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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탈 것이다. 이 분류를 통해서 제품의 대략적인 쓰임영역
과 귀속영역은 알 수 있으나 제품개발과정 중 산업디자이너의
역할이나 필요한 지식 및 정보는 알 수가 없다.

1. 배 경
산업디자인과 설계(공학디자인)는 서로 떨어져 있지 않으며
제품개발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서로 겹치기도 하고 순서상으

4)
Löbach 는 디자인 대상이 되는 제품을 산업제품으로 정의하
고 산업제품의 분류를 사용과정에서 사용자와 제품간의 관계
를 중심으로 소모제품, 사용제품I, 사용제품II, 사용제품II으로

로 앞서거나 뒤서거나 혹은 동시에 이루어진다. Ulrich와
1)
Eppinger 는 사용자 중심제품(User-driven product)의 경우 제
품개발 전 과정에 걸쳐 산업디자이너가 참여한다 밝히고 있
다. 실제 현업에서 많은 산업디자이너들이 제품개발단계에서
공학디자이너들과 레이아웃 디자인을 함께 하기도 하고, 상세
디자인(Detail Design)단계에서 제품을 구성한 내부의 단위 부

분류 하였다. 소모제품은 사용 후 아무 것도 남지 않는 것으
로 주로 식료품류 같은 것들이며, 산업디자이너의 역할은 주
로 제품의 포장에 국한된다. 사용제품I은 개인적인 사용을 위

품의 디자인에 까지 관여한. 반면 어떤 디자이너들은 제품의
스타일이나 최종 그래픽을 결정하기도 한다. 이렇게 제품에
따라 산업디자이너의 역할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것으로 Doren의 분류에서 소비재에 가까우며, 사용제품II는
특정집단이 사용하는 것으로 상업용재와 가깝다고 볼 수 있으
며, 사용제품III는 자본내구재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분

또, 제품디자인이 다루는 제품의 범주는 대량생산의 개념이
2)
들어간 모든 제품을 포괄 한다. 그러나 대량생산이 전제된
제품은 하나의 부품으로 완성품이 되는 컵과 같이 단일부품

류에서는 소모재만이 디자이너가 제품개발 마지막단계에서 포
장디자인과 관련된 일을 수행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뿐
다른 제품군에서는 제품개발을 위해 산업디자이너에게 필요로

제품에서부터 자동차와 같이 복잡한 기술과 수 많은 부품으로
구성되는 복합부품-복합기술 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따
라서 제품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산업디자이너가 수행하는 일

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지 못하고 있다.
5)
한편 Ulrich와 Espringer 는 제품개발프로세스를 설명하기 위
해 제품을 [표 2-1]과 같이 여덟 개의 군으로 분류 하였다.

의 범위나 디자인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은 제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품개발과정에서 산업디자이너의 역할과 그들에게 필

[표 2-1] 제품개발종류에 따른 제품 분류

요한 지식을 나타낼 수 있는 적절한 제품분류 모델이 필요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제품
분류 방법을 조사 평가하였고 제품개발과정에서 산업디자이너
에게 필요한 전반적 지식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새로운 제품분
류 방법을 제시 하였다.

2. 기존 제품의 분류 방법
일반적으로 산업디자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의 기준은 대량생산을 전제로 하고 있다. Doren3)은

이 분류 방법은 제품을 개발하고자 할 때 제품개발 프로세스
를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대략적 정보를 제공
해 준다. 또 산업디자이너가 디자인을 구체화할 때 필요로 하

산업디자인 대상으로서의 제품을 소비재(Consumer product),
상업용재(Commercial Equipment), 자본내구재(Capital or
durable goods), 운송기기(Transportation)로 분류 하였다. 이

는 지식과 역할에 관해서도 다소 정보를 제공해 주지만 효과
적으로 제공해 준다고 할 수는 없다. 가령 Generic Product의
경우에 가구 같은 것은 산업디자이너가 개발 전 과정에 걸쳐

분류 법에서 소비재의 대부분은 가정용품에 속하는 것들로 산
업디자이너가 형태를 만들고 아이디어를 내는데 비교적 제약
이 적다는 특성이 있다. 상업용품은 대중에게 서비스를 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지만, 복잡한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산업
디자이너가 외부형태 디자인만을 담당하기도 할 것이다.
또, Ulrich와 Eppinger은 제품개발프로세스에서 산업디자이너

데 사용하는 제품으로 개개인이 소유하기 보다는 상업용으로
사용되는 제품들이다. 자본내구재는 기업이나 단체에서 소유
하며 기계류와 같은 것들이다. 운송기기는 자동차나 비행기와

의 역할에 관해 설명하기 위해서 제품을 사용자중심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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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driven
product)과
기술중심제품(Technology-driven
product)로 분류 하고, 기술중심제품보다 사용자중심제품이
제품개발과정에서 산업디자이너의 역할과 참여 비중이 높다는

[표 4-1] 산업디자인 업무 중심 제품분류 모델의 특징

점을 밝혔으나 이 분류는 너무 포괄적이어서 서로 상이한 제
품군에 따라 달라지는 개발프로세스상의 차이점을 나타내주지
못한다. 가령, 산업디자이너가 디자인하는 사용자중심 제품
중 화장품용기와 같은 제품을 디자인하기 위해는 주로 조형과
생산방법에 관한 지식이면 충분할 것이나, 전기, 기계기술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제품의 경우에는 보다 많은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고 산업디자이너의 역할도 달라질 수 밖에 없다.

