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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자동차 디자인 산업의 끊임없는 발전에 따라 패스트백（Fastback）은 오늘날 자동차 외관 디자인의 트랜드가
되었고, 외제차 외관 디자인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본 연구는 패스트백 디자인에 대한 자료정리, 분석검증
을 통해 이러한 디자인 스타일의 기본적인 규칙과 특징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로써 패스트백 스타일을 향후 외제차 외관
디자인에 더 잘 응용하는 데 필요한 기초 연구를 제공하고자 한다. 첫째, 문헌연구법을 통해 패스트백 디자인의 정의,
기원과 역사를 정리하고 분석한다. 둘째, 비교연구법을 통해 패스트백 디자인과 노치백 디자인의 각각의 특징 및 장단점
을 비교 분석한다. 셋째, 사례분석법을 통해 패스트백 디자인의 분류와 유형별 특징을 연구한다. 마지막으로 패스트백
디자인이 미래 차 외관 디자인에 미치는 영향 및 구체적인 디자인 방법을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향후 자동차 외관 디자
인 분야에서 패스트백 스타일의 발전 추이를 예측한다. 본 연구를 통해 패스트백과 관련한 역사적 발전, 패스트백 스타
일의 특징과 장점(기능성, 경제성, 심리학적 관점에서)을 정리하였다. 이로써 패스트백 스타일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이
론을 정립함으로써, 앞으로 패스트백 디자인 연구에 기초적인 연구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본 연구에
대한 심층적이고 세부적인연구를 진행하여, 패스트백 스타일 중 유형별 자동차 제조업체가자체적 필요에 따라 세분화한
차별화된 디자인 특징을 분석 및 연구하고자 한다. 

주제어 : 패스트백, 스타일, 자동차, 외관 디자인, 영향

Abstract  With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automobile design industry, fastback design style has 
become the main popular trend of automobile appearance design, and it has an important impact on 
the future automobile appearance design. This study summarizes the basic rul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design style base don combing, analyzing and verifying the data of the fastback design style. It 
provides the necessary basic research for the better application of the fastback design style in the 
future automobile design. Firstly, through the literature research method to sort out and analyze the 
de finition, origin and history of fastback design style. Secondly, through the comparative study, the 
author compares and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fastback design 
style and the step back design style. Thirdly, through case analysis, it studies the classification and 
characteristics of fastback design style. Finally, this paper summarizes the influence of the fastback 
design style on the future automobile appearance design, and the specific design methods. Forecasts 
the development trend of fastback design style in the field of automobile exterior design in the future. 
Through this research, we sorted out the related historical development of fastback design and the 
characteristics and advantages of fastback design style (from the perspective of functionality, economy 
and aesthetics).The fastback design style has formed a more systematic research theory, which provides 
basic research materials for future fastback design research. In the next stage, this study will be further 
subdivided, focusing on the different design features of different automobile manufacturers which 
subdivide the fastback design style into different design features according to their own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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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자동차 외관 디자인은 전형적인 공업 제품 디자인의 
하나이다. 여기에는 자동차 브랜드 홍보 및 자동차 판매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동차의 후미 디자인이 바로 그 가운데 하나이다[1]. 외
관 스타일은 소비자가 자동차를 선택할 때 직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첫 인상이기 때문에 각 자동차 브랜드들
마다 갈수록 외관 디자인을 중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
전에 비해 많은 자동차 차종들이 패스트백 디자인 스타
일을 채택하고 있는데[2], 이는 패스트백 디자인 스타일
의 양호한 미래 전망에 따라 각 자동차 회사들이 서로 앞
다투어 이를 채택함으로써 유행이 된 것이다. 예컨대 
BMW 645Ci, 페라리 612scaglietti, 아우디 A7 등과 같
은 자동차의 외관에서 패스트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러한 흐름은 자동차 시장에서 일종의 패스트백 디자인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출시된 
Honda Cosmo, Volkswagen CC, 현대 기아 K5 등의 
차종에서도 패스트백 디자인을 채택하여 좋은 입소문과 
양호한 판매실적을 거뒀는데, 이 차종들이 시장에서 주목
받았던 데에는 제품 자체의 품질, 브랜드 및 가격 등의 
요인 외에 외관 디자인, 특히 후미 부분에 패스트백 디자
인을 채택하여 미적 감각을 더한 것이 하나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자동차 제품의 디자인 조형은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한 가지 중요한 요소이
기 때문에[3-5]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여 패스트백 자동
차(주로 승용차)의 디자인을 연구하는 것은 자동차 외관
의 조형 디자인 발전에 중요한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1 연구의 목적과 배경

