.2 합디  특   

일반 으로 융합은 기술과의 융합을 의미하나, “새로

운 기술은 디자인이라는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리 배

포 된다” 는 포티(Adrian Forty)의 말처럼 융합된 기술의

달에 디자인은 결정 인 기여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

다.[4] 디자인에서의 융합은 다른 분야와 달리 신기술의

이용, 업, 차용, 장르 간 교류 등의 개념을 설명하는 용

어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디자인에서의 융합은 새로

운 기술과 다른 기술을 용하여 탄생하기도 하며, 서

로 다른 분야와 목을 통해 상호보완 으로 진행되고

있다. 즉, 융합디자인이란 술과 기술, 과학, 산업, 공학

과 미학등 서로다른 역과분야가결합하여새로운가

치 창출과 역확 그리고 기능의 통합을 이루면서 더

욱 다양하게 변화하는 사용자의 요구에 부흥하기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5]

Cognition Contents Design
User

expansion

type
Psychology,
humanism

Narrative,
Individual

Aesthetic,
emotion

Imagination,
diversity

Case
Study

Rice Cooker
(Midea, China)

The lord of the
rings

(Movie, 2001)

Hand
prosthesis
(exiii, Japan)

DNA Diet
(Zenoplan,
South Korea)

value conversion
from

functionalism to
quiet cooking

3D realization
of Tolkin's
imagination

Fashionable
prosthetic
hand

Use DNA to
treat obesity

Table 1. Types of Product Innovation through Humanities

and Technology Convergence [6]

Table 1에서 볼 수 있듯 인문·기술 융합 측면에서의

디자인은 심미성과 감성 속성이 강하며, 기술 융합

은 물론이고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고 심미 요소를 활

용한 디자인 신 특성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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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가 디  변천과 특  

3.1 20 기  합 가 디

3.1.1 모 니  전, 후

디자인에서의 융합은 일찍이시작되었다. 이는 디자인

자체가 창의 사고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과 기술이

목하기도 하고 서로 다른 산업이나학문분야가 융합되

어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혼성, 통섭, 이종(移種) 교배, 하이 리드 등으로 표 되

면서 두 가지 이상의 양식이나 요소가 합쳐서 하나의 디

자인으로 완성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가구에서의 융합디자인 역시 일찍이 그 역사를 찾아

볼 수 있다. 가구는 인간의 생활에 가장 하게 연 된

사물이니 만큼 다양한 양식과 융합되어 나타났다. 동양

과 서양의 문명과 문화가 융합되거나, 다른 재료의

사용과 융합으로 이 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스타일이

등장하기도 하 다. 한 단순히 앉는 의자의 기능에 공

간의기능을더하여 울 수있는등 안락한 공간을 제공

하는 기능을 부여하기도 하 다.

가. 양식의 융합

일찍이 20세기 에 나타났던 아르 보, 아르테코 양

식은 동양의 섬세한 문화와 문양을 바탕으로 서양의 건

축, 미술, 공에품 등에폭넓게나타난 퓨 양식이라 할수

있다. 특히 일본의 건축양식이나 공 품 등에서 보여지

는 문양 등은 유럽 각지에 큰 향을 불러 일으켰다.

이 시기의 표 인 융합디자인 가구로 [Fig. 1]의 맥

킨토쉬(Charles Rennie Mackintosh)의 의자를 들 수 있

다. 그가 설계한 힐 하우스(Hill House) 주택을 해 만든

일명 하이 백 의자 (Ladder Back Chair)에서볼 수 있듯

그는 일본의 통 목조건축 양식인 침 조1)[7]에서 향

을 받아 의자등받이에 Fig 1에서 보듯 일본 통 목조건

축에서 나타나고 있는 직선 인 구조와 격자문양을

용하여 동양의 공간의 구조를 가구에 새롭게 해석한 융

합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

나. 구조와 재료의 융합

20세기 모더니즘 양식을 표하던 캔틸 버 의자

는 건축 구조를 의자에 용한융합디자인 시 라고도

1) 寢殿造 : 헤이안 시 에 형성된 일본 고 세의 상류계

의 표 인 주택 형식

할 수 있다.

Fig. 2 마트 스탐 (Mart Stam )의 사이드 체어(Side

Chair)는 건축구조를 용한 속 가스 이 의자이다.