3. 산업디자인 업무중심 제품 분류 기준
산업디자이너가 제품을 구체화 하는 과정은 시장과 사용자 등
의 여러 조사를 통하여 찾아낸 니즈와 정보를 구체화 하는 것
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구체화 단계에서 산업디자이너가 갖

이 모델의 장점은 제품군을 통해서 산업디자이너의 제품개발
과정내 참여정도와 역할을 대략 알 수 있으며, 제품을 개발할
때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예측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이는

고 있는 정보는 형태를 갖는 실체로 태어나게 된다. 이 과정
은 제품을 정의하는 기능에 따라 구체적인 형태를 정의하고
형태와 기술로 정의된 부품을 배치 결합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제품의 특성에 따라 스타일에 강한 디자이너가 적합할지 제품
구조나 시스템적 해석에 강한 디자이너가 적합할지를 계획하
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 디자인 학생들을 교육할 때 포

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제품개발과정에 산업디자이

괄적인 디자인 교육이 아닌 제품군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접
근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즉 단일 고
정 제품의 경우 형태를 자유롭게 사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

너에게 필요한 지식과 제품개발과정에서의 역할을 설명해 주
는 제품분류 모델을 만들기 위해 부품운동성(Movement), 부
품수(Number
of
components),
적용기술(Technology
employed)의 세 가지 분류기준을 가지고 제품을 분류 하였으
며 각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고, 산업디자이너가 제품개발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끌고 갈
것이나, 복합기술제품의 경우에는 제품의 내부와 외부가 유기
적으로 결합되어 상호 형태가 결정되므로 제품 내부기술을 이

• 운동성: 제품의 형태와 사용형식에 대한 정의, 제품의 고

해하고 제품개발팀에서 엔지니어와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할 것이다. 따라서 제품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구분하여 교육
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제품의 일부분이 움직이거나 움
직이지 않거나에 대한 기준
- 고정제품: 부품의 움직임이 전혀 제품. 컵, 간판, 책상
- 동적제품: 최소한 하나의 부품이라도 움직이는 제품. 접는
의자, 스테플러, 자전거

5. 결론과 향후 연구과제

• 부품수: 제품의 복잡도

본 연구에서는 제품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산업디자이

단일부품제품: 하나의 부품으로 구성된 제품. 컵, 주걱
복수부품제품: 다수의 부품으로 구성된 제품. 라디오, 휠
체어, 카메라
조립부품제품: 복수부품이 기능단위의 조립부품을 이루고
다수의 조립부품과 부품들로 구성된 제품. 자동차, 비행기

너의 역할과 필요한 지식을 기준으로 제품을 분류 하였다. 분
류 기준으로는 제품운동성, 부품수, 적용기술의 세가지를 사
용하였다. 이 모델의 장점은 제품개발단계에서 산업디자이너
의 역할과 필요한 지식을 효과적으로 보여 주는 데 있다. 또
디자이너를을 교육할 때 제품에 따라 달라지는 접근방식과 디
자이너의 역할에 대해 가르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

• 적용기술: 제품의 고유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적용된 기술,
재료기술제품: 재료의 가공과 부품의 조립만으로 제품의
고유 기능성이 갖춰지며, 제품의 사용에 에너지 소비가
없는 제품. 주방용칼, 골프채, 테니스라켓,
기계기술제품: 제품의 고유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주로
기계 기술이 적용 된 제품. 가위, 자전거, 유모차
전기전자기술제품: 제품의 고유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주
로 전기전자 기술이 적용된 제품. MP3플레이어, HDTV
복합기술제품: 제품의 고유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기계기
술, 전기전자기술 및 그 외 여러 기술이 복합적으로 적용
된 제품. 복사기, 스캐너, 자동차, 로봇, 중장비

향후 보다 다양한 제품 분류 모델에 대한 조사와 제품군에 따
른 제품개발프로세스 및 산업디자이너의 역할, 필요 지식과
정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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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디자인 업무중심 제품분류 모델의 특징
위의 기준으로 분류된 제품분류 모델은 [표4-1]과 같으며 이
모델은 산업디자이너에게 디자인 구체화를 위해 필요한 정보
와 지식을 제공해 주며 이들의 역할을 나타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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