최근 자동차 시장에서 자동차 외관 디자인에 대한 소
비자의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것이 소비자의 제품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특히, 자동
차 차체의 외관 디자인에서 패스트백 디자인은 최근 일
종의 유행이 되고 있는데, 이처럼 자동차 후미 디자인이 
주목받음으로써 패스트백 디자인이 자동차 제품에 대한 
가치와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으로 떠오르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패스트백 디자인에 일정
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동시에 자동차 외관 디자인
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주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된다. 우선, 

현재 자동차 시장에서 패스트백 디자인 스타일 추세를 
탐색하고 자동차 외관 디자인에서 패스트백 디자인 스타
일의 기원과 발전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이어서 자동차 
패스트백 디자인의 특징과 유형을 분류하고 이를 체계화
한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패스트백 디자인에 있어 유의해
야 할 문제를 고려한 합리적인 디자인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팀은 2019년 11월 10일부터 15일까지 설문
지를 통해 선정된 20개 차종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
여 대상자들에게 자신의 취향에 따라 20개 차종 중 5개 
차종을 선택하도록 하였고, 최종 148건의 유효 설문지를 
회수하였다(여성 65명, 남성 83명 포함). 구체적인 인구 
통계학적 특성과 견본은 Fig. 1, Fig. 2와 같으며, 최종 순
위 베스트 5의 차종은 견본20, 견본13, 견본11, 견본19, 
견본12이다. 설문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148명의 대상
자들이 선택한 차종은 모두 패스트백 디자인이다. 이를 
통해 스텝백 차종보다 패스트백 차종이 소비자에게 외관
적으로 더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을 알 수 있으
며, 패스트백 디자인에 대한 선호가 더 높다는 분석 결과
를 얻을 수 있다. 

Fig. 1. The basic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distribution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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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ample vehicle

2. 자동차 패스트백 디자인의 기원과 변천

세단형 자동차의 후미 부분 디자인은 주로 스텝백과 
패스트백으로 구분된다. 패스트백은 쾌속한 느낌을 주는 
유려한 후미 라인을 가리킨다(Fig. 3 참조). 자동차 용어
에서 Fastback은 자동차 후미의 지붕에서 끝까지 경사
가 완만한 자동차 차체 외형의 한 종류이다. 후미의 비듬
한 경사 때문에 보통은 트렁크 공간이 따로 분리되어 있
지 않다. 반면, 스텝백 차종은 국제적으로 L형 자동차로 
불리며 전형적인 세단형 자동차라고 한다(패스트백 자동
차도 세단형 자동차이다). 차량 지붕의 윤곽선과 후미 윤
곽선 사이에 명확한 단절이 있으며 트렁크 공간이 있다.

Fig. 3. Schematic diagram of the comparison between
the fastback and the step back 

자동차 패스트백 디자인의 기원은 1930년대로 거슬
러 올라간다. 1930년부터 1940년까지 유선형이 자동차 
미학적으로 유행이었는데[6], 당시 항공기와 자동차의 일
류 디자이너인 William Bushnell Stout이 디자인한 
Stout Scarab 물방울 라인 차체(Fig. 4 참조)가 패스트
백 스타일의 선구작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후 패스트백은 

1954년에 Merriam-Webster가 최초로 명확하게 정의
하였다. 이는 1970년에 해치백이라는 단어가 사전에 수
록되었던 것보다 훨씬 이른 시기인데, 다만 두 용어가 동
일한 차종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이 있
다. 초기 패스트백 디자인은 단지 초기 형태일 뿐이지만, 
이때부터 이미 패스트백의 기본 요소가 완전히 갖추어져 
있었다. 