이는 건축의 캔틸 버(Cantilever) 구조2)와 강 의 이

를 활용하여 만든 융합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건축의

외팔보구조, 즉 캔틸 버[8]에 의한 마트스탐의 의자는

이 까지 네 개의 다리로 지탱했던 의자의 형을 바꾸

어 두 개의 다리와 강 의 탄성을 활용하여 만든 구조와

재료의 융합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한 의자의 재료에

있어서도 기존 가스 에 활용되고 있던 속 이 를

의자의 구조체 마감재로써 과감하게 사용되고 있는

를 살펴 볼 수 있다.

Fig. 1. Hill House Ladder Back Chair (1904) :

       Charles Rennie Mackintosh  

Fig. 2  Side Chair (1926) : Mart Stam

3.1.2 포스트모 니  전․후

이성에 바탕을 둔 모더니즘 시 가 지나고 다원주의,

혼성, 콜라쥬, 이 코드 등으로 변되는 포스트모더니즘

시 의 융합디자인은 다양한 양식과 기능의 혼성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이시기의 가구는 모더니즘 시기의건축

구조나 재료의 활용에 의한융합보다 서로 다른

역의 기능을 덧씌우거나 융합하여 유머나 콜라쥬의 디

자인 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2) 일명 외팔보라 불리기도 하며,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자유로운들보구조로 고정 단에 발생하는휨 모멘트와

단력을 통해 하 을 지지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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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양식과 기능의 융합

혼성과 콜라쥬로 변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시기인

만큼 다른 역에서의 기능과기능의 융합디자인

특징을 찾아 볼수 있다. 그 표 인작품으로 스틸 토

의 Consumer’s rest와 구라마타 시로의 빛의 선반

(Lighting Shelves)을 로 들 수 있다. 이 두 작품은 서

로 다른 역의 혼성과 콜라쥬를 통한 융합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Fig. 3 왼편의 Consumer’s rest는스틸 토(Stilreto)

가 디자인 한 의자로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쇼핑커트

를 재활용하여 만든 가구이다. 이는 쇼핑커트와 의자라

는 서로 다른 양식과 기능을 융합한 디자인의 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일상의 습과 사고에서 벗어나 도발

인 아이디어로 재활용된 쇼핑커트와 회 문의 투명재료

를 융합하여쇼핑을하다가쉴 수있는 기능을 더한 가구

로 포스트모더니즘 시기의 해학과 유머를표 하고 있는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9].

Fig. 3의 오른편, 구라마타 시로( Shiro Kuramata)의

빛의 선반 (Lighting Shelves)은 선반과 조명을 융합한

형태의 가구로 서로 다른 양식과 기능을 더하여 사용의

확장성을 넓히고 있다. 한 선반 각 층마다 빛을 더하

여 사물이 부유 하는 듯한 환상 인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가볍고 투 된 사물의 모습을 통해 가구는

더욱 투명한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다. [10]

Fig. 3. Consumer’s rest (1983) : Stileto (left), 

        Lighting Shelves (1978) : Shiro Kuramata 

(Right)

나. 공간의 구조와 재료의 융합

건축 양식과 구조 자체가 가구의 구조체가 되는 모

더니즘 시기의 융합디자인 특성에 비해 포스트모더니즘

시기의 공간 구조와 재료의 융합디자인은공간의 기능을

활용하여 가구의 기능에 융합한 디자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Fig. 4의 왼편 그림은 베르 팬톤의 가구 팬 타워

(Pan Tower)이다. 이것은 실내 공간 구획에 있어 복층으

로 구성된 가구로 일상 공간을 수직으로 만든 구조로

눕거나 앉는 기능을 융합한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이 가구는 다양한 높이의 4개의 좌석으로 나 수 있

어 구조를 분리배치했을 때 새로운 좌석에 기 수있게

구성하 다. 입방체의 나무 구조에 재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푹신한 합성 섬유를사용해 장식성을 더 하 다. 사

각형의 입방체를 기본형으로 하여 의자에 오르거나 기어

오르거나, 엎드리는 자세가 모두 가능하도록 하 다. 이

는 가구의 개념을 일상의 공간과 융합한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11]. 재료 역시 기존의 가구나 공간 구조의 철재

에서 오는 딱딱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섬유의 부드럽고

유연한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다.

