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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ENOMICS OF DISINTEREST
PLAY WITH KIDS WEARABLE
CONTEXTUAL MUSIC CURATION
CALM BRANDING
VEHICLE WITH HACKABILITY
SMART SHOPPING SERVICE SYSTEM
SIMPLFY HOMEY ROBOT
VARIOUS EXPERIENCE FROM PRO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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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E UP

창의적인 업무 공간을 위한
한 달간의 실험

SERVICE DESIGN

Before
처음에는 창의적인 업무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 오픈 오피스 형태로 격벽 없는 책상과 휴식을 위한 가구를 마
련하고 이에 화려한 컬러를 사용해 포인트를 주었다. 식물이나 그네를 두고 실제 토끼를 키우기도 했다. 그러
나 프리랜서들은 자유분방한 공간에서 노느라 제대로 업무를 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모두들 '집중적인 분위기
를 원했다.

Out of Office, Celine de Waal Malefijt & Jorien Kemerink

네덜란드의 디자인 스튜디오 크놀(KNOL)의 셀린 드 월 마레피트와 조리엔 케메린크는 갤러리 무(MU)의 2층
공간을 활용하여 프리랜서를 위한 업무 공간 디자인, 아웃 오브 오피스(knol-ontwerp.nl/out-of-office) 실험
을 진행했다. 한 달 동안 점진적으로 인테리어 디자인을 바꾸면서 그 안에서 일하는 프리랜서들의 반응을 체
크하는 실험이었다. 프리랜서들은 초창기 자유로운 디자인의 업무 환경 속에서 여유를 만끽했지만 결국 일을
덜하게 되어서 경제적 난관에 직면하게 됐다. 커피 바에서 대화를 나누거나 토끼와 놀다가 하루 시간을 많이
허비한 것이다.

After

창의력 증진을 위한 오픈 오피스, Zen 오피스 디자인 등에 대한 실제 검증으로 볼 수 있다. 그들은 특히 사무

나중에는 가구를 모두 회색으로 만든 후 일부에만 화려한 컬러를 넣었다. 책상 역시 약간 좁지만 밝은 백열

실에 넣은 한 마리의 토끼가 얼마나 큰 영향을 발휘하는지 보고 놀랐다고 한다. 살아있는 생명의 변수가 업

등 빛 조명을 지닌 높은 격벽을 가진 것으로 모두 변경했다. 벽 한 쪽에 가상의 직장 상사 그림을 걸었다. 게

무 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지 알 수 있다. 개인 마다 능력을 발휘하는 환경이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다가 각 자리마다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를 설치했는데, 프리랜서가 일하다 말고 커피 한 잔을 위해 일어나

창의력을 발휘하기 위해 컬러풀하고 자유로운 공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허나 이들은 독특하게도 반

면 가상의 직장 상사가 방송을 통해 잔소리를 한다.

대의 개념을 내세우면서, 획일화되고 닫혀있는 공간이 오히려 창의성을 발휘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역방향 트
렌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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