Fig. 4. Stout Scarab(1935)
  
유럽의 초기 패스트백 자동차의 대표작으로는 Type 

57 ATLantic(1937), GAZ-M20 Pobeda(1946), 
Porsche 356(1948), Standard Vanguard(1948), 
Saab 92/96(1949) 그리고 Bentley Continental 
R-Type(1953)이 있었다(Fig. 5 참조). 비록 아래의 차종 
스타일들은 외관상으로 다르지만 각자 처한 시대에 따라 
패스트백 디자인 컨셉이 이미 성숙했음을 보여준다. 

Fig. 5. Typical fastback design models in Europe from 
the 1930s to the 196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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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ypical fastback design models in America from
the 1930s to the 1960s

 

  
미국에서는 원래 근육 차종을 숭상했지만 유럽에서 전

해진 패스트백 디자인과 근육 스타일이 매우 절묘하게 
결합되어 "Torpedoback"이라는 새로운 스타일이 출현
하였다. 대표적인 차종으로는 Cadillac 61, 62 Club 
Coupe 시리즈 등이 있다. 2007년 미국 모터쇼에서 전
문적인 패스트백 코너를 설치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1930-50년대의 여러 진품 패스트백 자동차가 집중 전시
되었다. 당시 전시된 패스트백 자동차로는 내쉬 대사
(Nash Ambassador), 뷰크로존(First Land), 허드슨
(Hudson Commodor) 등의 클래식 컬렉션이 포함되어 
있었다(Fig. 6 참조).

이후 1960년대에 들어 패스트백 차종은 기본적으로 
이전의 스타일을 답습하였다. 패스트백 디자인은 대부분 
스포츠카 차종에만 사용되어 보다 넓은 범위의 차종에서 
사용되지 않았는데, 이 시기의 유명한 패스트백 차종으로
는 람보르기니(Lamborghini)의 Espada(1968)가 있었
고, 이외에는 영향력 있는 차종이 없었다. 당시 스텝백 디
자인이 자동차 디자인 분야에서 점차 유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은 2000년 이후 패스트백 디자인이 재유행
하기 시작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패스트백 디자인은 이전
의 스타일에 새로운 디자인 컨셉과 함께 보다 세련된 디
자인 형식을 가지게 되었다.

3. 자동차 패스트백 디자인의 스타일 분석

패스트백 디자인의 주요 특징은 자동차 후미의 지붕에
서 끝까지 경사가 완만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디
자인의 디테일에 따라 각 차종은 역시 각자의 특징을 가
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에 따라 패스트백 디자인은 다

시 몇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직접적인 패스
트백과 간접적인 패스트백, 그리고 크로스오버 패스트백
으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한다.

 
3.1 자동차 패스트백 디자인 유형

3.1.1 직접적인 패스트백
직접적인 패스트백은 자동차의 B기둥 뒤쪽 꼭대기부

터 뒷부분의 범퍼와 트렁크 밑의 경계까지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라인이 평이하고 직선에 가깝다. 이런 차
종은 간단하고 명쾌하고 파워 있는 시각적 효과를 가지
고 있는데, 대표적인 차종으로는 아우디 A7, MG6, 폭스
바겐 CC, 기아 K5, 지리 Borui 등이 있다(Fig. 7 참조).

 
3.1.2 간접적인 패스트백
간접적인 패스트백은 자동차의 B기둥 뒤쪽 꼭대기부

터 뒷부분의 범퍼와 트렁크 밑의 경계까지 관통하는 라
인이다. 그러나 뒷창과 트렁크 사이의 경계에는 완충 처
리가 되어 있다. 이런 차종의 후미 부분 라인은 우아하면
서 부드러운 시각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차
종으로는도 재규어XFL, 메르세데스-벤츠CLA 등의 고급 
자동차부터 쉐보레 말리부XL, 새 뷰의 라크로스，포드 
Mondeo, 기아 K5，뷰익 La Crosse 등의 중형 차종까
지 포함되어 있다(Fig. 7 참조).

Fig. 7. Schematic representation of 
fastback design type  

 
3.1.3 크로스오버 패스트백
크로스오버 패스트백은 앞의 두 디자인에 비해 B기둥 

뒤쪽 꼭대기부터 뒷부분의 범퍼 모서리까지 매끈한 라인
이다(Fig. 7 참조) .이 디자인은 자동차의 등과 후미 부분
의 곡선이 비교적 크고 둥글며 위쪽으로 돌출된 것이 특
징이다. 후미 부분의 무거운 느낌을 약화시키기 위해 발
사각을 확대하여 후미 부분을 돌출되게 한 것이다. 또한 
시선을 후미 부분으로 옮기게 하여 강한 힘과 생동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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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게 한다. 이런 차종은 포르쉐 –Panamera 스포츠카
를 제외하면 보통 차대의 높이를 높이는 방법으로 보다 
좋은 비율과 통과성을 획득하는데, 이러한 이유로 혼다 
Crosstour와 같은 자동차를 가리켜 크로스오버 자동차
라고 한다.

3.2 자동차 패스트백 디자인 스타일의 특징 분석
3.2.1 시각적인 효과 측면에서의 분석
첫째, 패스트백 스타일이 스텝백 스타일보다 미학적으

로 더 나은지 여부는 개인의 관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
지만, 패스트백 디자인의 경우 차체 뒷부분의 체량이 커
서 스텝백 디자인에 비해 앞뒤의 비대칭성이 강해 전체
적으로 차체 윤곽선을 더욱 매끄럽게 한다는 점에서 시
각적 효과가 보다 뛰어나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둘째, 
패스트백 디자인의 차체는 보다 선명하다는 특징을 가지
고 있어 젊은 느낌을 주는데, 이는 현재 유행하는 패션 
디자인과 일치한다. 이러한 패스트백 디자인의 독특성으
로 인해 패션 감각과 섹시함을 중시하는 수많은 세계 자
동차 시장의 거물들이 고급 차종을 디자인할 때 이를 선
호하게 되었다.사례JAGUAR, BMW, APORSCHE, Audi
등 자동차 업체.실제로 최근 10년 동안 벤츠, 포드, 기아
와 같은 수많은 브랜드의 차종들이 패스트백 후미 디자
인을 많이 선택하였다. 셋째, 운동 감각은 자동차 스타일 
디자인과 표현의 중요한 속성 중 하나이다[7]. 패스트백 
디자인의 차종을 통해 차량의 뒤쪽 윤곽선을 더욱 간결
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보다 강렬한 속도감을 줄 수 
있다.

3.2.2 기능 측면에서의 분석
미국 시카고 학파의 건축가 설리번은 “형태는 기능에 

순종한다”고 하며 형식이 필연적으로 기능의 구조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기능이 중심이자 기초이고 형
식은 기능에 따를 뿐이라는 것으로, 맵핑 기능은 기능의 
논리적 외부 표징이다[8]. 물론 패스트백 디자인도 보기
에만 좋고 쓸모는 없는 디자인 컨셉이 아니다. 이는 두단
형과 세단형의 장점을 결합해 양자의 단점을 피함으로써 
스포츠카에 대한 사람들의 욕망과 전통적인 세단형 자동
차의 기능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킨 것이다. 전통적인 스
텝백 차종과 비교하여, 패스트백 디자인을 가진 차종의 
후미 부분은 보다 매끄러운 표면선을 사용하여 차량의 
뒷창 위치에 있는 기류 분리 구역을 줄임으로써 배압을 
증가시켜 일부 정압을 상쇄하고 전후압을 감소시킨다. 또

한 패스트백 차종의 전반적인 원활한 조형은 주행 중에 
후미 부분에서 발생하는 와류를 감소시키고 기류가 차량
의 후미 부분에 강한 하압을 발생시킬 수 있다(Fig. 8 참
조).따라서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할 때 차체의 안정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스포츠카가 패스트백 디자인
을 채택하는 것이다. 이는 공기역학적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다. 또한 후미 스타일은 앞뒤 무게를 50:50의 “골든 
비율”에 더 가깝게 하여 차량의 조종성도 두단형과 스텝
백 세단형 차를 크게 능가한다.

Fig. 8. Schematic diagram of vortex in automobile tail
 
패스트백 디자인은 현재 차체 길이 4.65m 이상의 중

급 이상 차종에 사용된다(현재 시장에서 가장 짧은 패스
트백 차종인 혼다 New Civic의 차체 길이는 4.649m이
다). 동시에 대부분의 패스트백 차종(직접적인 패스트백
과 간접적인 패스트백)은 뒷좌석 승객의 머리 공간 일부
를 희생시키고 리어 원도우의 시야에도 영향을 주어 뒷
좌석의 쾌적도에 일정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전통적인 세단형 자동차와 비교할 때 패스트백 
디자인의 추가 공간은 더 많은 저장 공간을 의미한다. 반
면 크로스오버 차종의 경우 윤곽선이 상대적으로 드러나 
있어 뒷좌석 승객에게 쾌적한 탑승 환경과 더 많은 저장
공간을 제공한다. 

3.2.3 심리적 요구 측면에서의 분석
제품의 외관 디자인은 스타일의 물리적 특징과 기하학

적 특징을 통해 특정한 심리 상태를 표현한다. 그 핵심은 
사용자가 제품의 사용 과정 중 유쾌한 기분을 얻고자 하
는 감정적인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이다[9,10]. 패스트백 
디자인 차종은 보통 스텝백 차종에 비해 외관이 더 고급
스럽고 기품이 있으며, 더 스포티하고 개성적이다. 이를 
통해 동일한 혹은 비슷한 차종 가운데 패스트백 디자인
의 자동차는 소비자에게 더 좋은 만족감을 제공하여 보
다 쉽게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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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패스트백 디자인과 전체적인 외관 
스타일의 관계 

스텝백 스타일 디자인과 비교하여 패스트백 스타일 디
자인은 시각 효과, 사용 기능 및 심리적 요구와 같은 많
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패스트백 스타일 다자인
은 자동차의 전체적인 조형 디자인과 일치[11], 통합 및 
조화를 이루어야 외관 디자인적으로 패스트백 디자인의 
장점을 나타낼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자동차 외관 디자
인의 전반적인 효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패
스트백 디자인의 차종은 주로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들
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12].

  
4.1 패스트백과 차체 높이 및 타이어의 관계

패스트백 디자인은 지붕 라인을 차체의 후미에 직접 
연결하여 차체의 후미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체량을 
늘려 시각적으로 자동차 후미의 길이를 연장시키고 일정
한 속도감과 무게감을 생기게 한다. 이것은 반드시 충분
한 크기의 타이어와 조화를 이루어야 시각적 효과를 거
둘 수 있다[13,14]. 다양한 패스트백 자동차의 디자인 사
례를 분석한 결과, 패스트백 디자인 차종의 차체 높이는 
타이어 크기의 2～2.3배임을 알 수 있다. Fig. 9에서 A와 
B 두 차종 모두 18인치 사이즈의 타이어를 선택하여 전
체적인 차체의 높이, 길이와 타이어가 시각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Fig. 9 참조). 16인치 타이어도 패스트백 차
종의 차체 비율과 시각적인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Fig.
9의 C, D 두 차종은 16인치 타이어를 사용하여 시각적
으로 볼 때 작다는 느낌을 주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
지 못한다. 따라서 패스트백 디자인 차종의 타이어 치수
는 일반적으로 최소 17인치 이상이 되어야 차체의 전체 
비율과 보다 조화를 이룰 수 있다(Table 1 참조).

Fig. 9.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body height 
and tire size of fastback models

Models Tyre size
(minimum)

MG MG6 215/55 R16
Gilli-bury 215/55 R17

Honda New Civic 215/55 R16
Honda Song Poetry 225/60 R18

Volkswagen CC 235/45 R17
Chevrolet Mai Rui Bao Guan 225/60 R16

Audi A7 255/45 R18
Jaguar XFL 225/55 R17

Mercedes-Benz CLA 225/45 R17
Kia K5 215/55 R17

Table 1. Comparison table of tire sizes of main fastback 
models

   
4.2 패스트백 디자인과 차체의 전면 스타일의 관계

패스트백 디자인은 자동차 스타일 중에서 대담한 후미 
디자인 형식에 속하여 차체의 조화와 통일성에 큰 도전
이 될 수밖에 없다. 일반적인 각도에서 자동차의 외관을 
볼 때 전면은 소비자가 자동차의 모양을 관찰하고 판정
하는 가장 중요한 방향[15]이기 때문에 패스트백 디자인 
차종의 전방(전면) 스타일과 후미 스타일의 관계는 차량
의 외관 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4.3 패스트백 디자인과 차체 라인의 관계
패스트백 디자인 차종은 차체 후미의 모양을 크게 바

꿔야 하므로 이러한 변화는 차체의 전체 형태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친다. 패스트백 디자인을 사용할 때에는 스
텝백 디자인 차종보다 더 까다롭다. 옆 라인이 너무 번거
롭거나 과장되면 패트스백 차체의 미관에 큰 영향을 미
치기 때문에 잘못하면 차체의 시각적 효과를 파괴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패스트백 디자인 차종은 차체 측면 라
인에 장식적인 라인을 줄이고 라인의 형식을 간소화해야 
차종의 시각적 장점과 특징을 보다 잘 표현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자동차 패스트백 디자인을 토대로 하여, 자
동차 패스트백 디자인이 시각, 기능, 심리 등 여러 측면에
서 지닌 장점을 분석 및 정리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
음과 같다.첫째, 이론연구를 통해 패스트백 디자인의 기
원과 역사적 발전을 정리하고, 패스트백 디자인의 형성과 
발전에 대해 명료하게 정리하고 분석한다. 둘째, 관련 분
석연구를 통해 패스트백 디자인과 노치백 디자인을 다각
적으로 비교 연구하고, 패스트백 디자인의 특징과 장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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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정리한다.셋째, 패스트백 디자인의 분류 및 
유형별 특징을 정리하고, 향후 패스트백 디자인에서 주목
할 점 및 생각해야 할 문제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자동
차 외관 디자인 중 패스트백 디자인에 대해 체계적인 정
리 및 분석을 진행하고, 패스트백 디자인의 체계적 연구
이론을 구축함으로써 향후 패스트백 디자인 연구에 기초
적인 연구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앞으로 패스트백 디자
인과 차체 라인, 전체적인 모습과 차체 디테일 간의 관계 
및 규칙을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
인 자동차 패스트백 디자인 이론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REFERENCES

[1] Z. W. ZHAO. (2009). Semantic Analysis of Chinese 
Adjectives:a New Approach to Mapping the 
Form-Based Me-taphors in Automobile Styling 
Design/Rigor & Relevance, 2009.

[2] Y. WEI & Z. B. CHENG. (2017). Brand Attributes 
Chracterisitcs of HyundaiAutomobile Styling. 
Packaging Engineering, 38(2), 110-114.
DOI : 10.19554/j.cnki.1001-3563.2017.02.027.

[3] Y. H. WU. (2010).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Purchase Decision of Passenger Car's Consumers with 
DEMATEL. Shanghai: Shanghai Jiao Tong University, 
56-64.

[4] Y. X. WANG & D. H. ZHAO. (2017). Automobile Design 
Style Based on Styling Surface Features. Packaging 
Engineering, 38(6), 169-176.
DOI : 10.19554/j.cnki.1001-3563.2017.06.038.

[5] Y. L. LI & S. J. GAO. (2017). Automobile Styling 
Aesthetic Evaluation Level Based on the General 
Character Evaluation Method. Packaging Engineering, 
38(6), 164-168.
DOI : 10.19554/j.cnki.1001-3563.2017.06.037.

[6] L. WANG & Q. LUO. (2017). Dynamic Design of Car 
Side Face.Packaging Engineering, 38(8), 152-155.
DOI : 10.19554/j.cnki.1001-3563.2017.08.037.

[7] W. H. ZHAO & J. H. ZHAO. (2017) .Expression Design 
of Car Front Face Modeling. Packaging Engineering, 
36(24), 100-104.
DOI : 10.19554/j.cnki.1001-3563.2017.06.037.

[8] X. Y. YANG & W. Z. LI. (2012). Design Method of 
Automobile Appearance Based on Hierarchical 
Feature. Packaging Engineering, 33(2), 112-115.
DOI : 10.19554/j.cnki.1001-3563.2012.22.010.

[9] F. Y. YANG. (2015). Talk about the Auto Appearance 
Design Contrast Judgement from theDesign Space. 
Zhuang shi, (2), 76-77. 
DOI : 10.16272/j.cnki.cn11-1392/j.2015.04.016.

[10] W. J. ZHAN & J. C. CHEN. (2008). Influence of 
Streamline-design on Auto Appearance Design. 
Packaging Engineering, 29(7), 139-142.
DOI : 10.19554/j.cnki.1001-3563.2009.03.054.

[11] H. M. YAN. (2011). Research on the Development 
Trend ofBattery Electric Vehicle Styling in the Future. 
Pack-aging Engineering, 32(8), 72-74.
DOI : 10.19554/j.cnki.1001-3563.2011.08.022

[12] J. G. DENG & J. H. YU. (2013). Ge-hong. Analysis in 
One of New LED Headlights Design. Light Industry 
Science and Technology, 3(7), 88.
DOI : 10.19554/j.cnki.1001-3563.2009.03.054

[13] Z. W. LI, C. J. LI & L. S. SUN. (2013). On the Design 
of Automobile Bumper. Journal of Henan Science and 
Technology, 7(5), 114.
DOI : 10.13751/j.cnki.kjyqy.2013.23.397.

[14] F. FANG, H. Y. GUAN & F. SHAO. (2014). Research on 
the Application of Cultural Bionics in Automobile 
Modeling Design. Mechanical Design, 31(11), 117.
DOI : 10.13841/j.cnki.jxsj.2014.11.027.

[15] H. T. CEN & W. Y. CHEN. (2007). Bionics Concept and 
its Evolution. Mechanical Design, 24(7), 1.
DOI : 10.13841/j.cnki.jxsj.2007.07.019.

강 용(Jiang Long)    [정회원]
․ 2002년 7월 : 시난교통대학교 산업 디
자인학과(예술학사)

․ 2013년 6월 : 시난임업대학 풍경조경
학학과(풍경조경학 석사)

․ 2016년 9월 ~ 현재 : 부경대학교 말린
융합디자인공학과 박사과정

․ 2004년 9월 ~ 현재 : 판즈화대학교 산
업디자인학과  정교수

․ 관심분야 : 환경디자인, 산업 디자인
․ E-Mail : 342497114@qq.com

김 명 수(Myung-Soo Kim)    [정회원]
․ 1984년 2월 : 중앙대학교 공예학과 

제품디자인전공(미술학사) 
․ 1987년3월 : 교도시립예술대학교 환
경디자인전공(산업디자인석사) 

․ 1991년3월 : Kyoto Institute of 
Technology(디자인박사수료)

․ 1991년 3월 ~ 현재 : 국립부경대학교 
공업디자인학과 정교수 

․ 관심분야 : 디자인전분야, 공학, 마케팅, 심리, 방법론, 평가 
론

․ E-Mail : kmsoo@pkn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