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ATURE84 85DESIGNNET

현대적 의지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재료다. 고급 플라스틱과 내열성이 뛰어나 우주 왕복선의 표면 

재료로 쓰이기도 하는 탄소섬유(carbon fiber)는 가볍고 강한 의지를 만들 수 있게 하며, 전자 기술은 물건을 

잡거나 걷는 등의 일을 수행하는 것을 돕는다. 한편 이런 재료와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의지의 기본 구성 요소는 

동일하게 유지되어 오고 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의지의 기본 골격과 이를 신체와 연결하는 소켓

(socket), 그리고 계속해서 이 연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서스펜션(suspension)으로 이루어진다. 

의지의 중심을 이루는 기둥은 골격을 만들어 구조적 기초를 잡는다. 중심이 되는 철탑은 예전부터 금속으로 

만들어지던 것이 최근에는 탄소섬유 등의 가벼운 소재로 대체되고 있으며, 이를 둘러싸는 커버는 사용자의 

피부와 비슷한 느낌과 색을 구현해내는데 주력하고 있다. 

소켓은 사용자와 의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의지에서 오는 힘을 사용자의 신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소켓은 피부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에 자극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서스펜션 시스템은 신체에 의지를 

연결해주고 장치가 고정되어 있도록 해준다. 이것은 스트랩이나 벨트 형식으로 만들어 지거나 흡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기본적인 이러한 의지의 구성 요소는 사용자와 그들의 신체 절단 유형에 따라 그 모양과 

구성이 달라져야 한다. 의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사용자의 신체 측정이 먼저 이루어진다. 컴퓨터를 

통해 신체의 근육과 뼈의 위치를 확인하며 사용자의 피부 상태 또한 의지 디자인에 중요한 요인이다. 장치를 

부착하고 몇 개월간 사용자는 재활과 훈련을 거치게 되며, 이 과정 동안 디자이너는 사용자의 활동과 걸음걸이를 

지켜보며 필요에 따라 장치를 조정하기도 한다. 의지 디자인에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점은 신체와 장치의 

연결이다. 신체의 붓기나 근육의 움직임으로 인해 의지는 지속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장치는 결국 

소모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의지를 만들 때 사용자의 요구는 큰 변수로 작용한다. 실제로 작동보다는 미용적인 부분에 중점을 둔 의수는 

사용자의 피부 색조에 맞게 고급 플라스틱과 색소를 사용하며 주근깨와 점, 털, 지문 등의 세부적인 것들까지 

조절해 실제와 유사하게 만든다. 또한 기능을 중심으로 한 의지는 열거나 닫는 등의 손의 움직임이 가능하도록 

하며 장갑을 끼울 수 있게 해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한다. 전원을 통해 신체의 다른 부분에서 작동이 가능하게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오른팔에 전원 보철을 설치한다면 왼손으로 이를 작동시킬 수 있도록 스위치를 

설치하기도 한다. 더 발전된 방식은 사용자의 의지에 연결된 신체의 작은 근육의 움직임을 감지해 이를 전기 

신호를 통해 의지에 전달해 움직이도록 하는 방식이다. 최근 학자들은 신체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뇌를 통한 

의지를 연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발전하는 의지 디자인은 사람과 가장 밀접한 부분에 맞닿아있는 디자인으로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의지(意志)를 
만드는
의지(義肢) 디자인

잠시 당신에게 팔 혹은 다리가 없어진다고 상상해보자. 

물론 충격을 감당해야 하겠지만, 이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신체 한 부분을 어딘가에서 찾아야 한다면 

당신은 과연 어떤 디자인이 떠오르는가.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다는 것은 동시에 어떠한 일을 수행하는 

능력을 잃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삶 전체를 

흔들리게 한다. 인공으로 만든 팔과 다리를 일컫는 

의지(義肢) 디자인은 이런 점에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곧 의지(意志)를 심어준다.

에디터 황윤선

고대 문학에서는 인공 팔다리를 일컫는 의지가 종종 

등장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먼저 

사용된 의지는 그리스와 로마시대였다. 기록에 

의하면 로마의 장군이었던 마커스 세르지오(Marcus 

Sergius)는 전쟁에서 싸우는 동안 오른손을 잃었으나 

그의 철제 의수는 방패를 들 수 있도록 제작되어 

계속해서 싸움을 이어갔다고 한다. 이집트 카이로의 

학자들은 오래된 문서에서 나무와 가죽으로 인공 

발가락을 만들었다는 기록을 발견했다고도 한다. 

그 이후로 오랜 시간이 지난 로마제국 말기와 서기 

1000년경까지의 시간인 암흑기에 나타나는 인공 

팔다리들은 주로 갑옷을 만드는 금속 세공인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기능적이기 보다는 없어진 팔다리를 

숨기는 목적으로 더 많이 사용됐다. 

가장 유명한 후크선장의 갈고리는 의지의 표준형이라 

할 수 있다. 중심의 금속과 주변을 나무로 감싼 이 

유형은 당시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어 널리 퍼질 

수 있었지만 숙련된 의사는 부족해 배에서 일하던 

요리사가 절단 수술을 시행하곤 했다. 16세기 초에 

프랑스의 군의관이었던 앙부르아즈 파레(Ambroise 

Paré)와 네덜란드의 외과의사 피테르 베르듀인

(Pieter Verduyn)은 무릎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과 

잠금 장비 등 다양한 보철물을 만들어 현대 의지의 

기본을 마련했다. 1840년대에 기체 마취가 사용되어 

의사들은 더 오래 세심한 절단 수술을 할 수 있게 된다. 