Fig. 4의 오른편, 필립스탁의 의자 미스 비르트(Miss

Wirt)는 의자에 천을 덧 씌워 설치함으로써 등받이와 공

간의 칸막이의 구조를 융합하 다. 잠시 앉아서 기다리

는 동안이지만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개인 공간의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 다. 기능과 공간의

구조를 통하여 등받이의 역활을 비롯한 걸터앉는 스툴

(Stool)의 기능성은 물론이고 시각 안정감을 주고 있다.

Fig. 4. Pan tower (1968 ~1969) : Verner Panton(left) 

       Lighting Shelves (1978) : Shiro Kuramata (Right)

3.2 21 기 합 가 디

구조나 재료, 그리고 기능과의 융합을 통한 디자인이

20세기의 가구 융합디자인이었다면 21세기의 가구 융합

디자인은 인공지능(AI)과 사물 인터넷(IoT)을 비롯한 인

식 기술에 의한 융합디자인이라 할 것이다. 이것은 20세

기의 물리 인 가구의 융합디자인을 벗어나 사용자 분석

을 통한 사용자 기반의 스마트 홈 가구로서 우리 인간의

생활에 보다 편리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

와 더불어 새로운 소비자의 니즈에 따른 기능과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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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하거나 콜라보 이션을 통한 가구 융합디자인을 들

수 있다.

3.2.1 IT기술 합가  특  

21세기 융합 가구는 단연 IT기술을 용한 스마트 가

구라 할 수 있다. IKEA를 비롯한 국내 가구업계에서도

사물인터넷을 비롯한 인식기술, 인공지능의 기술을 목

한 스마트 융합가구 제품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Fig. 5에서 볼수 있듯 침 , 옷장, 책

상이나 의자, 그리고 스마트 시트 등에 목되어 사용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구들로 진화를 하고있다. 이

들 가구들은 사용자 인식과 사용자의 상태 분석을 통해

사용자에 맞는 가구의 높이 조 은 물론 수면 분석을 통

해 숙면을 돕거나 호흡, 맥박을 분석하여 온도, 조명등을

컨트롤 하거나, 사용자의 건강을 상태를 알려주기도 한

다. [Fig. 6].

Fig. 5. Evolution of Smart Furniture [12]

Fig. 6. Motion Desk (left) & Sleeping Motion Bed(Right) 

냉장고를 비롯한 주방가구 화장 등의 거울과 벽

면에 터치스크린이나 유무선 인터넷 기능을 목하여 날

씨나 요리정보, 생활문화, 뉴스 등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

하는 등 스마트폰과 동일한 커뮤니 이션기능을 구 할

수 있는 융합가구들도 출시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융

합은 무선 충 기능은 물론 블루투스 스피커 등을 내장

하여 우리 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다.

[Fig. 7]에서 살펴보듯이 스마트 주방가구의 문짝이나

매직미러 화장 에 ‘스마트 기기 미러링’3) 기술로 음악,

상 등 스마트 기기의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고, 스마트 폰과 블루투스를 연결해 스마트퍼니처 화

면에서 화를 걸거나 받을수 있다. 이외에도 스마트 홈

네트워크 시스템과 유․무선으로 연결하여 보안 시스템

운 을 비롯하여 냉난방 제어, 에 지 사용량 검 등 스

마트 홈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다[13].

Fig. 7. Smart Kitchen Furniture (top), Magic Mirror 

Dresser (Bottom, left), Wireless Charger 

(Bottom, Right) 

3.2.2 기능  디  합가  특  

최근에 출시되고 있는 융합가구 에는 IT기술을 융

합한 가구도 있지만, 이 세기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기

능이나 디자인의 융합가구들도 새로운 소비 트랜드 따라

새롭게 개발, 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으로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와 싱 족은 물론 원룸이나 오피스텔과 같은 주거

공간의 소형화 트랜드에 따라 기능과 기능을 융합한 가

구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이 시 의 기능 융합 형

가구들이 단순하게 앉거나 눕는 동작의 기능들을 융합하

다면, 최근의기능 융합 형 가구들은실생활 속의 공간

과 기능의 융합 가구 형태를 보이고 있다.

Fig. 8의 왼편의 삼성 Serif TV는 거실의 장식장 에

3) 스마트 기기 화면을 보여 주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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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이거나 벽면에 걸 수 있는 하나의 기능 인 가구로써

TV이다. TV뒷면에 보기 흉한 원코드나 기타 연결부

를 직물로 덮은 후 패 속에서 이를 해결하도록 하여

어떠한 인테리어 환경에도 어울릴 수 있는 오 제로써

TV와 가구의 디자인 융합을 보여주고 있다[14]. 오른

편 사례는 가구 하나로 거실과 침실이 분리되면서도 기

능은 하나의 가구에 융합되어 있음을 알 수있다. 하나의

가구에 거실과 사무실의 기능이 가능하도록 침 겸용

소 나 책상 겸용 테이블 등 다용도, 다 기능의 융합 가

구이다.

Fig. 8. SAMSUNG  Serif TV ((left) & Ori Robotic 

Furniture (Right) [15]

한편, 새로운 소비 트랜드에 따라 가구 디자인 측면

에서도 서로 다른 랜드와 융합을 하거나 화나 에니

메이션 속 캐릭터를 활용한 융합가구디자인도 다양하게

개되고 있다.

Fig. 9의 왼편은 국내 헬스 어 랜드 <바디 랜

드>와 이태리 슈퍼카 <람보르기니>의 콜라보 이션을

통한 안마의자이다. 최고의 성능과 디자인을 자랑하는

슈퍼카 람보르기니의 장인 정신과 명품 감성을 더하여

강렬하고 역동 인 디자인으로 표 하고 있다. 한 기

능면에서 슈퍼 카에서 채용하는 등부 가깊어몸을 감

싸도록 하는 시트인 버킷시트를 채용하여더욱 착좌감을

높이도록 하 다[16]. 색채 역시 빨강과 검정의 강한 색

상 비로 더욱 인테리어 효과도 높이도 있다.

Fig. 9 오른편은 마블의 슈퍼히어로 캐릭터와 콜라보

이션 통한 학생용 의자이다. 마블의 인기 캐릭터들은

어린이는 물론 키덜트 족의 구매까지 높이는 효과를 기

할 수 있어 수많은 랜드에서선호하는 콜라보 이션

의 형태이기도 하다. 이 제품 역시 캐릭터를 활용한 디자

인은 물론 등받이의 높이와 좌 의 깊이를 아이의 성장

에 따라 조 할 수 있는 ‘그로잉(Growing)’ 시스템을

용하여 빠르게 성장하는 어린이의 신체에 맞춰 편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Fig. 9. Body Friend & Lamborghini Collaboration  

Chair (left), Sidiz & Marvel Collaboration  

Chair (Right)

3.3 결과

에서 살펴 본 것처럼 20세기 ․후를 비롯하여 21

세기 재의 가구 융합디자인의 변천과 특성을 분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세기 ․후의 모더니즘 시기는 동양의 건축양식,

특히 일본의 직선 인 침 조의 건축양식이 융합된 가구

디자인이나 건축의 캔틸 버 구조 재료를 용한 강

의자,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 시기에는 서로 다른

역의 기능과 기능, 공간 구조나 기능을 융합한 디자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21세기 재의 융합디자

인 가구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사물인터넷, 사물인식 기

술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소비자의 니즈 트랜드에 따

라 기능과 기능, 디자인과 디자인이 융합한 특성을 보이

고 있다.

4. 결론 

“새로운 기술은 디자인이라는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리 배포된다” 는 포티(Adrian Forty)의 말 [17]이 아니

더라도 창의 사고가 바탕이 되는 디자인은 인간의 감

성과 공학 기술, 그리고 소재가 이루어져 완성되며, 가

구는 일찍이 이러한 융합을 바탕으로 완성되어져 왔다.

특히 가구는우리 인간의 생활속에 가장 가까이있는

사물로써 이와 같은 융합을 통해 보다 편리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도 한다.

가구는 항상 새로운 기술과 재료에 의해 완성되고 이

에 따라 인간에게 새로운 기능과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

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기능이나 소재, 구조 등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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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형태가 바 었을 뿐 20세기 21세기의 가구를 구성

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은 융합 특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IT기술에 의한 21세기 융합 가

구디자인은 보다 극 이고 활발하게 IT기술을 바탕으

로 인간에게 더욱 편리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는 스

마트 가구로 진화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가구는 IT기술과의 융합 뿐 아니라,

디지털 랫폼과 디자인, 의료기술과 디자인, 첨단소재

기능과 디자인 등 다양한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인간

의 건강한 생활과 스마트 홈서비스를 지원하는 가구로

발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융합을 통해 가구산

업이 첨단 산업과는 거리가 먼 사양 산업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첨단 산업으로의 변

신을 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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