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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정세의
혼란기세계정세의 급변기 사회문화의 격동기 여가의 대중화기 사회문화의

확산기

달러위기

년1960

세계경제 대공황인플레이션 실업 파시즘( , , ) 차 석유파동(1, 2 )

년 전기기관차1924● 년 디젤기관차1953●

년 가스터빈 시제차1972 TGV●

철도차량 분야

사회문화 분야

제 차 세계대전2

년 전기동차1974●
년 전기기관차1973●

년 석유파동으로 소형차 확산1973●

년1970●
자동차에너지 환경공해 증대,

년1998●
전기기관차
디젤동차년 일본철도 개통1872● 년 한국철도 개통1899●

증기기관차 전기철도/

년 최초 자동차 출현1886● 년 최초 가솔린 자동차 완성1907●

제 물결 차 산업중심 동력의 발명 발달 전신 전화 방송 부 경제( 2 / 2,3 / , / , , / )
년1992●

리우지구환경회의

년 비행기 발명1903● 년 공기역학 연구1920●
년 유체역학 시작차 제조1922●

년2000년1800 년1900 년1940 년1980 년1990

삶의 질 추구-
감성지향-
정보산업의 가치창출-

개인가치의 대두-
문화패턴의 변화-
환경관심의 대두-

인터넷 혁명

대량생산 쟝르간의 경계 허물기, ,
장식성의 회복 형태는 재미를 따른다, .

과학기술의 발달 부흥에서 성장 유가인상 및 세계경제불황 지속
국제화 세계경제불황 아시아 경제위기 지속

대량생산 장식성의 배제 기능주의 합리주의, , ,
예술과 기술의 융합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

제 물결 정보산업중심 컴퓨터발명 정보대중과학기술( 3 / / / )

디지털혁명

지구환경문제의 대두제 차 세계대전1
전후복구 냉전시대 냉전종식/ /

감성미학 시대포스트 모더니즘 인간성 회복( )모더니즘 기능적 미학( )자연과학주의 장식적 미학( )장식 양식 고전주의/ /

여가중시의 추구여가의 대두유선형 유행바우하우스 디자인 운동독일공작연맹

수공업 시대 대량생산 시대

공간혁명정보혁명산업혁명

일제 침략기 현대화추진기
침체기/

철도
성장기 고도 성장기

●산업혁명 년 증기기관차 제작(1825 )
동력 탄광배수문제 기술 철 석탄의 제련법 발명 의류 면공업( : , : / , : )

년 가솔린엔진 발명1876●

년 영국철도 개통1825●
년 프랑스철도 개통1828●

년 독일철도 개통1835●

정보화 시대

철도 도입기 시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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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화
분야

한국
철도
분야

세계경제 공황 인플레이션 실업 파시즘 대두- , , ,
사회문화 창조의 시대 휴가개념의 발생- ( )

년대 철도 도입기1800 ( ) 년대 년대 일제 침략기1900 -1930 ( )

급변하는 세계정세
산업혁명-
세계는 급격한 사회문화발전의 시기( )

한국사회 문화 분야는 국가적인 혼란기
일제식민지 시기-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인 혼란기, ,
제 차 세계대전으로 여러 분야에 큰 영향 서구사회는 본격적인 근대화 시작- 1, 2 ( )
공기역학 유체역학의 발달- ,
새로운 디자인 역사가 성립-
한국사회 문화 분야는 국가적인 혼란기
세계조류에 휩쓸려 방향성의 상실-
일제의 공업정책으로 경제 정치적인 자주권의 상실- ,

한국철도의 개화기
세계열강의 세력확장 수단으로 타율적인 발전-
일제식민지 때 철도망의 확장-

세계정세의 급변기 세계정세의 혼란기 사회문화의 격동기/

철도의수난기 철도정책의방향성상실( )
일제침략기에 대륙침략의 도구로 철도이용-
경제적 착취를 위한 철도망의 확장-
모던한 철도차량의 형태를 유지하는 추세-
자주적이지 못한 철도발전의 방향성 상실-
대륙과의 철도연계확충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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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화
분야

한국
철도
분야

년대 년대 시련기1940 -1950 ( ) 년대 현대화 추진기 년대 침체기1960 ( )-1970 ( )

사회문화적인 격동기
제 차 세계대전 후 인간의 욕구의 편리함과- 2
아름다움 추구
디자인의 중요성 강조-

한국사회문화 분야는
수동적인 발전의 시련기

에너지 환경문제 여가의 시대, ,
세계경제 공황 석유파동 공해문제- , ,
전자혁명의 시대-

한국사회문화 분야는 에너지 환경문제 여가의 시대, ,
혁명 경제개발 개년 계획 도로위주 교통정책-5.16 , 5 ,

한국철도의증기기관에서디젤기관으로대체
해방 전에는 정체성 혼절과 아르누보양식의-
일본식의 변형디자인
시련기의 정체성 혼절 경제성 실용성이 우수한- , ,
디젤기관으로 대체

사회문화의 격동기 여가의 대중화기

한국철도의 지속적인 개혁추진 한국적 성향 현대화( , )
자동차 산업과 도로교통 발달로 차 교통수단의 지위상실 속도와 서비스 향상에 주력- 1 ( )

사회
문화
분야

한국
철도
분야

년대 철도 성장기1980 ( ) 년대 이후 고도 성장기1990 ( )

사회문화적으로 교양적인 여가의 대중화
냉전의 종식 유가폭락 세계경제의 불황 환경문제- , , ,
오존층의 파괴( )
정보화 사회의 도래-

한국사회문화 분야도 교양적인 여가의 대중화
사회문화적인 자유화-
디자인의 산업화 시대-

사회문화의 광범위한 확산기
환경보호 교통문화의 발달- ,
유니버설 디자인의 사회 확산-

한국사회문화 분야도 사회문화의 광범위한 확산기
국가적인 경제위기 차관도입 대기업부도 사태- (IMF , )
새로운 정신문화 문질문화의 정착 인간화 개성화 기술화 글로벌화- , ( , , , )

한국철도는 철도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수송능력 증강을 위한 전철화 사업의 완료-
고속철도 신설계획의 논의-
기술발전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전두부의-
유선형화 디자인의 활성화 고급화, ,

여가의 대중화기 사회문화의 확산기

한국철도의 대전환기 대중적인 이미지 향상 시너지효과 수익창출 실현( , , )
철도개통 주년- 100
고속철도의 도입으로 경영혁신 시간혁명 수송혁명- ( , )
차세대 열차개발의 준비 서비스의 향상- ,
철도의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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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쇼크와 환경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면서
철도는 차별화정책으로
성장하게 된다.
한국철도도 철도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디자인의 활성
화 고급화로 발달하게,
되고 기술발전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전
두부가 더욱 유선형화되
어 발전한다.

철도교통의 발전과 위상-
제고가 필수 재도약 모색( )
최적의 유선형화 초고속화- , ,
첨단화 저에너지 안전성, , ,
고급서비스 지향

한국철도 분야는
대전환기

대중적인 이미지 향상( ,
시너지 수익창출, )

고속철도의 도입으로 경영-
혁신 시간혁명 수송혁명( , )
차세대 열차개발의 준비- ,
서비스의 향상
철도의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사회문화의 확산기로
철도교통의 위상제고
및 최적화된 유선형화,
초고속화 저에너지, ,
고급서비스를 지향하여
발달한다 한국철도는.
고속철도의 도입으로
시간 수송의 혁명과,
새로운 사회교통문화
로의 패러다임을창출
하게 될 것이다.

년대 년대1900 -1930
한국사회 문화 분야는
국가적인 혼란기

철도의 차별화 발전-
유럽은 형태 일본은 기능( , )
오일쇼크 환경문제- ,
환경친화성 안전성 대량( , ,
수송성 고속화 경량화 에, , ,
너지 절약 쾌적성, )

한국철도 분야는
철도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기술발전과 포스트모더니즘-
영향으로 전두부의 유선형
화 디자인의 활성화 고급, ,
화

년대 이후1990
한국사회 문화 분야는
사회문화의 광범위한

확산기

년대 년대1940 -1950
한국사회 문화 분야는
수동적인 발전의 시련기

년대1800
한국사회 문화 분야는
국가적인 혼란기

년대 년대1960 -1970
한국사회 문화 분야는
에너지 환경문제, ,
여가의 시대

년대1980
한국사회 문화 분야는
교양적인여가의대중화

사회
문화
분야

한국
철도
분야

세계적인 혼란기에
철도가 보급되고,
인구와 도시가
발달하면서 철도는
실용성과 대형화로
발달한다 한국철도는.
자주적이지 못한
방향성의 상실한
형태로 발전하게
되면서 모던한
철도차량 디자인
형태로 발달한다.

증기기관의 발명에
의한 산업혁명과 이로
인한 대량수송요구로
증기기관의 구조적
형태로 발달되었고,
한국은 세계열강에
의한 타율적인 디자인
및 차량이 도입되어서
철도가 발달한다.

사회문화의 격동기로
전쟁영향으로 hard

에서 전두부의image
공기역학형태 고급감, ,
기능주의로 발달한다.
한국철도는 정체성의
혼절과 일본식 아르누
보양식의 변형디자인으
로 발달하고 시련기의,
경제성과 실용성이 우
수한 디젤기관으로 대
체하여 발달한다.

사회문화적으로 여가의
대중화와 에너지 절약,
환경문제로 철도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여
고속화 경량화 에너지, ,
절약의 유선형 형태로
발달한다 한국철도도.
도로교통에 지위상실로
인한 속도와 서비스
향상에 주력한다.

철도의 태동기-
산업혁명으로 대량수송의-
요구로 철도발전

한국철도 분야는
개화기

세계열강의 세력확장-
수단으로 타율적인 발전

철도의 보급시기-
인구집중 및 도시교통의-
체증으로 노면전차,
지하철 고가철도의 실용화,
유럽철도 엔진기술의 획기적-
진보 디젤기관 전두부 형상( ,
단순화)
속도증가로 인한- Dynamic

발전Stream Line
한국철도 분야는
철도의 수난기

철도정책의 방향성 상실( )
모던한 철도차량의 형태를-
유지하는 추세
자주적이지 못한 철도발전의-
방향성 상실

사회
문화
변천
에
따른
한국
철도
차량
디자
인트
렌드

일제
침략기

현대화 추진기
침체기/

철도
도입기 시 련 기 철도

성장기
고도
성장기

철도구분의 시작-
전쟁영향의 에서- Hard Image
전두부는 공기역학형태로
발전
고급감 기능주의로 발전- ,
주행성능 차체강도( , )
그래픽디자인의 도입-

한국철도 분야는
증기기관에서

디젤기관으로 대체

해방 전에는 정체성 혼절과-
아르누보양식의 일본식의
변형디자인
시련기의 정체성 혼절- ,
경제성 실용성이 우수한,
디젤기관으로 대체

철도의 지위상실로 새로운-
도약 준비 년대 고속화(1960 ,

년대 고속화 경량화 에1970 , ,
너지 절약)
장식과 고급화와 모더니즘의-
결합
최적화된 유선형차량 개발-

의 현대적-volume, box style
스타일한계 극복
한국철도 분야는 지속적인

개혁추진
한국적 성향 현대화( , )
자동차 산업과 도로교통-
발달로 차 교통수단의 지위1
상실 속도와 서비스 향상에(
주력)

모던한
디자인 유선형 디자인구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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