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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오늘날 디자인은 모더니즘 이데올로기의 이전 시대 구조와는 달리 불확정적인 

인식체계,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문화 구조, 기술의 발전과 함께 복잡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디자인과 디자이너의 역할, 그리고 교육방법에 있

어 본질과 지향점을 다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가치를 

요구하는 시대적 가치를 반영하는 디자인 교육방법과 모형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디자인 사고체계를 구축하고 이 체계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우선 디자인 사고체계 구축을 위해 디자인 사고에 관한 기존 이론을 분석하였

다. 디자인 사고에 대한 기존 이론들은 디자인을 절차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으로 나

누어 접근한다. 전자는 디자인 행위를 창작과 관련된 실제적 탐구행위로 보고 그 탐

구의 근간이 되는 구조를 규명함으로써 디자인 사고와 방법론을 체계화하고자 한 것

이다. 대부분의 연구가 문제해결과정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아 디자인된 작품보다

는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전개되는 논리적 과정에 치중한 경향이 강하다. 

디자인 사고를 내용적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들은 디자이너가 디자인

의 결과물인 작품형식을 통해 디자인 행위와 사고과정을 통합적으로 구체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디자인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따라서 디자이너의 영감과 아이디어의 착

상 등의 개념과 디자인 의도의 분석이 중시된다. 이러한 분석은 디자이너의 철학, 지

식, 개념 등과 깊이 연관되어 있고, 사회에 대한 책임과 작품의 근거가 되는 디자인 

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위의 두 가지 측면에서의 디자인 접근방법은 서로 상호 

보완적이라 할 수 있다.

내용적 측면과 절차적 측면을 아우르는 디자인의 체계의 요소들을 추출하기 위

해 사례 분석방법을 선택하였다. 선행연구 분석의 결과에 따라 디자인을 4가지의 접

근 방법으로 분류하고 해당사례를 선정하였다. 4가지의 접근방법은 첫째, 디자이너

의 자기표현, 둘째, 디자이너의 철학과 메시지 전달, 셋째, 시장 · 환경중심 디자인, 

넷째, 목적 · 기능중심 디자인인다. 접근방법을 4가지로 구분한 것은 디자인 사고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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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논리적 체계도 중요하지만, 디자인 고유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창의적 대안을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다양한 사고방식을 필요했기 때문이다. 

사례분석의 디자인 요소추출을 과정을 거쳐 도출된 절차적 수행단계는 리서

치 & 분석(Research & Analysis)단계, 통합(Synthesis)단계, 영감과 룰브레이킹

(Inspiration & Rule Breaking)단계, 아이디에이션(Ideation)단계, 실행

(Implementation)단계의 다섯 단계로 정의하였고,  내용적 요소들은 프로세스의 수

행과정에서 통합적으로 다루어져야하는 것으로 지식(Knowledge), 방법과 툴

(Methods & Tool), 원리(Principle), 목적과 대상(Purpose & Object)으로 크게 범주

화 시킬 수 있다. 이들은 전체의 체계 속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구축된 디자인 사고체계의 활용 방법은 CPS(Creative Problem Solving)의 창

의적 문제해결모형을 근간으로 하였고, 디자인 체계의 내용과 절차가 방대하기 때문

에 디자인 교육모형에 적합하도록 모듈(Module)화 시켜 실질적 적용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이 교육모형은 다양한 디자인 접근 방향에 따라 구체적 하부요소의 내용과 위

계를 정하여 실행하는 방법 제시하고 있으며, 접근방향과 구체적 적용방법을 학생들

이 스스로 선택하고 운용할 수 있는데 큰 의의가 있다. 제시된 디자인 교육모형에 

대한 특성과 적용법은 다음과 같다.

모듈은 기본모듈과 선택모듈로 구성되고, 디자인 단계별로 모듈을 추가해 나가

는 방식이다. 디자인의 출발점과 목적을 정하고 기본 모듈을 선택한 후 다음 단계에 

제공되는 모듈을 선택한다. 선택 모듈은 발상하기와 조형문법, 디자인 원리, 표현 도

구, 사고법 등을 유닛의 형식으로 제공한다.

모듈식의 접근방법은 디자인의 기본적인 발상과 표현 등 기본이 되는 재료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고, CPS모형을 활용하는 것은 선택한 재료를 가지고 창의적

으로 풀 수 있는 디자인 과정을 가이드해 줄 수 있는 개념이다. 

이 교육방법은 학생 스스로 디자인 방향을 설정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일

반적이고 보편적인 개념을 각자의 개성이 반영된 독창적 개념으로 변환시키기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사고해야 하는지를 제시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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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을 배우는 학생들은 대개 창의성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하는 단계에서 막

연한 어려움을 가진다. 창의성과 상상력은 개인의 탁월한 영감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아 그동안 체계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암묵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수많은 디자인 프로세스와 방법론, 디자인의 구성요소들이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매우 잘 인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과정으로 적용

하려하면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자가 제시하는 단계별 

모듈식의 요소 선택적 방법은 학생들에게 훌륭한 가이드라인이 되고 자신의 위치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학생 스스로 자발적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높이고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방향과 관점으로 디자인을 시도

해 볼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디자인 교육이 논리적 측면을 

강조한 솔루션 도출 프로세스에 편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차별화 시키고 독창

적인 디자인을 하는데 기본적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교육 모형을 통해 학생들은 어떠한 종류의 디자인을 하게 되더라도 자신감

과 디자인의 전 프로세스를 스스로 디렉팅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며,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적용하기 위한 도전적 실험에 주저하지 않게 될 것이다.

디자인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디자이너가 운용해야 할 인접학문과 지식, 디자

인 방법과 툴 등의 내용을 우선순위와 단계, 절차에 따라 자유자재로 운용하고 실행

할 수 있게 되면 학생들의 사고의 폭이 확장되어 미래 디자이너로서의 자질과 능력

을 함양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창의적 디자인 교육, 디자인 사고체계, 교육모형

학  번 : 2011-30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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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 1 장   서 론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1.1. 디자인 사고의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   

디자인은 시대 언어로 그 시대의 가치관과 요구에 따라 그 개념과 역할을 달리

해 오고 있다. 오늘날 디자인은 모더니즘 시대의 구조와는 달리 급격한 사회변화, 기

술의 발전과 함께 다원적 가치가 증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식기반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는 창조적 디자인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디자인과 디자이너

의 역할, 그리고 교육방법에 있어 디자인의 본질과 지향점을 다시 살펴보아야 할 시

점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사회는 문화적 측면으로서의 디자인을 언급하고 다원적 가치를 추구하며, 

디자이너는 사용자 경험, 사회제도, 새로운 가치를 디자인한다. 디자인 방법에 있어

서도 철저한 소비자 조사와 전략에 의해서 접근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디자인과 예술

을 결합시켜 작가주의 디자인을 표방한 실험적이고 조형의식의 경계를 넓힌 형식에 

이르기까지 다루는 분야도 매우 넓어졌다. 디자이너에게 다양한 스펙트럼의 영역을 

요구하는 이 시점에서 디자인 사고와 방법은 본연의 학문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재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디자이너들의 디자인 접근 방식은 사용자의 한계능력과 상황의 

제약을 통해 접근하는 방식, 즉 소비자의 니즈와 시장의 요구사항에 초점이 맞추어진 

디자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앞서 언급한 디자인을 통한 다양한 

가치를 실현시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창의성을 모토로 삼는 디자이너의 사고가 

획일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림 1]은 디자인 과정을 수행하면서 유기적으로 적용되어야하는 요소들을 이

미지로 작성한 것이다. 철학(Philosophy), 지식(Knowledge), 컨셉(Concept), 원리

(Principle), 방법(Methods) 등의 내용이며, 이 요소들은 목적과 의도에 따라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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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디자인의�목적과�의도에�따라�적용되어야�하는�요소들

적이고 유동적으로 운용되어야한다. 이를 통해 디자이너는 통합적 사고가 가능하고, 

만약 디자이너에게 이러한 요소들의 체계가 잘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통합적 

디자인사고는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 디자인사고(Design Thinking)를 주제로 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디자인 컨

셉 단계의 아이디어 발상과 영감을 얻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

니 디자인의 전 과정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하기까지의 단계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성찰하고 정제되어가는 과정의 의미는 부족해 보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

한 면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어느 특정단계에 중점을 두는 연구가 아니라, 문제

해결과정이라는 프로세스의 전 과정을 통해 통합적으로 접근하게 될 것이다. 

디자이너들은 디자인이 절차적 측면에서 문제해결과정이라는 사실은 인지하면

서도 문제해결의 ‘과정’ 자체를 비중 있게 생각하지는 않는 경향이 있다. 우수한 디자

인의 결과물이 디자인의 사고과정에서 어떤 영감으로 주어지는 개인의 창의적 능력

에 따른 것이지 체계적인 디자인 사고를 통해서 발현된다는 생각은 덜 하기 때문이

다. 역으로 우수한 디자인 결과물의 디자인 과정을 분석해보아도 크게 다른 점을 찾

기 어려웠을 수 있다. 현재 디자인 교육에서도 전체의 프로세스 상에서 많은 부분이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고, 명확해질 수 있는 이론과 방법, 도구는 여전히 간과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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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이론은 일반화된 설명이고 추상적이지만 우리가 어떤 행동이나 생각을 할 때 

핵심적인 사항을 기억하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방법론은 디자이너가 맹목적

으로 따라야하는 구속도 아니고 확실한 결과물을 보장하지도 못하지만, 한 가지 범주

의 문제에 적합한 행위들을 분류하고 이해하는 방식일 수 있다. 디자인의 모든 암묵

적인 부분이 명시적으로 전환될 수는 없으나, 현재까지 암묵적인 사항이라고 여겨졌

던 부분을 가능한 명시적으로 만들어 디자인을 배우고 수행하는 형식과 방법을 개발

하면 디자인에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기와 디자인 결과물의 완성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1.2. 디자인시스템 사고 교육모형의 필요성  

전형적인 실증주의적 교육 패러다임은 객관성과 합리성에 집중되는 데 반해, 

디자인 교육은 보다 주관적인 창의성에 집중된다. 일반 교육에서도 창의적 경험의 

가치를 포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함과 동시에, 디자인 교육도 

보다 현 사회에 적합한 합리적 교육모델이 필요하다.1)

 전 세계적으로 디자인교육의 패러다임은 다원적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디자인이 산업의 고도성장과 함께하다보니, 

성장이 보장되는 특정 산업분야와 그 산업을 뒷받침할 만한 수요에 부합한 디자이너

를 교육하고 양성하였다. 그 결과 국가와 기업이 요구하는 디자인 교육에 편중된 것

이 사실이다. 디자인을 문화가 아닌 산업이라는 가치척도가 우리사회를 지배했으며 

오늘날까지도 이러한 사고는 은연중에 용인되고 있으며, 이는 디자인의 감성적 측면

보다는 합리적이고 논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업의 의사와 전략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다보

니 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개성은 억제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1)   Wang T, A, 2010, “New Paradigm for design studio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Art & Design  

     Education Vol. 2 p.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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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수급해야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한 결과이겠

지만, 그로 인해 디자인교육이 추구해야 할 본질과 방향성은 희미해졌다.

또 다른 문제는 정보(Information)를 통한 논리적 디자인 방법에 익숙해진 디

자이너는 실존주의적이고 표현주의적 디자인을 해내기가 무척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정보수집이라는 리서치를 통해 접근하는 디자인과 디자이너의 심상(Mental Image)

적 가치를 다루는 유형(Type)적 디자인2)은 생각하는 과정과 논리적 접근 방식이 확

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유형적 디자인은 실제 제품으로 구현해보기 전까지는 디자인 

결과물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으며, 디자인과정에서도 발상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스케치에 손을 댈 수도 없다. 이처럼 사고의 과정과 접근 방식이 다른 디자인

을 일정한 프로세스로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디자인 행위와 사고에 대한 접

근 방식은 목적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그러므로 피교육자인 학생은 정보를 통한 디

자인과 심상을 표현 하는 유형적 디자인, 그리고 이를 상호 보완하는 방식 등의 다양

한 디자인의 접근 방법을 익히고 활용해 보아야 한다. 더 나아가 자신의 기호에 맞는 

구체적이고 창의성을 키우는 디자인 방법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중 하나로 학생들이 자신의 개성을 효율적

으로 발휘하고 개성과 역량을 최대한 이끌어 내줄 수 있는 디자인 시스템 사고교육 

모형이 필요하다. 이는 기존의 교육구조를 급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의 디자인 스튜디오 수업에서 비교적 효율적으로 적용 해볼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에서 진행되는 디자인 스튜디오 수업은 기초 실기 작업 및 

중 · 상급 실무과정 실습을 말한다. 정량적인 개념에서 볼 때 일반적인 강의 형식의 

수업 보다는 시수가 많고 수강자는 적은 경향이 있다. 국내의 대학 수업에서 허용하

는 1회 최대 강의시간은 4시간이므로 보통 스튜디오의 수업은 3~4시간이 평균이나 

해외의 디자인 전문대학의 경우 보통 5시간에서 그 이상 되는 경우도 있다. 수강인원

에 있어서도 적정인원은 15~20명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적당하나 국내 디자인 대학

2)  Rowe P. G.의 디자인 사고(Design Thinking)의 분류방식으로 첫째, 정보(Information)에 의거하여 접근하

는 방식과 둘째, 디자이너의 심상(Mental Image) 속에 떠오르는 어느 특정형태 즉, 유형(Type)을 우선적으

로 사용하는 방식, 셋째, 두 개의 개념을 상호보완적으로 채택되는 방식으로 분류하였다. 

   (출처: Rowe P.G., 1987, Design Thinking , Cambridge, Mass : The MIT Press. p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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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30명 또는 그 이상의 인원으로 스튜디오 수업의 진행이 보편적이다. 한정된 

시간과 많은 수강 인원이라는 측면에서 수업진행이 매우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이 발

생하고 있다.3) 교수자의 입장에서 학생 개개인의 기호에 맞는 교육과 교수와 학생의 

교감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다. 

디자인 체계 교육모형의 구축은 같은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 이라하더라도 개

개인이 서로 다른 디자인의 접근 방법이 가능하도록 하는 가이드 제공을 목표로 한

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수용선택의 다양성 측면을 극대화 시킬 수 있으며, 교수자는 

효율이라는 이름의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수업을 탈피할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일률

적이고 획일화된 교육방식으로는 실효적인 발전을 꾀할 수 없다. 학생의 입장에서도 

기호가 전혀 다른 지도자에 의해 창의적 사고 능력을 저해당하거나 디자인 자체에 

흥미를 잃을 수 있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다. 

디자인 시스템사고 교육모형에서는 디자인의 단계에 따라 창의성을 증진시키

기 위한 교육 방안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다. 디자인 교육 분야에서 열린 문제

(open-ended problem), 불명확한 문제(ill-define problem)로 정의되는 디자인의 특

수성은 창의성 증진을 위한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지만, 어떻게 창의적 디자인이 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하는 등 창의성과 관련된 디자인 교육은 그 자

체로 또 다른 열린 문제가 되고 있다.4)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계별, 상황별 

창의성 증진을 위한 교육내용이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피교육자인 학생들은 다양한 디자인의 접근방향을 경험해 보고, 자신이 선택한 

유형에 따라 창의성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잠재되어 있는 사고의 도약을 이끌어 교육

을 받아야 할 시기이다. 과학적이고 혁신적이면서도 논리적 분석력이 필요한 프로세

스에 몰두하기도 하고 때로는 매우 미래지향적이고 초현실적이면서 창의적인 프로세

스에 집중하기도 해야 한다.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을 통해 디자인에 접근하게 될 때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하게 되므로 이러한 교육적 플랫폼

3)   인치호, 이준헌, 2009,  “CALM시스템을 활용한 디자인 스튜디오 수업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디지털디자

인학 연구, Vol.9 No.4, p.6

4)   Arthur and David Cropley, 2010, “Review of Fostering Creativity”, Creativity Research Journal Vol. 

22  No. 2, p.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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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다양한 목적과 가치를 지향하는 최근 디자인 패러다임에 따라 디자

인의 행위의 주체인 학생들의 시스템적 사고를 가능하게하고, 이를 도와 체계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교육모형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적 측면에서 활용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모형은 현재 우리나라의 디자

인 교육이 논리적이고 합리적 방법을 통해 적절한 해법을 찾는 프로세스에 편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차별화 시키고 독창적인 디자인을 하는데 기본적인 가이드역

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교육 모형을 통해 학생들은 어떠한 종류의 디자인 프로세스가 되더라도 자

신감과 융통성을 발휘해 과제를 스스로 디렉팅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고, 아

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한 가능성을 자율적으로 실험할 수 있을 것이다.

디자인은 내용적으로는 철학, 개념, 지식, 원리, 방법 등의 적용 요소를 포함하

고 절차적으로는 영감, 리서치와 분석, 통합, 아이디어 발상, 실행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은 디자인의 목적에 따라 선택되고 그 하부 요소들은 상

황에 따라 유기적으로 변동되어야 한다. 선택되는 하부 요소들은 적용되는 우선순위

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물이 도출되기 때문에 요소를 선택하는 것과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디자인의 목적과 컨셉을 명확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작업이라 할 수 있

다. 

우선순위에 따른 위계(Hierarchy)는 어떤 주제를 보다 정밀하게 설명하려는 목

적을 분석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일련의 요소 또는 변수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므

로 사고 프레임의 체계구축은 디자인 행위를 진행하는 전(全)과정과 내용을 통합적

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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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디자인의 통합적 사고를 위한 구체적 사고의 유형과 구성요소 제시한다.

둘째, 다양한 디자인 접근 방향에 따라 하부요소의 내용과 위계, 상황에 따라 

      체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방법 제시한다.

셋째, 디자인 사고 과정에서 창의성 증진을 위한 단계별 교육 방법 제시한다.

넷째, CPS(Creative Problem Solving)의 창의모형을 적용하여 모듈을 선택하

     고 적용하는 디자인 교육모형 제안한다.

  

의도와 목적에 따라 유동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디자인사고체계를 갖게 되면 

디자이너는 상황에 맞게 대응하고 컨트롤 할 수 있게 되며, 더 나아가 자신만의 고유

한 사고체계와 개성 있는 창의적 디자인 방법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방법의 적용

은 창의적 디자인의 결과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디자이너 자신도 디자인

의 과정과 방법을 계획하는 단계부터 진행하기 때문에 해결해야 할 문제 자체에 비

중을 두고 다양한 각도로 접근할 수 있게 한다. 문제점을 어떻게 구성하는가는 탁월

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창의적 디자인으로 완성되는

데 핵심역할을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창의적이고 

독자적인 디자인을 진행하는 데 사고의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1.3. 연구방법 

디자인 시스템사고 교육모형을 개발하기 위하여 우선 디자인의 행위와 사고에 

대한 연구를 절차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으로 나누어 접근하고자 한다. 

전자는 디자인 행위를 창작과 관련된 실제적 탐구행위로 보고 그 탐구의 근간

이 되는 구조를 규명함으로써 디자인 사고와 방법론을 체계화하고자 한 것이다. 대부

분의 연구가 문제해결과 창조성의 연구 결과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디자인된 작품보

다는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전개되는 각종 정보처리의 논리적 과정에 대한 분석에 치

중한다. 디자인 사고와 디자인 행위를 선형적 과정의 모델에 의거해 규명해온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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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은 정보가 어떻게 3차원의 형태로 전환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는데 제약

을 가진다. 

디자인 사고를 내용적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들은 디자이너는 자신의 

사고를 디자인 작품형식이라는 최종 산물로서 뿐만 아니라 드로잉이나 스케치 등의 

형태를 통해 디자인 행위와 사고과정을 통합적으로 구체화 시키고 있다는 점을 분석

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따라서 디자인에 관련된 사고과정이나 착상과 영감의 기본적 

중심개념들과 디자인 의도의 분석이 중시된다. 이러한 분석은 디자이너의 디자인 철

학, 지식, 개념 등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에 대한 책임과 작품의 근거가 되는 디자인 

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본 연구는 내용적 측면과 절차적 측면을 포함한 디자인의 체계의 구체적 요소

들을 제시하기 위해 사례 분석방법을 선택 한다. 디자인을 접근방법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하고 해당사례를 선정한다. 접근방법을 4가지로 나누는 것은 디자인 사고 과정

이 논리적 체계도 중요하지만 디자인 고유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창의

적 대안을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롭고 다양한 사고방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4가지의 접근유형에 따라 해당 사례를 선정하고 분석하여 프로세스의 단계마다 구체

적 해당 디자인요소를 추출한다. 추출된 디자인 요소는 창의적 디자인 교육모형에 

적합하도록 재분류하고 모듈화 시킨다. 

구체적 교육모형을 구축하는 데는 가치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시대의 요구에 부

합하고 창의적 디자인 사고가 가능한 사고체계를 제안하기 위한 방법으로 창의적 발

상모델 중 하나인 CPS사고모형을 적용하고자 한다. 

CPS(Creative Problem Solving) 사고모형은 단순히 ‘창의적 문제 해결’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 문제 해결 모형’을 의미하는 용어이며, 이미 고유명사

화 되어있다. 창의성과 관련한 다양한 접근과 모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평가되

고 있다.5) 이 사고모형은 문제가 광범위하고 해결책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각 

5)  Donald J. Treffinger, Scott G. Isaksen, K. Brian Dorval, 2007, CPS:Creative problem solving『CPS : 

창의적 문제 해결』 김영채 옮김, 서울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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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마다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

결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끄는 모형이다. 즉, 모형의 각 단계마다 생성적 사고와 초점

화 사고를 조화롭게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새롭고 신기하고 독

창적인 해결안을 도출하는 사고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CPS사고모형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CPS사고모형의 사고체계와 디자인 사고와의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CPS

사고모형에 디자인을 적용시킬 경우 이질감 없이 창의적 사고체계구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본 연구자의 예측에 의해서이다. CPS의 사고체계의 기본 토대가 새로운 것

을 생각해내는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에 초점이 맞추어진 점과 창의적 문제해결

을 위한 과정을 단계적이고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자 스스로 

적용하고자 하는 요소와 단계를 선택하는 유동적인 맞춤형 발상법을 구조로 하고 있

는 점 등이 그것이다. 

창의적 사고방법이라는 내용적인 측면과 요소를 선택하여 자기만의 방법을 만

드는 구조와 체계가 연구자가 디자인 사고과정에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과 연계되어 

있어 CPS사고모형에 대입해서 발전 시켜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

이다. 

둘째,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디자인사고체계가 소비자의 니즈를 파

악하는 리서치 중심의 프로세스에 집중되어 있는바 다원적 가치 추구에 따른 디자인

의 다양한 가치 – 디자이너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가치, 디자인의 개념을 강조하는 

가치, 디자이너의 철학이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 등을 포괄할 수 있는 

디자인사고체계를 새롭게 구성하기 위해서 일종의 원형(原形)이 필요 했으며, 이 원

형을 토대로 현재의 편중되어 있는 디자인 사고체계의 문제를 원점에서 출발해 보고

자 함이었다.  

셋째, CPS사고모형은 최종적인 결과에 치중하기보다 창조적 사고과정이 강조

되므로 디자인에 적용시킬 경우 창의적 디자인 문제해결을 위한 사고하는 방법과 디

자인 과정의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넷째, 창의적 디자인이라고 하면 아이디어 발상에만 초점을 맞추던 기존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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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체계

식에서 벗어나 디자인 문제를 찾고 해결해 가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단계를 거치는 

경험을 통해 디자인 사고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다섯째, 디자이너는 상황에 따라 개인 과제로, 혹은 팀 과제로 진행되므로 집단

적 모형에 효과적인 일반적 모형보다는 개인, 집단 모두에게 효과적인 CPS사고모형

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디자인 시스템 사고 교육모형을 제시하기 위한 본 연구의 체계는 내용적 측면, 

절차적 측면, 그리고 이 과정에서 CPS를 포함하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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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용어정의 

1.4.1. 디자인 사고체계 

디자인의 조형 과정과 문제해결을 위한 사고과정은 입력되는 데이터에 의해 오

차 없이 처리하는 기계적 체계와는 달리 선택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개인의 가치

체계에 따라 처리, 판단, 변환시킨다. 그러므로 디자이너가 창조해내는 작품에는 개

인의 사고 내용이 반영되고 해석된다. 디자인 과정에서 적용되어야하는 철학, 개념, 

지식, 원리, 방법 등의 내용과 절차적으로 영감, 리서치와 분석, 통합, 아이디어발상, 

실행의 과정의 전 요소들은 디자인의 목적에 따라  또는 디자이너의 가치체계에 따

라 선택되고 유기적으로 변동된다. 디자인 사고체계는 이러한 요소들이 시스템적이

고 유동적으로 운용되면서 통합적 사고가 가능하도록 디자인 도구로 체계화하는 것

을 말한다. 

1.4.2. CPS(Creative Problem Solving)모형6)

  

1952년 개발되어 2004년까지 수정 · 발전되어 온 모형으로 창의적 문제 해결

모형 중 가장 대표적이다. 4개의 구성요소와 8단계의 구체적인 단계로 이루어져 있

다. 4개의 구성요소는 1) 접근 방법 계획하기, 2) 도전 이해하기, 3) 아이디어 생성하

기, 4) 실행을 위한 준비하기이다. 첫 번째 구성요소인 ‘접근 방법 계획하기’에서는 

진행되고 있는 과제를 평가하고 모형을 사용하기 위한 과정을 고안한다. 두 번째 구

성요소인 ‘도전 이해하기’는 광범위한 목표, 기회, 도전을 조사하고, 자료 탐색을 통

해 문제를 구조화한다. 세 번째 구성요소인 ‘아이디어 생성하기’는 새로운 가능성들

을 다양하게 찾아낸다. 네 번째 구성요소인 ‘실행을 위한 준비하기’에서는 실행가능

한 해결책을 개발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법을 작성한다. 

6)   Donald J. Treffinger, Scott G. Isaksen, K. Brian Dorval, 2007, CPS:Creative problem solving『CPS 

: 창의적 문제 해결』 김영채 옮김, 서울 : 박영사 

    조연순, 성진숙, 이혜주 (공)저, 2008, 『창의성 교육』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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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S의 목적은 기회, 도전을 인식하여 아이디어를 자극하는 문제를 진술하고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성하게 하며, 아이디어를 선택 · 분석해 가능한 

해결책을 행동에 옮길 구체적이고 자세한 계획을 설계하도록 하는데 있다. 그 과정에

서 ‘생성하기(Generating)’와 ‘초점 맞추기(Focusing)’의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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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고찰

본 연구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디자인의 다양한 가치추구에 

부합하는 디자인 시스템 교육 모형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장에서는 

디자인을 창의적 문제 해결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그 내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의적 문제해결에 관한 기존의 연구로부터 정의를 명확히 하고 창의적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연구모형들을 고찰한다. 둘째, 많은 창의적 문제해결 모형 

중 선택된 ‘CPS 사고모형’에 관한 특징과 구조, 구성요소 등의 분석을 통해 디자인 

사고과정과의 연계성을 파악한다. 셋째, ‘CPS 사고모형’에 관한 선행연구고찰을 통

해 기존 연구들과 본 연구의 차이점과 장점을 파악한다.

2.1. 창의적 문제 해결의 개념 및 특성 

2.1.1. 창의성과 창의적 문제해결의 의미

창의성과 새로운 아이디어의 기원, 이에 대한 관심은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포함한 초기의 학자들도 창의적 아이디어가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 사색을 했다. 그러나 이들은 아이디어는 신이 주는 영감의 

결과로 해석하였다. 그 후 프로이드(S.Freud), 앙리푸앵카레(Henri Poincare)를 거쳐 

월리스(Wallas)는 창의성의 시작점을 심리학으로 보았다. 무의식적인 사고 즉, 무의

식적 연상과 무의식적 처리에 의해 생성된다는 것이었다. 

창의성이 본격적인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1950년 미국심리학협회(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회장이었던 길포드(J.P.Guilford)가 창의성에 

관한 취임연설을 한 이후였다. 그는 창의성을 ‘새롭고 신기한 것을 낳는 힘’이라 정의

하며, 발산적 사고를 통해 사람들의 창의적 잠재성을 이해하려고 하였다. 창의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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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초기의 학자들은 주로 다양한 의견을 만들어 내는 발산적 사고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정의했지만 그 후 많은 학자들은 창의성 발현에 발산적 사고와 더불어 

수렴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다.7) 

창의성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와 문제해결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면, 스테인

(Stein)은 특정 환경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모호한 것을 수용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가설을 세우고, 가설을 검증하고 결과에 대한 의사소통 능력을 강조하였다.8) 프롬 

(Fromm)은 창의성이란 ‘알아차리고 반응할 수 있는 능력(The ability to see and to 

respond)이라고 정의하고, 창의적 태도는 집중하는 능력, 아이디어와 행위의 창시자

로서의 경험에 의한 능력, 피하고 갈등하기보다 수용하는 능력을 요구한다고 하였다. 

한편, 아마빌(Amabile)은 창의성은 영역관련기술(domain-relevant skills), 창의성 

관련기술(creativity-relevant skills)과 함께 과제에 대한 동기(task motivation)의 세 

개의 요소가 상호작용하여 나타난다고 주장하면서 인지적 요인과 함께 동기, 호기심, 

모험심 같은 정의적 특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9) 고든(Gordon)은 창의성에 대한 접

근으로 연결(connection-making)을 위한 비유와 유추(metaphor and analogy)로 사

용했다.10) 오스본(Osborn)은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을 사실발견(Fact-Finding), 아

이디어 발견(Idea-Finding), 해결안 발견(Solution-Finding)의 세 단계로 제안했

다.11) 이후 여러 학자들에 의해 수정 보완 단계를 거치면서 트레핑거(Treffinger)와 

동료들에 의해 문제해결 계획하기(Planning Your Approach), 문제 이해하기

(Understanding the Challenge), 아이디어 생각해내기(Generating Ideas), 실행 준비

하기(Preparing for Action)의 네 가지 요소로 제안되었다.12)

 

7)  Firestein, R.L., & Treffinger, D.J., 1983, “Ownership and converging: essential ingredients of creative  

    problem solving”,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17, pp.32-38

8)  Stein, M, 1953, “Creativity and culture”, Journal of Psychology, 36(2), pp.311-322

9)  Amabile, T.M., 1983, The social psychology of creativity, New York, NY: Springer-Verlag.

10) Gordon,W.J.J., 1961, Synectics: the development of creative capacity, New York, NY: Harper & Row

11) Osborn, A. F., 1963, Applied imagination: principles and procedures of creative thinking , New York,  

NY: Charles Scribner’s Sons.

12) Treffinger, D.J., Isaksen, S.G., Dorval, K. B., 2000, Creative Problem Solving :an introduction, Waco, 

TX : Prufrock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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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된�문제� (well-structured� problem) 비�구조화된�문제� (ill-structured� problem)

목적 �명확함 �불명확함

해결책 �단일해결책 �다양한�해결책

문제해결 �고정적인�문제해결 �다양한�접근을�통한�문제해결

예시

수학,�과학�문제

스토리문제(Story� Problem)

고장�수리문제

퍼즐

정치적�문제

의사결정

<표� 1>� 구조화된�문제� vs.� 비�구조화된�문제

2.1.2. 창의적 문제해결의 특징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

해야한다. 모든 문제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속성을 박성익은 다음과 같이 정의

하고 있다. 첫째, 쉽고 빠르게 직접적으로 목표에 도달될 수 없는 상황이고, 둘째, 주

어진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깊은 사고가 요구되는 상황이며, 셋째, 개인의 관점, 관련

지식의 획득 정도, 주어진 상황에 대한 경험의 유무, 능력, 흥미 등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인식 된다고 하였다.13) 

조나센(D.H.Jonassen)은 문제를 잘 구조화된 문제(well-structured problem)

와 비 구조화된 문제(ill-structured problem)로 구분하고 있다. 구조화된 문제는 전

형적으로 문제의 해결책과 그 해결방법이 분명한 문제인 반면, 비 구조화된 문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부딪히는 문제로 문제 자체도 분명하지 않고 그 해결

책 또한 다양한 방식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구조화된 문제와 비 구조화된 문제

의 특징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1>과 같다.14) 

13)  박성익, 1997,『교수-학습방법의 이론과 실제』, 서울 : 교육과학사

14) Jonassen, D.H., 1997, “Introductional design models for well-structured and ill-structured 

problem-solving learningoutcomes”, Educational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45(1), pp. 

6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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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문제 해결은 이전의 경험이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다

양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여러 대안이 가능하고 그 중에

서 최선의 것을 찾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15) 즉, 창의적 문제 해결에서 다루는 문제

는 조나센(Jonassen)이 말하는 비 구조화된 문제이며, 이러한 애매모호하고 복잡한 

문제에 접했을 때 새롭고 독특한 여러 개의 해결책들을 생성해내고, 그 대안들 가운

데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내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모든 문제해결을 창의적이라 할 수는 없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기존

의 정보나 지식을 적용해 해결될 수 있는 구조화된 문제라면 굳이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 일반적 문제해결과정과 창의적 문제해결과정의 차이는 근본

적으로 해결해야하는 문제의 종류에 기인하며, 그에 따라 접근방법이 달라 진다16)고 

말하고 있다.

2.1.3. 창의적 문제해결의 모형

창의성에 관한 모형 중 가장 고전에 속하는 월러스(Wallas)의 4단계 모형은 기

존의 창의성에 무의식적 사고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앙리푸앵카레(Henri 

Poincare)가 제시한 아이디어를 정교화 한 것으로 ‘준비(Preparation) - 부화

(Incubation) - 발현(Illumination) - 검증(Verification)’이라는 순서에 따라 창의적

인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고 믿었다. 다른 학자들의 모형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부화

(Incubation) 단계’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으면 구체적으로 신경 

쓰지 않아도 얼마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해결책이 나오는 것을 뜻한다. 미숙한 생각

이 머릿속에서 숙성해 아이디어로 나온다는 것이다. 

듀이(J. Dewey)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고를 반성적 사고(Reflective 

thinking)라 칭하고, 문제 해결과정은 다음의 5단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어

려움을 감지하는 단계 - 반성활동을 통한 문제 진단 단계- 가능한 해결책 분석 단계

15)  김민영, 2006, “과학 영재의 창의적 문제해결력 향상을 위한 과학사 CPS수업모형과 유전영역 수업프로그

     램의 적용효과”,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6)  김영채, 2007,『창의력의 이론과 개발』, 서울: 과학교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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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책의 실험을 통한 검증 단계 –해결안 수용 단계’에 따라 진행된다고 하였

다.17)

길포드(J.P.Guilford)는 창의성의 중요한 요소로 어떤 영역에 문제가 존재한다

는 것을 보는 능력이라는 ‘문제의 민감성(sensitivity to problems)’을 주장하였다. 창

의적 사고를 위한 단계로 과거로부터의 일탈, 옛것으로부터 벗어나(diverge)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산한다는 증명을 통해 현재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발산적 사고의 

의미를 주장하였다.

폴야(Polya)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문제이해(Understanding the 

problem)단계 - 계획고안(devising a plan)단계 - 계획의 실행(carring out the 

plan)단계 - 반성(looting the back) 단계’의 4단계로 제시하였다. 이는 수학영역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접근하고자하는 문제풀이 과정을 적용한 것이다.18)

아마빌(Amabile)은 창의성이란 여러 요소(Component)들이 한데 모인 결과라

는 이론을 개진했다. 그 요소들의 일부는 사람과 관련이 있고, 일부는 사회적 환경을 

포함한 주위환경과 관련이 있다. 그녀는 창의성에 관한 사고에 사회심리학적 요인을 

도입한 최초의 이론가 중 한사람이었다. 아마빌(Amabile)의 첫 번째 요소는 영역관

련 기술(Domain-relevant skills)로 구성된다. 영역관련기술이란 개인이 일하고 있는 

영역과 관계가 있다. 두 번째 요소는 창의성관련 기술(Creativity-relevant skills)이

다. 이는 특정영역을 초월하여 혁신을 시도하고자 하는 모든 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

는 기술이다. 창의성 관련기술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산하기위해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발견적 혹은 경험적 지식은 물론 설정 깨기(Breaking set)방법-즉, 문제해결에 

성공하지 못한 접근법을 버리는 방법-을 도입한다.19) 그러한 발견적 방법론

(Heuristics)의 한 예가 ‘다른 모든 것이 실패하면, 반직관적인 무언가를 시도하라’라

는 지침이다.

17)  존 듀이 Dewey, J., 2011, 『하우 위 싱크: 과학적 사고방법과 교육』, How we think (1933), 정회욱  

     옮김, 서울 : 학이시습

18)  폴리야 Polya, G., 2002,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 : 수학적 사고방법』, How to solve it : a new 

     aspect of mathematical method (1957), 우정호 옮김, 서울: 교우사

19)   아미빌레 Amabile, T., 2010,『(심리학의 눈으로 본) 창조의 조건 』Creativity in context.(1996), 고빛샘 

     옮김, 파주 : 21세기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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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가 모형단계 이론 설명 및 특징 

월리스

(G.Wallas, 

1926)

준비(Preparation) - 부화(Incubation)- 

발현(Illumination) - 검증(Verification)

심리학에 기초한 

푸앵카레의 무의식적 

처리(부화-조명)의 논리를 

단계별로 정교화 함.

존 듀이

(J. Dewey, 

1933)

 어려움 감지(Confront Problem) - 반성활동을 통한 

문제 진단(Diagnose or Define Problem) - 가능한 

해결책 제안(Inventory several solution) - 해결책의 

실험을 통한 검증-해결안 수용

과학자들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을 적용

길포드(J.P.Guilford)의 심리측정이론에 근거한 창의성의 중요성 언급

오스본

(A.Osborn,1

953)

적응(Orientation) - 준비(Preparation) - 

분석(Analysis) - 가설(Hypothesis) - 계획(Incubation) 

- 종합(Synthesis) - 검증(Verification)

CPS 1.0

 폴야

(Polya, 

1957)

문제이해(Understanding the Problem)단계 - 

계획고안(Devising a plan)단계 - 계획의 실행(Carring 

out the plan)단계 - 반성(Looting the back) 단계

수학적 문제 

풀이과정으로 접근

오스본

(A.Osborn,1

953)

사실발견(Fact-Finding), 아이디어 발견(Idea-Finding), 

해결안 발견(Solution- Finding)
CPS 1.1

오스본-파네

(A.Osborn&

Parne,

1967)

사실발견(Fact Finding) – 문제발견(Problem Finding) 

– 아이디어발견(Idea Finding) – 해결안 발견(Solution 

Finding) – 수용안 발견(Acceptance Finding)

CPS 2.2, 수렴적 사고 

포함

퍼킨스

(Perkins, 

1981)

상황수용하기(Accept the Situation)- 분석하기 

(Analyse)-정의하기(Define)-아이디어생성하기(Ideate) 

– 선택하기(Select) –실행하기(Implement) - 

평가하기(Evaluate)

인지이론에서 접근한 

창의성에서의 평범한 

사고를 강조

스테인

(M. Stein, 

1984)

가설형성단계 – 가설검증 단계 - 결과에 대한 

의사소통 단계

이상의 학자들이 제안하는 창의모형 단계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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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ffinger&I

saksen

(1985)

혼란발견 – 자료발견 – 문제발견 – 아이디어발견 – 

해결안 발견 – 수용안 발견
CPS 3.0

Amabile

(1996)
문제 확인 – 준비 – 대안생성 – 대안 정당화 

인지적, 성격적, 

환경적(사회적)요인 등 

심리측정이론의 적용

Treffinger et 

al.(2000)

과제파악 – 과정설계 – 문제확인 – 자료탐색 – 

문제진술 – 아이디어 생성 – 해결책 개발 – 

실행조건 확립

CPS 6.1

<표� 2>�학자들이�제안하는�창의적�모형

  

2.2 CPS(Creative Problem Solving) 모형20) 

2.2.1. CPS 모형의 특징

기존의 창의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학자들이 제공하는 모형은 매우 다양하다. 

1926년 Wallace를 시작으로 하여 최근 Treffinger와 그의 동료들이 제시한 모형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모형들이 제안되고 있다.

창의적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모형 중 CPS(Creative Problem Solving) 모형

은 창의성과 관련한 다양한 접근과 모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단순히 ‘창의적 문제 해결’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 문제 해결 모형’을 

의미하는 용어로 이미 고유명사화 되어있다.21) 이 모형은 문제가 광범위하고 해결책

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각 단계마다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끄는 모형이다. 즉, 모형의 

20)   Donald J. Treffinger, Scott G. Isaksen, K. Brian Dorval, 2007, CPS:Creative problem solving (2000)  

    『CPS : 창의적 문제 해결』 김영채 옮김, 서울 : 박영사 

     조연순, 성진숙, 이혜주 (공)저, 2008, 『창의성 교육』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1)   Donald J. Treffinger, Scott G. Isaksen, K. Brian Dorval, 2007, CPS:Creative problem solving (2000)  

    『CPS : 창의적 문제 해결』 김영채 옮김, 서울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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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3]� Osborn’s� Seven� Stages� Model� (CPS� Ver.�

1.0),� 1953

각 단계마다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를 조화롭게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아이디어

를 생성하고 새롭고 신기하고 독창적인 해결안을 도출하는 사고의 과정이며,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의 균형적인 사용이 가장 큰 특징이다. 

 CPS모형은 여러 선행연구

에서 그 효과와 영향력이 입증되

었으며, 다양한 조직에서 모든 연

령층의 개인이나 집단이 쉽게 사

용할 수 있는 강력한 모형이다

(Treffinger & Isaksen, 2004). 

1953년부터 최근에 이르기 까지 

6번의 수정과 보완 과정을 거쳐 

현재까지 발전되어왔다. 

CPS모형의 첫 버전인 1.0은 알렉스 오스본(Alex Osborn)에 의해 처음 제안되

었다. 모든 사람은 창의적 행동을 통해 창의성이 증진 될 수 있다고 믿었다. 사람마다 

수준은 다르지만 모든 사람이 창의성을 가지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최초의 

연구자였으며, 상상력과 판단력이 창의성의 필수요소라고 주장하였다. 이것이 오늘

날 CPS모형이 근거하고 있는 창의성이론이다. 오스본이 제안한 처음 모형은 적응

(Orientation), 준비(Preparation), 분석(Analysis), 가설(Hypothesis), 계획

(Incubation), 종합(Synthesis), 검증(Verification)의 7단계를 포함한다. 오스본은 

CPS와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이라는 용어를 널리 보급하고 모형을 지속적으

로 실험한 결과 1963년 이전의 일곱 단계를 사실발견(Fact-Finding), 아이디어 발견

(Idea-Finding), 해결안 발견(Solution- Finding)의 세 단계로 줄인 버전 1.1로 수정

하였다.  

파네(Parne)는 오스본의 세 단계를 다시 사실 발견(Fact-Finding), 문제 발견

(Problem-Finding), 아이디어 구안(Idea-Finding), 해결안 탐색(Solution- Finding), 

해결안 수용(Acceptance-Finding)의 다섯 단계로 늘려 Osborn-Parnes 모형 버전 

2.0을 제시하였다. 버전 2.0에서 처음으로 수렴적 사고를 문제해결과정에 포함시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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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CPS� Version� 3.0,� Isaksen� &� Treffinger,� 1985�

� [그림� 5]� CPS� Version� 4.0,� Treffinger� &� Isaksen,� 1992

고, 그 동안 과정이나 단계를 문장으로 기술한 CPS모형의 형태를 버전 2.1에서 처음

으로 시각화된 CPS모형을 제시하였다. 

1978년부터 Treffinger, Lsaksen, Firestein에 의해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

도구의 제시를 위한 연구가 계속

되었고, 1985년 Isaksen과 

Treffinger에 의Osbone-Parnes모

형을 수정한 버전 3.0이 개발되었

다.

버전 3.0은 혼란발견

(Mess-Finding)단계가 포함되었

고 사실발견단계를 자료발견

(Data-Finding)으로 바꾸어 여섯 

단계로 제시하였으며,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의 지속적인 역동적 조화를 강조하

였다. Isaksen과 Treffinger는 이 여섯 단계를 40차례의 연구를 통해 CPS모형을 직접 

사용해본 문제해결자의 요구에 따라 재배치, 삭제, 추가과정을 거쳐 사람들의 자연스

러운 문제해결 활동을 기초로 세 개의 주요 요소를 포함한 수정된 모형 CPS버전 4.0

이 개발 되었다. 이 버전은 문제 

이해하기(Understanding the 

Problem), 아이디어 생각해내기

(Generating Ideas), 실행준비하기

(Planning for Action)의 세 개의 

요소로 구성되었다. 결과 보다는 

과정을 적용하는데 있어 유연성을 

강조한 모형이다. 이후 구성주의 

학습이론과 인지과학의 출현에 따

라 인간의 문제해결과정에 대한 연구가 새롭게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Isaksen과 

Dorval(1993)은 처방이라기보다는 설명적인 적용을 위한 버전 5.0을 만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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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 Components� of� CPS� Version� 5.0,� � Isaksen�

&� Dorval,� 1993

[그림� 7]� Components� of� CPS� Version� 6.1,� � Treffinger,�

Isaksen� &� Dorval,� 2000�

이 모형은 모든 과정을 다 거

쳐야 하는 선형적인 과정이 아닌 

다양한 순서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과정임을 내포하고 있다. 

Treffinger, Isaksen, Dorval(1994)

는 과제파악(Task Appraisal)과 과

정설계(Process Planning)로 구성

된 메타요소를 포함하여 5.0버전을 

개발하게 되었다. ‘과제파악’ 단계

는 주어진 과제와 관련된 주요 인물, 원하는 결과물, 상황의 특성, 과제를 취급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고려하여 CPS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결정하는 단계이다. 

사용여부가 결정되면 문제해결자는 ‘과정설계’단계를 통해 CPS모형의 단계 중어는 

단계를 출발점으로 정할지를 결정하고, 그 다음단계는 어디로 갈지를 정하게 된다. 

문제에 대한 개념적 접근에 있어서도 과거의 반드시 고쳐져야 할 부정적인 견

해와는 달리 해결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기회나 도전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받게 되는 기회와 도전으로 개인적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Trffinger와 동료들(2000)은 

CPS모형의 단계를 새로운 용어로 

바꾸고 ‘문제해결 계획하기

(Planning your Approach)’ 요소

를 모형의 가운데 배치한 새로운 

모형 CPS버전 6.1을 개발하였다. 

‘문제해결 계획하기’는 문제 해결

자가 상황을 분석하기 위한 관리요

소일 뿐 아니라, 전체 CPS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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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ion 요구사항 결과

1.0 창의적�과정을�명확히�정의할�필요성 발산적�사고만�해당

2.0
창의적�재능개발을�위한�확인된�

교육프로그램의�필요성

CPS자료�출판

수렴적�사고�포함

최초의�시각적�모형�제시(2.0)

3.0
배우고�적용할�때�개인차와�상황에�

따라�다르게�적용할�것의�필요성

혼란발견(Mess-Finding)단계포함

발산적�사고와�수렴적�사고의�지속적이고�

역동적인�조화�강조

4.0 주로�요소를�고려할�필요성
유연한�과정�강조

3개의�주요�요소로�제시

5.0

인지과학의�발달과� CPS모형에�

접근하는�스타일의�차이를�고려할�

필요성

설명적(Descriptive)

과제파악(Task� Appraisal)

메타요소�포함� (5.1)

6.1 체계적�접근의�필요성

자연스럽고�유연하고�역동적인�과정

새로운�용어로�단계표현

문제해결�계획하기�요소를�모형�가운데�

배치하고�관리요소로�구분

CPS�버전� 6.1TM에서�모형을�시스템으로�

강조

<표� 3>� CPS� 모형의�버전별�요구와�결과

과정에서 요소와 과정을 선택하기 위한 요소이며, 문제 해결자가 모든 과정의 진행 

단계에서 본인의 과정을 성찰적으로 파악이 가능하게 한다.22) CPS모형의 버전별 발

달과정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3>과 같다. 

여섯 차례의 수정, 보완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체계를 갖추게 된 CPS모형은 가

장 최신의 6.1 버전을 기준으로 디자인 교육 모형에 적용하기 위해 그 특징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22)  Isaksen,S.G., & Treffinger,D.J., “Celebrating 50 years of reflective practice: versions of creative 

     problem solving”,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38(2), pp.7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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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주의, 인지주의, 구성주의의 주요이론과 연구를 기초로 하고 있다. 

⦁훈련이나 교육에 의해 창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기초로 생

  성(Generating, 발산적 사고)과 초점화(Focusing, 수렴적 사고)를 통한 발상

  을 유도한다.

⦁팀/개인 모두 사용가능하다.

⦁단계를 순차적으로 진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요소와 단계를 자유로

  이 선택하고 구성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유연한(Flexible)과정이다.

⦁메타요소인 ‘문제해결 계획하기’ 라는 관리요소를 구분하여 모형의 가운데 

  배치하고 있어, 창의적 사고의 전 과정을 통해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요소들

  을 재점검하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사고의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성찰 할 수 

  있게 한다. 

⦁해결해야하는 과제에 적합한 단계와 사고도구를 문제해결자가 직접 선택해

  서 사용하므로 프로젝트마다 혹은 본인에게 적합한 자신만의 프로세스와 발  

  상법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2.2.2. CPS(Creative Problem Solving)의 구성요소

CPS의 가장 최근 모형은 Treffinger와 동료들(2000)의 버전 6.1로 [그림 7]과 

같으며 크게 ‘관리요소’와 ‘과정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관리 요소’는 문제해결자가 

‘과정요소’와 그 단계들을 분석하고 선택하는 것을 안내하는 ‘문제 해결 계획하기’요

소이며, ‘과정요소’는 ‘문제의 이해’, ‘아이디어 생성’, ‘행위를 위한 계획’의 세 개의 

요소를 포함한다.

‘관리요소’는 모형의 가운데 위치하여 세 개의 ‘과정요소’와 모두 연결되어 있

는 데, 이는 ‘관리 요소’인 ‘문제 해결 계획하기’가 CPS모형을 사용함에 있어 안내자

의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23) 세 개의  ‘과정요소’안에는 기회의 구성

23)  Donald J. Treffinger, Scott G. Isaksen, K. Brian Dorval, 2007, CPS:Creative problem solving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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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CPS�버전� 6.1,� Treffinger,� Isaksen� &� Dorval,� 2000

(Constructing Opportunities), 자료의 탐색(Exploring Data), 문제의 구성(Framing 

Problems), 아이디어 생성(Generating Ideas), 해결책 개발(Developing Solutions), 

수용구축(Building Acceptance)의 여섯 개의 세부 단계가 있다. ‘과정 요소’에 포함

되는 여섯 단계에서는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를 반복적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사

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CPS 6.1은 유동적이고 유연한 모형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 세 개의 요소

의 여섯 단계를 다 거칠 필요가 없으며, 정해진 순서에 따라 단계를 밟을 필요도 없

다. 자신의 설계방식에 따라 프로세스의 요소를 선택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24)

CPS모형은 오랜 기간을 두고  발전해 오면서 그 구성요소도 함께 변화되어왔

다. 초기모형의 경우 창의적 문제해결에 필요한 것으로 발산적 사고만을 포함시켰으

며, 문제해결 과정을 점검하고 관리하여 요소와 단계에 적절한 사고도구나 전략을 

사용하기 위한 메타인지의 요구에 따라 버전 5.1에 메타요소가 포함되게 되었다.

    『CPS : 창의적 문제 해결』 김영채 옮김, 서울 : 박영사 

24) Donald J. Treffinger, Scott G. Isaksen, K. Brian Dorval, Creative problem solving : An 

    introduction(3rd ed.).Waco, TX: Prufrock Press,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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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구분
활동요소 단 계 내 용

관리

요소

문제해결 

계획

과제평가

(과제파악)

과제의 상황을 다각도로 이해하고 CPS모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과정설계 CPS모형 적용을 결정한 후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과정

요소

문제 

이해하기

기회의 구성

생성적 사고 (G:Generating)

가능성 있는 기회와 도전의 생성.

초점화 (F:Focusing)

추구해 가고 싶은 가장 유망해 보이는 기회를 확인하면서 

구체화.

자료의 탐색

생성적 사고 (G:Generating)

상이한 견해에서 여러 소스의 자료를 음미.

초점화 (F:Focusing)

핵심적이거나 가장 중요한 자료를 확인.

문제(골격)

구성 

생성적 사고 (G:Generating)

문제를 진술하는 다양하고 독특한 방법들을 생성.

초점화 (F:Focusing)

구체적인 문제 진술을 선택하거나 형성.

아이디어 

생성해 

내기

아이디어 

생성

생성적 사고 (G:Generating)

다양하고 많은 아이디어들을 생산.

초점화 (F:Focusing)

개발시키거나 사용해 볼만한 흥미로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들을 확인.

행위를 

위한 

계획

해결책 개발

생성적 사고 (G:Generating)

유망해 보이는 가능성들을 조직화, 분석, 개선, 강화하기.

초점화 (F:Focusing)

유망해 보이는 해결책들을 조합, 평가, 우선순위 정하기 

또는 선택하기.

수용(토대)

구축

생성적 사고 (G:Generating)

잠재적인 해결책을 탐색한 후, 이를 지지하는 요소를 찾는 

CPS 6.1의 요소와 하위단계에 따른 구체적 내용은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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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저항 요소를 극복하면서 성공적으로 실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생각해 내기.

초점화 (F:Focusing)

최종적으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개발하고 실천행위를 

모니터링하며 필요할 경우 이를 수정해 나간다.

<표� 4>� Treffinger와�동료들(2000)의� CPS모형의�요소와�하위� 8단계

2.2.3. CPS 모형의 체계와 디자인 사고의 연계성

CPS모형의 체계와 디자인 사고는 그 구성과 내용면에서 유사점을 갖고 있어 

연구자가 진행하려는 디자인 시스템사고 교육모형을 구축하는데 이질감 없이 연계가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된다. 

우선, CPS의 기본 토대가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방법

을 큰 틀로 하고 있다는 점과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한 과정을 단계적이고 순차적으

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자 스스로 요소와 단계를 선택하는 유동적인 맞

춤형 발상법을 구조로 하고 있는 점 등이 그것이다. 

또한 CPS모형은 최종적인 결과에 치중하기보다 창조적 사고과정을 강조하고 

있어 디자인에 적용시킬 경우 창의적 디자인 문제해결을 위한 사고하는 방법과 더불

어 디자인 과정의 체계적인 접근도 가능하다. 

CPS모형과 디자인 사고는 다루고자 하는 문제의 형태, 절차적 모형의 구조, 문

제 해결 범위와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방법 등에 있어 연계성을 보이는 데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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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S 사고             디자인 사고 

정의 창의적 문제해결 
문제해결과정이며, 그것의 결과물

창의성은 디자인의 본질적 속성

문제의 

형태
비 구조화되고 정의되지 않은 문제

해석이 난해하고 접근법이 다양한 비 

구조화된 문제

구조

역동적, 설명적 과정

순차적 단계가 아닌 요소와 과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 

정해진 디자인방법과 프로세스의 틀이 

존재하지 않으며 상황과 맥락에 따라 선택적 

사용과 적용이 필요

문제의 

발견
스스로 해결할 문제 발견

본인의 경험, 또는 제3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발견

문제 

해결의 

범위

인간이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모든 문제. 

삶의 문제로 현실적
인간의 모든 삶의 문제를 다룸.

해결방안

과거의 경험과 지식을 기초로 하여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방법 구현

문제해결의 정보가 주어지지 않고 

새로운 방안 구현과 생산적 사고를 

요구하며 문제해결에서의 계획, 실행, 

평가의 초인지 과정 필요

통합적, 시스템적 사고체계를 요구

통찰과정 요구와 다양한 해결 방안

문제 해결에 앞서 문제의 발견과 제시가 

매우 중요. 즉, 명확한 문제제시를 통해 

근본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발견

본인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방법을 찾고 

Mass-Collaboration이라는 구체적이지 않은 

범주에서 다양한 행동양식들을 종합하는 

통합적 사고 요구

발생하는 보다 넓은 상황을 언급

새롭고 포괄적인 지식기반 필요

<표� 5>� CPS모형과�디자인�사고의�연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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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디자인 사고체계와 유형 분석

3.1. 디자인 사고의 특성

디자인의 행위와 디자이너의 사고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절차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으로 접근되어 왔다. 전자는 디자인 행위를 창작과 관련된 실제적 탐구행위로 

보고 그 탐구의 근간이 되는 구조를 규명함으로써 디자인 사고와 방법론을 체계화하

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입장의 연구들은 상당수가 문제해결과 창조성의 연구 성과에 

기초하고 있으며, 따라서 디자인된 작품보다는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전개되는 각종 

정보처리의 논리적 과정에 대한 분석에 치중한다. 디자인 사고와 디자인 행위를 선형

적 과정의 모델에 의거해 규명해온 이러한 연구들은 정보가 어떻게 3차원의 형태로 

전환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데 제약을 가진다. 

디자인 사고를 내용적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들은 디자이너는 자신의 

사고를 디자인 작품형식이라는 최종 산물로서 뿐만 아니라 드로잉이나 스케치 등의 

형태를 통해 창작의 디자인 행위와 사고과정을 통합적으로 구체화 시키고 있다는 점

을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따라서 디자인에 관련된 사고과정이나 착상과 영감의 

기본적 중심개념들과 디자인 의도의 분석이 중시된다. 이러한 분석은 디자이너의 디

자인 철학과 관련되어 있으며, 사회에 대한 그의 책임과 작품의 근거가 되는 디자인 

과정을 이해하는데도 중요하다. 

로우(P. G. Rowe)는 디자인 사고(Design Thinking)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

였다. 첫째, 디자인 문제라는 직접적인 상황에서 얻어지는 정보에 의거하여 접근하는 

방식, 둘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델로 디자이너의 심상 속에 떠오르는 어느 특정

형태 즉, 유형(Type)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방식, 셋째, 두 개의 개념이 상충하며 

상호보완적으로 채택되는 방식으로 분류한다.25) 로우는 디자인 문제해결 행위의 특

성을 전제와 육감에 의존하는 유형(Type)과 이와는 달리 주어진 디자인문제에서 발

25) Peter G. Rowe, 1987, Design Thinking, Cambridge, Mass : The MIT Press, p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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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된 제약조건에 체계적으로 대처해 얻어지는 정보에 의지하는 디자이너타입으로 분

류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방식은 디자인적 해석의 두 가지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하

나는 사실주의적 해석의 입장과 다른 하나는 추론적 해석의 입장이다. 사실주의적 

해석의 입장은 디자인의 외적 영역과 관련시켜 해석하는 관점이며 외적 정보가 디자

인 사고의 중요한 바탕이 된다. 이와는 달리 추론적 해석의 입장은 디자인을 디자인 

자체와 그 구성요소들과의 관계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로우에 의한 사고 

분류는 이성주의와 경험주의에 기초한 합리적 사고와 유추적 사고의 범위에서 다루

어지고 있다. 합리적 사고는 정보의 객관적 분석과 활용에 기초하며 유추적 사고는 

디자이너의 심상 속에 떠오르는 특정 형상에 중점을 둔다고 할 수 있다. 

브로드벤트(G. Broadbent)는 건축가들이 3차원 형태를 도출하기 위해서 사용

하는 디자인 방식을 실용적 디자인(pragmatic design), 도상적 디자인(iconic 

design), 유추적 디자인(analogic design), 규범적 디자인(canonic design)의 4가지 

유형으로 설명한다.  실용적 디자인은 철저히 그 과제에 담긴 실용적 가치에 근거해

서 진행되는 디자인이며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조건에 따라 만들어진다. 도상적 디자

인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어 그것이 가장 훌륭하고 정확하

다고 믿어 전통적으로 내려온 고정관념이 형성된 디자인을 말한다. 유추적 디자인은 

다른 어떤 대상물로부터 그 형상의 이미지를 빌려 시작하는 디자인 이다. 대개는 빌

려오는 대상과 디자인 과제 사이에 즉물적 관성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짙다. 그러므로 

그 특성이 대상에도 투사되기를 기원하는 일종의 주술적 기대를 담고 있다.  규범적

적 디자인은 과제가 어떠한 계보를 확보한 경우에 나타나는 디자인이다. 누적된 계보 

속에서 새로운 변화의 조건을 좇아가며 계보를 이어나가게 된다. 간혹 그 속에서 혁

신이 나타날 수 있는 도약의 지점이 드물게 나타나기도 한다. 그는 직관적 유추가 

창조성의 중심 메커니즘임을 강조하며 디자인 행위 자체가 디자인 경향을 제시하고 

디자이너의 사고 특성에 따라 디자인의 접근태도가 달라진다고 언급하였다.26) 

콜린스(P. Collins)는 디자이너는 형태들을 직관적으로 생각하며 이 형태들을 

26) Broadbent G.,1992, 『건축디자인 방법론: 건축과 인간과학을 중심으로』, Design in architecture : 

achitecture and the human sciences (1982), 이광노 옮김, 서울 : 기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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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으로 정당화하는 변증법적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 사고 과정은 디자인철학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고 주장한다. 디자이너는 과학자처럼 합리화 과정에 의하거나 또

는 시대정신(Zeitgeist)의 작용을 통하여 최종적인 형태 창조에 도달하지 않으며 음

악가나 화가처럼 금지되지 않은 직관에 의해서 형태창조에 이르지도 않는다는 것이

다. 다른 형태보다 어느 하나의 특정 형태, 재료, 시스템이 선택되는가 하는 철학적인 

문제27)는 철학적, 합리적인 측면에서 규명할 수 있다고 그는 주장한다. 따라서 콜린

스는 철학적 이념과 관련되어 전개되어온 특정시대의 디자인사조를 낭만주의, 복고

주의, 기능주의, 합리주의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는 디자인적 사고의 특성에 따라 다

양한 건축 운동이 전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디자인사고는 현상이나 디자

인 운동보다 디자인 표현문제의 특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디자인 사고와 개념은 디자이너들로 하여금 어떤 특정의 형태표현의 성향을 

나타나게 하는 속성을 지닌다.

인간의 사고패턴과 디자인 사고의 특성을 고찰하여 사고의 다양성에 나타난 몇 

가지 사고의 영역과 디자이너의 사고틀의 범위와 유형에 대해 이해하였다. 대부분의 

디자인은 과제의 상황에 따라 순서와 비중을 달리 구사된 것들이다. 디자인 사고를 

분석하여 체계화시키고자 한 연구는 디자인적 사고를 여러 개념과 용어에 의해 기술

해 왔으며 이러한 사실에서 디자이너의 디자인적 사고에는 어떤 공통된 사고의 틀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사고의 틀은 그들이 세계를 해석하는 방식과 무관하지 

않으며 이 해석의 방식은 패러다임과 관련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은 패러다임의 개념

이 디자인 사고의 틀과 그 특성들을 이해하는데 보다 유용한 도구임을 말해준다.

로우(P. G. Rowe)와 브로드벤트(G. Broadbent), 콜린스(P. Collins)의 절차적 

방법과 내용적 방법에 따라 디자인 사고에 대한 분류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6>과 

같다.

27) 길성호, (1999)『현대 건축 사고론』 Art & technique series, 시공문화사,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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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Rowe의�Design�
Thinking

정보(information)에�의한�접근 유형(Type)에�의한�접근

정보에�의한�접근과�유형에�의한�접근�방식의�상호보완�접근

합리적�사고 유추적�사고

Naturalistic� Interpretation
사실주의적�해석

Referential� Interpretation
추론적�해석

G.� Broadbent의�
Design�방식

실용적�디자인
(Pragmatic�
Design)

규범적�디자인
(Canonic�
design)

유추적�디자인
(Analogic�
design)

도상적�디자인
(Iconic� Design)

P.Collins의�
Ideas�분류

Functionalism Rationalism
Romanticism
(Idealism)

Revivalism

·�직관과�이성적�사고에�의한�변증법적�과정
·� Idea� of�what� forms�may�most� appropriately� be� selected.

<표� 6>�디자인�사고의�분류

 

3.2. 디자인 사고체계와 요소

3.2.1. 디자인 사고체계

우리는 독립적이고 분화된 교육체계로는 디자인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디자인은 상호연결성과 네트워크가 기본 토대가 되기 때문에 디자이너의 

교육과정에서도 조형예술이라는 본질과 인접영역과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유기적인 

체계를 이루어야 한다.28) 

디자인 사고 체계에는 철학, 개념, 지식, 원리, 방법, 툴 등의 내용적 요소와 정

보수집, 분석, 통합, 영감, 아이디에이션, 실행이라는 절차적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28) 권영걸 외(공)저, (2007) 『공간디자인하기, 공간디자이너되기』, 도서출판 날마다,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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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이 내용을 선택되고, 그에 따라 하부 요소들은 

유기적으로 변동되어야 한다. 이러한 체계는 다양한 유형의 디자인의 내용과 프로세

스를 전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이너는 자신의 경향이나 위치를 파악하

거나 또는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가이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디자인을 배우는 학생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디자인의 유형에 따라 철학, 

개념, 학제적 지식, 디자인 방법과 기술 등을 선택하고, 의도에 적합한 우선순위와 

단계, 절차를 계획하는 체계적 학습을 해야 하는 시기이므로 체계의 구성과 디자인 

요소의 추출은 교육모형을 제안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전작업이라 할 수 있다.

3.2.2. 디자인 사고체계의 요소 추출

디자인 체계를 구성하는 개념들과 하부 요소의 구체적 내용을 도출하기 위해 

디자인 사례를 통한 분석 방법을 택하고, 앞서 살펴 본 문헌연구의 로우(G. Rowe

)의 Design Thinking의 구분 방식을 근거로 정보(Information)적 디자인과 유형

(Type)적 디자인의 두 가지 큰 틀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정보(Information)적 디자인은 리서치라는 객관적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으로부터 접근하는 디자인의 방식이고, 유형(Type)적 디자인은 디자이너가 예술가

적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는 방식으로 주관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디

자인의 두 가지 큰 틀의 용어를 객관적 접근과 주관적 접근으로 한다.

정보수집이라는 리서치를 통해 접근하는 디자인의 객관적 접근 방식과 디자이

너의 심상의 이미지로 접근하는 주관적 접근의 디자인 과정은 사고의 과정이 전혀 

다르고, 프로세스를 진행해 나가는 단계마다 적용되는 지식과 적용방법, 사고법, 발

상법 또한 많은 차이점을 가진다. 그러므로 디자인의 출발점이 명확하게 다른 경우 

프로세스를 파악하기 용이하고, 단계마다 적용된 지식, 방법, 원리 등과 구체적 요소 

추출에 다양성을 가질 수 있다. 

객관적 접근방식은 중심 가치에 따라 다시 목적 · 기능 중심적 가치와 사용자와 

그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분석을 디자인의 출발로 하는 시장 · 환경 중심 가치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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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의�출발유형 중심가치

객관적�접근

시장� ·� 환경�중심

목적� ·� 기능�중심

주관적�접근

디자이너의�자기표현

디자이너의�철학,� 메시지�전달

<표� 7>�디자인�접근�방향에�따른�디자인�유형

디자인�체계�요소�추출

사례

제품명

PHILOSOPHY

CONCEPT

PROCESS

1 2 3 4 5...

Knowledge ⊙ Knowledge ○ Knowledge ◎ Knowledge ○ ...

Method ⊙ Method ◎ Method ⊙ Method ◎ ...

Tool ⊙ Tool ◎ Tool ◎ Tool ⊙ ...

Principle ○ Principle ○ Principle ⊙ Principle ⊙ ...

<표� 8>�디자인요소추출을�위한�분석의�틀� � � � � � � � � � � � � � � � � �

(단계별�비중의�정도:�상�⊙� /�중�◎� /�하�○)

류할 수 있고, 주관적 접근 방식은 예술가적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는 디자이너의 

자기표현과 디자이너의 철학과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유형으로 재분류 하였다.

디자인 접근에 따른 유형과 중심가치,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7>과 같다. 

 <표 7>의 디자인 유형 표에 따라 4가지 디자인 방향을 잡고 내용과 절차를 

분석하여 디자인 요소를 추출 한다. 요소추출을 위한 분석의 틀은 <표 8>과 같다. 

 분석 틀 구성은  1, 2, 3...은 프로세스를 의미하며, 각 단계마다 적용되는 지식, 

방법, 툴, 원리 등이 다르게 적용되며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 요소를 추출 하고자 한

다. 

 



- 35 -

3.3. 디자인 체계의 요소 추출을 위한 사례 분석

3.3.1. 객관적 접근 사례

정보의 수집과 분석이라는 객관적 데이터를 디자인의 출발로 삼는 경우의 디자

인이다. 대개 합리주의적 사고방식에 기반을 두고 디자인의 필요조건을 충족시키는 

논리적 측면이 중요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디자인의 일반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 도출을 위한 과정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강하며, 사회와 대중 그리고 시장

이 요구하는 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정보의 수집과 리서치 분석을 통한 클라이

언트와의 관계형성에 익숙하다. 

시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사용자, 고객, 소비자를 위한 비즈니

스적 마인드로부터 디자인을 시작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객관적 접근의 디자인은 철저히 시장과 환경 분석에 중심 가치를 두는 

경우와  특정의 목적과 기능에 중심 가치로 두고 그에 따른 정보를 얻는 2가지의 경

우로 분류할 수 있다. 

1) 시장 · 환경 중심 디자인

  

시장상황과 환경 또는 사용자를 중심 가치에 두고 정보수집과 분석이라는 비교

적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디자인 접근 방법을 취하는 디자인 사례로 총11가지를 선정

하였다. 선정된 사례는 서비스 디자인을 포함하여 시장과 환경 분석 또는 근 미래 

예측, 사용자의 대상에 초점을 맞춘 사례들이다. 여행자, 도심의 출 · 퇴근자 등을 

비롯하여 최근 많은 인구비율로 급부상하고 있는 1~2인 가구 해당자와 특정 질병을 

가진 환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용자층을 다루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선정된 사

례는 <표 9>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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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가치 사�례 내�용

시장� ·�환경�

중심

①�Pi-Payment�개인�결제시스템 근�미래�새로운�서비스�창출과�개선

②�BBVA� Bank�ATM�기기 기존제품,�서비스의문제점,�사용자�행동패턴�파악

③� i-pole의자,�우리들�체어 학제적�측면(의학,�공학,�디자인)으로의�사용자�중심

④�Cimzia� prefilled� syringe,�
� � � OXO

특정�환자(사용자)�중심

⑤�미니드럼세탁기,�동부대우전자
1~2인가구의�니즈와�라이프스타일�정보�분석

역설적�틈새시장

⑥�mandoFootloose�자전거,�
� � �만도

인프라�구축과�자전거�인구의�성장세의�환경�분석을�반영한�

도심형�이동수단

⑦�Xplory�유모차,� Stokke 아이-부모의�유대강화를�위한�행동분석

⑧�Tassenkast�여행용�가방
사용자�라이프스타일�분석을�통한�Nomadic� Closet,�

멀티기능

⑨�개인용�공기�청정기,�

� � �웅진케어스
환경문제�건강문제에�대한�사용자의�관심�증가

⑩�Hippo�Water� Roller 사용자의�환경적�상황�분석,�적정기술

⑪�Drive� Now,

� � �카쉐어링서비스
공유가치,�환경과�사용자�라이프스타일�분석

<표� 9>�시장� ·� 환경�중심�디자인�사례�구성�표

① ‘Pi’ Payment Platform and ‘Albert’ Point-of- Sale Device(개인 결제 시스

템)은 제품디자인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 창출과 개선을 목적으로 한 서비스 개

념의 디자인이다. 뱅크 오브 오스트리아에서 개발하였고 ‘Pi’ Payment Platform에서 

개별적으로 지불 가능한 결제시스템이다. 사용자의 소비행동경험 리서치를 바탕으로 

개인의 소비생활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생산자가 가상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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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정의하고 행동패턴을 예측, 설계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그러므로 사용자의 소비

행동경험 리서치라는 객관적 정보 분석이 디자인의 출발점이다. 정보수집의 방법으

로는 실생활에서 소비자의 잠재적 욕구를 면밀히 관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자

와의 직접 인터뷰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를 얻는다.29) 

② BBVA Bank의 리디자인된 ATM기기는 점점 많은 기능을 갖추면서 복잡해

진 기기를 다시 명확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 서비스 디자인의 핵심이

다.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기존 ATM기기의 문제점과 개선점, 

장·단점 등을 파악하고, 사용자의 니즈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기기의 배치에 있어서

도 벽에 일렬로 세워져 있던 것을 90도 돌려 벽과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고, 불투명 

패널을 적용함으로써 뒤에서 다른 사람이 사용 정보를 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등 

의 사용자의 경험을 디자인에 포함시켜 해결하였다.30) 기기를 조작하는 편리함과 사

용자의 심리적 경험 등 객관적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고 접근한 디자인의 결과물이

다. 

③ i-pole7은 국내 허리디스크 환자 수 400만 명이라는 사회적 배경을 인식하

고 이러한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위해 의학적 지식, 사용자 행태 분석이라는 정보

적 접근이 디자인의 출발점이다. 척추질환 전문의의 임상경험과 예방의학적 노하우, 

사용자의 바르지 못한 자세 분석을 통해 사용자의 자세를 건강하게 유도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사람들이 의자 등받이에 기대는 시간보다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거나 구부

린 상태에서 시간을 더 많이 보낸다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등받이를 없애고 가슴 지

지대인 체스트 서포트(chest support)를 도입해 자연스럽게 앞으로 기대는 자세를 유

도한다. 사용자에게 가장 편한 척추곡선을 만들어 주고 바른 자세를 제공할 수 있도

록 한다.31) 보이지 않는 사용자의 경험을 디자인하여 새로운 스타일의 제품으로 개

발되었다.

29)  “디자인 프로세스를 읽다-디자인 전문기업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2013, 디자인전략경영보고서, 한국디자

     인 진흥원 

     (출처 : http://www.designdb.com/dtrend/trend.r.asp?menupkid=234&pkid=13962, 2014, 02)

30)  출처: http://www.ideo.com/work/redefining-self-service-banking-for-bbva, 2014.05

31)  출처: http://www.wooridulchair.co.kr,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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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심지아 주사기(Cmzia prefilled syringe)는 관절염 환자라는 특정 사용자를 

위한 제품이기 때문에 사용자에 대한 다각도의 정보 수집과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한 

디자인의 시작점이 된다. 사용 타깃층인 류머티즘 관절염 환자들을 면밀히 관찰하여 

손가락 관절의 통증과 뻣뻣함으로 움직임에 제한이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들에게 안

전하고 편안한 주사기라면 모두에게 사용성이 좋은 주사기 디자인이 될 것이라는 유

니버설 디자인의 컨셉과도 연결된다. 피스톨 끝 부분을 크게 하고 그립부에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해 한 손으로도 안정감 있게 주사기를 잡을 수 있으며, 뚜껑을 둥근 고

리로 만들어 손쉽게 열 수 있다.32) 타깃층의 니즈에서 출발하여 소규모의 반복과 실

행을 통해 개발하게 되었다.

⑤ 미니드럼세탁기는 1~2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라는 시장 환경의 객관적 지표 

분석을 통해 출시된 미니 드럼세탁기이다. 1~2인 가구 소비자의 니즈와 라이프스타

일을 반영하여 필요한 기능을 갖추고, 작은 사이즈의 콤팩트한 벽걸이 형태로 디자인 

되었다.33) 일반 가정용 드럼세탁기의 용량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철저한 시

장 분석을 통해 역설적 틈새시장을 공략한 결과이다. 

⑥ 하이브리드 전기 자전거 만도의 풋루스(Footloose)이다. 이 사례 또한 전국 

자전거도로가 확충될 예정이라는 환경상황과 자전거 보유인구의 성장세라는 객관적 

지표 분석에 따라 개발되었다. 

구체적 컨셉으로는 도심형 개인 이동수단이라는 것에 맞춰 기존 자전거의 체인

과 다이아몬드 형태의 프레임을 과감히 없애고, 구동 자체를 100% 전자식으로 제어

하도록 하였다. 디자이너는 갈매기 날개 뼈에서 영감을 받아 매끄러운 유선형 프레임

의 형태로 실루엣을 완성시켰다. 폴딩이 가능한 접이식 자전거로 몸체를 접었을 때에

도 둥근 형태를 유지해 몸에 닿아도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다. 인체공학적인 디자

인으로 남녀노소 모두 쉽게 조절 가능한 인간 친화적인 모빌리티다.34) 

⑦ 스토케(Stokke®)사는 부모와 아이가 서로 눈을 맞추는 상호 작용을 통해 교

32)  출처: http://www.cimzia.com/rheumatoidarthritis/taking-cimzia/cimzia-prefilled-syringe.aspx 

     2013.12

33)  출처: http://www.dongbudaewooelec.com/html/ 2013.12

34)  출처: http://www.mandofootloose.com/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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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는 것을 디자인 철학으로 하는 회사이다. 이 회사의 

익스플로리(Xplory®)유모차는 매일이 분주한 도시형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부모를 

주된 사용자로 하여 디자인에 착안하였다. 아이와 부모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지속적으로 연구와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각종 리서치 자료를 분석

하여 유모차 좌석을 높여 아이가 부모와 같은 높이에서 마주 볼 수 있는 것이 가능하

도록 디자인 하였다. 부모와 더 가까워진 아이는 낮은 위치에서 부모와 단절돼 있는 

아이에 비해 안정감과 편안함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다.35) 

⑧ 사용자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편리하고 기능적인 제품이다. 사용자의 필

요에 따라 이동하는 가구의 역동성에 주목하여 여행 가방이면서 동시에 선반으로 활

용할 수 있는 제품을 디자인하였다. 사람들이 호텔과 같은 비개인적인 공간에 지극히 

개인적인 물건을 들고 간다는 점에 흥미를 가지고 호텔에 들고 갈 수 있는 수트케이

스인 동시에 호텔 내에서 가구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품은 최소한의 소재

를 사용해 틀을 세우고 박음질된 천을 감아 수트케이스에 쓰이는 지퍼대신 고리를 

걸어 가구처럼 입구를 여닫을 수 있도록 하였다. 나무판으로 내부 공간을 나누어 짐

을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이자 선반이 될 수 있도록 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나무 손잡

이를 이용해 짐을 옮길 수 있으며 여기에 끈을 연결해 벽에 걸면 인테리어 오브제가 

된다. 여행이나 이동이 잦은 이용자라면 매번 짐을 정리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36) 

⑨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간의 건강과 직결되

는 실내의 공기청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구 환경적으로 미세먼지의 급증 등의 리서치 분석을 시작으로 휴대가 

가능한 개인용 공기청정기를 디자인하였다. 개인용 공기 청정기로 가정, 사무실, 차 

안 등 어디든지 들고 다닐 수 있는 휴대성이 가장 큰 특징이다. 동그란 구멍이 있어 

쉽게 들고 이동할 수 있으며 고리에 걸어둘 수도 있다. 또한 구멍 부분에 있는 조명

은 제품의 전원 상태를 알려준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작동하도록 디자인해 편의성을 

더욱 높였다.37)

35)  출처: http://www.stokke.com/ko_KR/home 2014, 02

36)  출처: http://www.dezeen.com/2009/11/12/tassenkast-by-lotty-lindeman/ 2014, 02

37)  출처: http://newcoway.com/ab-746331338290516 2014,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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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히포 워터 롤러(Hippo Water Roller)는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 AT)38) 디자인21은 유네스코와 협력하고 있는 Social Design Network 

Group으로 다양한 국적의 디자이너들이 모여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환경, 평화, 

교육, 빈곤, 공동체 등에 관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디자인

의 일환으로 진행된 힘들이지 않고 안전하고 쉽게 물을 길어오는 방법에 대해 연구

하기 시작하였다. 아프리카의 마을에서 식수를 옮겨 오는 일은 하루의 대부분이 걸릴 

수 있고 이 일은 보통 여자들이나 아이들의 몫이다. 히포 롤러는 멀리 떨어진 식수원

부터 집까지 물을 운반하는 간단한 도구이며 이는 이전에 머리에 얹고 나르는 물통

의 대안이다. 이 제품은 물통과 비슷하며 롤러같이 앞에서 미는 핸들이 달려있다. 히

포 롤러는 90리터의 물을 운반할 수 있는데 이는 생산성면에서 거의 5배 증가한 것

이다. 지난 15년 동안 히포 롤러 워터 프로젝트는 30,000개 이상의 롤러를 보급 했으

며 20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직접 혜택을 얻었다. 이 드럼통은 폴리에틸렌소재 

UV차단기능을 가져 땡볕아래서도 물의 제 온도를 비교적 유지할 수 있고 입구는 튼

튼한 매개와 안전핀으로 고정되어 있다.39)

⑪ 드라이브 나우(Drive Now)는 카 쉐어링 서비스디자인이다. 뮌헨에 베이스

를 두고 있는 BMW 와 Mini, 렌트카 업체인 Sixt가 협업에 참여하였다. 스마트폰 

앱, 혹은 온라인으로 사용자와 가장 가까운 거리의 자동차 (Mini cooper 시리즈 혹

은 BMW i 시리즈)를 검색한다. 그렇게 검색된 자동차를 타고 원하는 곳으로 운전한

다. 분단위로 요금이 부과되고, 따로 기름을 충전할 필요는 없다. 원하는 곳까지 운전

한 후에는 도착한 곳에 주차하면 된다. 그러면 이 차는 또 다른 운전자의 발이 되어

줄 것이다. 도시의 컨디션에 따라 실효성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미 다양한 도시들로 

38) 한 공동체의 문화적인, 정치적인, 환경적인 면들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기술을 말한다. 적정 기술을 지지하

는 사람들은 적정 기술이 대세를 이루는 기술보다 더 적은 자원을 사용하며, 유지하기 더 쉽고, 환경에 더 

적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적정 기술이라는 단어는 개발도상국들, 아니면 이미 산업화된 국가들의 

소외된 교외 지역들에 알맞은 단순한 기술을 의미하는데, 보통 이 단어가 이용되는 기술들은 자본집약적 

기술이라기보다는 대부분 노동집약적 기술이다. 실제로, 적정 기술은 특정한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가장 단순한 수준의 기술을 말한다. 

   출처 : 정경원 , 2013,『욕망을 디자인 하라 = Designing the desire : 디자인은 어떻게 혁신을 창조하는

           가』, 서울 : 청림출판

39) 출처: http://www.hipporoller.org, 2014,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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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요소�추출

[그림�9]� ‘Pi’� Payment� (개인�결제�시스템),� IDEO.

출처:� http://www.ideo.com/work/pi-payment-platform-and-albert-point-of-sale-device

ⓟⓗ�사용자�행태파악과�정보�분석을�통한�디자인�접근

Ⓒ� �새로운�서비스�제공을�위한�소비자�행태조사

사용자�조사,�환경�분석
정보의�조직화

가설설정
아이디에이션,�스케치�

프로토타입

시험사용,�테스트

Ⓣ�인터뷰,�동행관찰

� � �에스노그라피

Ⓜ�새로운�서비스�창출
Ⓣ�스토리보드,페르소나,� �

� � �스토리텔링,�시나리오

Ⓞ&Ⓟ�서비스�컨텐츠
Ⓞ&Ⓟ�사용성,�실용성

� � � � � �독자성,�정체성
Ⓞ&Ⓟ�사용성,�실용성

Ⓚ�커스터마이징

� � �마케팅,�비즈니스
Ⓚ�U.I� /� U.X Ⓚ�U.I� /� U.X

Ⓟ�형,�형태,�구성,�

[그림�10]� BBVA�은행�ATM�기기,� IDEO

출처:� http://www.ideo.com/work/redefining-self-service-banking-for-bbva

ⓟⓗ�사용자�행태파악과�정보�분석을�통한�디자인�접근

Ⓒ� �기존�서비스�개선을�위한�사용자�리서치

사용자�조사,�시장상황�

사용자경험,�니즈�파악� �

정보의�조직화

가능성,�

가설설정

아이디에이션,�스케치� �
프로토타입

시험사용,�테스트

서비스망을 넓혀 새로운 서비스의 개념을 제공하기에 충분하다.40)

시장 · 환경 중심 디자인 사례들의 디자인 출발점인 정보의 수집, 시장 환경, 

소비자 니즈 등의 리서치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디자인의 프로세스를 

와 단계에 따라 추출할 수 있는 디자인 요소를 파악하고자 한다. 

<표 10>의  Ⓚ는 Knowledge의 지식 , Ⓜ은 Methods 디자인 방법, Ⓞ&Ⓟ은 

Object & Purpose디자인의 목적과 대상, Ⓣ은 Tool 적용 툴, Ⓟ는 Principle 원리,ⓟ

ⓗ는 Philosophy 디자인 철학, Ⓒ는 Concept 디자인 컨셉을 지칭한다.

Ⓚ�Knowledge지식,�
Ⓜ�Method�디자인�방법,�
Ⓞ&Ⓟ�Object� &� Purpose�
� � � � � �디자인�목적과�대상,�

Ⓣ� Tool�적용�툴,�
Ⓟ� Principle�원리,�
ⓟⓗ�Philosophy�디자인�철학,�
Ⓒ� Concept

40)  출처: https://www.drive-now.com, 201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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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ALoU기법,

� �관찰법,�에스노그라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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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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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텔링,�시나리오

Ⓜ�사용성�테스트,�개선

Ⓞ&Ⓟ�서비스

� � � �

Ⓞ&Ⓟ�사용성,�실용성,�

안전성

Ⓞ&Ⓟ�사용성,�실용성

안전성� � � � �

Ⓚ�지각과�인지,�심리학, Ