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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

우리의 이야기는 인간으로부터 시작한다. 2015년 12월 Mark Zuckerberg는 딸의 출산에 맞춰 “A letter to our daughter”라는 편지를 공개했다.
그는 이 편지를 통해 인간과 희망을 이야기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무거운 책임감을 이야기했다.
“Our hope for your generation focus on two ideas: advancing human potential and promoting equality.”
“We can do this work only because we have a strong global community behind us.”
그의 관점에서, 기술과 지식의 진보는 인간의 잠재력과 평등성을 진보시키고 확장시키기 위해 이루어져야 하며, 그것을 통해 다음 세대가 더 나은
인간적이고 보편적이며 평등한 공동체적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통찰은 인간보다 이념과 자본, 기술에 종속되어 문제가
오히려 복잡해지고 있는 현실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며, 인간을 위하는 것이 모든 창조적 활동의 근본적 지향점임을 말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 주제인 Humanities인 것이다.

HUMANITIES
because we are human,
rediscover our own

Mark Manders at Tanya Bonakdar, New York. 2015
Photo by Genevieve Hanson

기술은 앞으로도 진보할 것이고, 지식의 영역은 더 넓어질 것이다.
1985년에 개봉된 영화 “Back to the Future”에서 상상했던 2015년 10월 21일의
현실은 영화 속 상상이 실제로 구현되거나 비슷한 부분들도 있지만, 80년대의
사람들이 상상했던 테크놀로지 파라다이스와는 거리가 멀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생존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며, 많은 사람들은 공동체적인 삶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더 자연적이고 아날로그적인 것들을 실현시키기 위해
80년대 기술보다 더 진보된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의 세계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문학적 진보가 같은 속도와 균형 있는 시각을 통해서 공존하고 보완하면서
실현될 것이다. 인간의 감각이 체감할 수 없는 방대한 데이터와 빠른 속도가 주는
거창함이 소비자를 매혹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펜티엄 프로세서 이후 컴퓨터
CPU의 속도나 HDD용량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들은 거의 없다.
G5 LTA를 광고하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들에게 LTA기술은 과거보다 좀 더 빠른
무선네트워크기술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Google의 RAIL은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속도는 제품의 스펙에서 밝히는 객관적 속도가 아니라 소비자가 체감했을 때 느끼는
“충분히 괜찮은 속도”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이미지 구현기술은 더 자연적이고 편안한 이미지를 구현하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될
것이며, UI는 더 직관적이며, 가상과 현실의 구분이 완벽하게 제거된 것과 같은
공간을 구현하는 것이 목표가 될 것이다. 팝업창이 난무하는 증강현실 기술은
예술작품에서나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기술 스펙은 물리적인 속도와
처리용량이 아니라 감성적 효율성의 지표로 대체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감성공학, 인지공학, 생물학 등의 분야가 인문학 분야와 융합하여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primitive modern
인류가 존재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전승되어 내려온 지식과 기술은 여전히
현대인들의 삶의 방식과 관념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다.
빛, 물, 흙, 바람……, 자연은 언제나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해 주는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여전히 매력적인 근원적 영감이자 소재들을 제공한다.
첨단의 과학기술이 지배하고 있는 지금 이순간에도, 오랜 시간 동안 자연을
가공하며 우리 인간이 축적해온 수 많은 지식과 기교들은 여전히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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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는 개개인의 기호와 창의성,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실현시킬 수 있는 오픈 플렛폼 위에서
Even at this very moment, although we are being controlled by cutting-edge
science and작동해야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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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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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러나 열린
개인의 사적인
공간의have
단절은 철저하고도 완벽하게 통제되어야 한다.
accumulated for a long time by working on natural resources have a strong
바코드나
influence on
our lives.마이크로칩으로 개인의 정보를 관리하고 대중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90년대식 중앙집권적

패러다임은 폐기처분될 것이다.
가성비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가성비의 핵심은 단순히 가격대비 적정한 성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소비자의 사회적 위치와 표출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제품이나 서비스가 적절하고도 세련된 방식으로
대변하는 것을 포함한다. 합리적인 가격의 고성능 제품이 예측과 달리 시장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 HUMANITIES가 있다. 현대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인간적인 삶에 대한 요구는 단순히 생존의
문제로부터의 해방이나 좋은 제품을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 않는다. HUMANITIES는 타인에 대한
연민이 아니라 서로의 존중을 의미한다. 더 이상 디자인, 기술의 혁신이 경쟁의 우위를 담보하지 않는다.
오히려 보수적이거나 진부하더라도 소비행위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면 소비자는 매료될 것이다.
만약 그것이 좀 더 인간적이고, 스스로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모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인간에 대한 이해, 우리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창의성을 돌아볼 때이다.
Walé Bosala, medicinal herb From the series “Walé 2ème Regard”
(c) Patrick Willocq - 2015