인공 팔다리는 이러한 공동 기술의 발전과 소재의 

다양성에 힘입어 개발이 지속됐으며, 이후 컴퓨터의 

설계를 통해 발전은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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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독일 오토복(Ottobock)사의 의수

02 주로 전쟁에서 잃은 신체로 발전해온 고대의 의지

03  의지는 다양한 용도에 맞게 디자인돼야 한다.

04   한스 알렉산더 후세클렙(Hans Alexander Huseklepp)

이 디자인한 의수 Immaculate

05   서던메소디스트대학(Southern Methodixt University)

이 신경과 인공 신체의 연결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고, 

이에 마크 크리스텐슨(Marc Christensen)과 동료들이 

뇌의 명령에 의해 움직이는 의족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다. 

Cradle 크래들 

이동식 받침대라는 의미의 크래들은 디자이너 쿄카 

히나미(Kyoka Hinami)가 디자인한 것으로 워싱턴 

대학의 산업디자인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했다. 

기술적이기 보다는 효율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 이 디자인은 사용자의 움직임을 관찰한 후 

만들어졌다. 그들의 활동과 사회에서의 인식을 고려해 

보기에 깔끔하고 위협적이지 않은 부드러운 모양에 

물건을 들거나 열고, 얇은 물체를 집을 수 있도록 해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이 없도록 디자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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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poke 비스포크 Willow Wood 윌로우 우드

Prosthetic Arm 의수

Outfeet 아웃핏 

비스포크는 개인 주문에 따라 맞춤 생산을 한다는 

의미의 단어로 산업 디자이너와 정형외과 의사에 

의해 2009년 설립된 회사다. 처음 이들은 신체의 

손실을 가지게 된 사람들에게 인간성을 가져다 

준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으며 무엇보다 개개인의 

취향과 스타일을 고려한다는 점이 획기적이다. 

사용자가 신체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그들의 의지와 

연결되도록 하고 싶다는 이들은 사용자의 개성을 

의지에 담고자 하며 이를 위해 의지 디자인에 사용자가 

참여하도록 한다. 이들만의 패어링(Fairings) 작업은 

사용자의 개성을 의지에 넣는 방법이다. 정확하게 

다리 모양을 캡처하는 입체스캔을 통해 몸의 형태를 

재현하고 이후에는 개개인의 취향을 반영해 패턴, 

그래픽, 가죽, 직물, 크롬도금, 심지어 문신까지를 

다양하게 표현해낸다.

윌로우 우드는 버드나무라는 의미로 미국 오하이오

(Ohio)에서 1907년 만들어졌다. 절단 수술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보철제품을 제작해온 이 회사는 처음 

농장에서 버드나무를 사용해 의지를 만든 것이 시초가 

되어 가업을 통해 국제적인 규모로 성장했다. 신체 

기능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서 공평한 경쟁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이들의 목표로 

보철제품을 중심으로 다양한 설계 및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

대만 IPEVO에서 제품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캐일린 카우(Kaylene Kau)가 디자인한 의수

(Prosthetics Arm)는 현재까지의 의수 디자인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실제 팔 절단술을 

받은 사람을 면밀히 관찰해 그들에게 필요한 기능을 

강조한 디자인을 만들고자 했으며 결국 작은 모터와 

케이블에 의해 움직이는 의수를 제작했다. 각각의 

부분이 한 방향으로 굽혀지도록 해 물건을 잡거나 거는 

등의 다양한 움직임이 가능하다. 

디자이너 아비야 세르파티(Aviya Serfaty)는 Holon 

Institute of Technology를 졸업한 후 Tel-Aviv에서 

제품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다. 그녀가 만든 여성을 

위한 의족인 아웃핏은 절단 수술을 받은 여성들을 

위한 의족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시작해 

여성들이 의료기기가 아니라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족을 만들었다. 탄소섬유를 

기본으로 티타늄과 실리콘, 네오프렌(Neoprene)

을 소재로 사용해 유연함과 가벼움 그리고 부드러운 

곡선의 형태를 살렸으며, 발가락 부분까지 움직일 수 

있게 해 하이힐을 신을 수 있도록 했다. 세가지 다른 

피부형태는 일상생활에서의 부드러운 감촉, 운동을 

할 때의 유연성과 압박밴드형, 그리고 이브닝웨어의 

대담하게 드러나는 아름다움과 섹시함을 고려했다. 

2010년과 2011년 디자인어워드에서 수상한 이 

작품은 2012년 런던과 헬싱키에서 전시되고 있다. 

디자이너인 아비야 세르파티는 계속해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인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을 선보이고자 

한다.

Active Leg 액티브 레그

디자이너 호르헤 루이 마차도 F. 실바(Jorge Rui 

Machado F. Silva)에 의해 디자인된 엑티브 레그는 

Instituto Politecnico do Cavado e do Ave에서 

석사학위를 위한 프로젝트로 디자인된 것이다. 의지 

내부에는 압력과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내부 레이어와 

금속판이 있으며, 뇌의 정보를 연결해 신경계의 

시스템과 전기 활성을 잇는다는 콘셉트를 가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