Manufacture of Christmas mangers, Burkina Faso,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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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했개공 를지편 는라”rethguad ruo ot rettel A“ 춰맞 에산출 의딸 는grebrekcuZ kraM 월21 년5102 .다한작시 터부로으간인 는기야이 의리우
.다했기야이 을감임책 운거무 의리우 한위 를대세 음다 ,고하기야이 을망희 과간인 해통 를지편 이 는그
”.ytilauqe gnitomorp dna laitnetop namuh gnicnavda :saedi owt no sucof noitareneg ruoy rof epoh ruO“
”.su dniheb ytinummoc labolg gnorts a evah ew esuaceb ylno krow siht od nac eW“
은나 더 가대세 음다 해통 을것그 ,며하 야져어루이 해위 기키시장확 고키시보진 을성등평 과력재잠 의간인 는보진 의식지 과술기 ,서에점관 의그
가제문 어되속종 에술기 ,본자 과념이 다보간인 은찰통 한러이 의그 .다있 고하망희 를기있 수 할위영 을삶 적체동공 한등평 며이적편보 고이적간인
.다이것 는하말 을임점향지 적본근 의동활 적조창 든모 이것 는하위 을간인 ,며이것 된롯비 서에식인실현 는있 고지해잡복 려히오
.다이것 인seitinamuH 인제주 기야이 의리우 이것이 로바

SEITINAMUH

.다이것 질어넓 더 은역영 의식지 ,고이것 할보진 도로으앞 은술기
의일12 월01 년5102 던했상상 서에”erutuF eht ot kcaB“ 화영 된봉개 에년5891
의대년08 ,만지있 도들분부 한슷비 나거되현구 로제실 이상상 속 화영 은실현
은들람사 은많 히전여 .다멀 가리거 는와스이다라파 지로놀크테 던했상상 이들람사
를치가 의삶 인적체동공 은들람사 은많 ,며으않 지롭유자 터부로제문 의존생
해위 기키시현실 을들것 인적그로날아 고이적연자 더 ,고있 고하각생 게하중소
의술기학과 는계세 의로으앞 .다있 고하용활 을술기 된보진 더 다보술기 대년08
서면하완보 고하존공 서해통 을각시 는있 형균 와도속 은같 가보진 적학문인 과전발
는주 가도속 른빠 와터이데 한대방 는없 수 할감체 이각감 의간인 .다이것 될현실
터퓨컴 후이 서세로프 엄티펜 .다있 고가나지 는대시 는하혹매 를자비소 이함창거
.다없 의거 은들자비소 는갖 을심관 에량용DDH 나도속 의UPC
른빠 더 좀 다보거과 은술기ATL 게에들자비소 작정 ,만지있 고하고광 를ATL 5G
한요중 게에들자비소 은LIAR 의elgooG .다있 고되식인 로도정술기크워트네선무
는끼느 때 을했감체 가자비소 라니아 가도속 적관객 는히밝 서에펙스 의품제 는도속
.다한의정 고라이것 는하현구 를”도속 은찮괜 히분충“
될 가표목 종최 이것 는하현구 를지미이 한안편 고이적연자 더 은술기현구 지미이
은같 과것 된거제 게하벽완 이분구 의실현 과상가 ,며이적관직 더 는IU ,며이것
은술기 실현강증 는하무난 이창업팝 .다이것 될 가표목 이것 는하현구 을간공
와도속 인적리물 은펙스 술기 의로으앞 .다이것 을있 수 볼 나서에품작술예
를표지 한러그 고리그 .다이것 될체대 로표지 의성율효 적성감 라니아 이량용리처
여하합융 와야분 학문인 가야분 의등 학물생 ,학공지인 ,학공성감 한위 기하발개
.다이것 할전발 로으적약비

,namuh era ew esuaceb
nwo ruo revocsider

Mark Manders at Tanya Bonakdar, New York. 2015
Photo by Genevieve Hanson

primitive modern
인류가 존재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전승되어 내려온 지식과 기술은 여전히
현대인들의 삶의 방식과 관념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다.
빛, 물, 흙, 바람……, 자연은 언제나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해 주는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여전히 매력적인 근원적 영감이자 소재들을 제공한다.
첨단의 과학기술이 지배하고 있는 지금 이순간에도, 오랜 시간 동안 자연을
가공하며 우리 인간이 축적해온 수 많은 지식과 기교들은 여전히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The knowledge and skills that have been passed down onto us since the
birth of humankind still run deep in our notion and lifestyle today.
The light, water, soil and wind… Nature always offers the most primitive and
fascinating source of inspiration and materials to enrich human life.
Even at this very moment, although we are being controlled by cutting-edge
science and technology, numerous skills and knowledge we humans have
accumulated for a long time by working on natural resources have a strong
influence on our lives.

,술기 한위 을술기 .다이들것 는있 수 될룩이 만야어되행선 가해이 한대 에로스스 리우 은들것 든모 이 ,국결
.다있 고되 이물유 의거과 은중대 의써로으상대 의율규 와제통 ,연자 의써로으상대복정 ,보진 한위 를보진
서에위 폼렛플 픈오 는있 수 킬시현실 고하중존 한대최 을성율자 ,성의창 와호기 의인개개 는스비서 과품제
.다한 야어되제통 게하벽완 도고하저철 은절단 의간공 인적사 의인개 과간공 린열 나러그 .다한 야해동작
적권집앙중 식대년09 던했각생 고다있 수 할제통 을중대 고하리관 를보정 의인개 로으칩로크이마 나드코바
.다이것 될분처기폐 은임다러패
.다는않 지하미의 을만능성 한정적 비대격가 히순단 은심핵 의비성가 .다이것 질해요중 욱더 가비성가
로으식방 된련세 도고하절적 가스비서 나이품제 를지미이 는하 자고하출표 와치위 적회사 의자비소 는에기여
.다있 에기여 가유이 는하패실 서에장시 리달 과측예 이품제 능성고 의격가 인적리합 .다한함포 을것 는하변대
의존생 히순단 는구요 한대 에삶 인적간인 는하구요 이들자비소 대현 .다있 가SEITINAMUH 에심중 의들것 든모 이
한대 에인타 는SEITINAMUH .다는않 지하미의 를리권 는있 수 할입구 게싸값 을품제 은좋 나이방해 의터부로제문
.다는않 지하보담 를위우 의쟁경 이신혁 의술기 ,인자디 상이 더 .다한미의 을중존 의로서 라니아 이민연
.다이것 될료매 는자비소 면다있 수 할견발 를미의 서에위행비소 도라더하부진 나거이적수보 려히오
가미의 욱더 면라이것 는하공제 를브티모 는있 수 할견발재 를치가 의로스스 ,고이적간인 더 좀 이것그 약만
.다이때 볼아돌 을성의창 된롯비 터부로으신자 리우 ,해이 한대 에간인 .다이것 을있
Walé Bosala, medicinal herb From the series “Walé 2ème Regard”
(c) Patrick Willocq - 2015

Manufacture of Christmas mangers, Burkina Faso, 2015

04

05

2017-18
NPCI INSPIRATION
COLOR
People
by Lari &Heikkilä,
2009

Photo by Albert Faus

NR17-001

HUMANITIES ARE NOT JUST ABOUT
HAVING COMPASSION TOWARDS
OTHERS BUT ABOUT SHOWING MUTUAL
RESPECT.

NR17-005

NR17-014

NR17-020

NR17-028

NR17-035

NR17-039

NR17-043

NR17-047

COVER ALL VOL.01

NR17-001

HUMANITIES ARE NOT JUST ABOUT
HAVING COMPASSION TOWARDS
OTHERS BUT ABOUT SHOWING MUTUAL
RESPECT.

NR17-005

NR17-014

NR17-020

NR17-028

NR17-035

NR17-039

NR17-043

NR17-047

COVER ALL VOL.01

NR17-001

HUMANITIES ARE NOT JUST ABOUT
HAVING COMPASSION TOWARDS
OTHERS BUT ABOUT SHOWING MUTUAL
RESPECT.

NR17-005

NR17-014

NR17-020

NR17-028

발행일 : 2016년 12월
발행처 : (주)노루페인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51
www.noroopaint.com

NR17-035

기획 : 노루팬톤 색채연구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27 을지로사옥 4층
www.npci.co.kr
Tel. 070-7130-0982
E-mail : colorist@noroo.com
NR17-039

디자인 : (주)리커뮤니케이션 www.recomm.kr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사전 동의없이 무단 사용할 수 없습니다.
No part of this trend book may be used or reproduced in any manner whatever without written permission.

NR17-043NR17-036

NR17-047

COVER ALL VOL.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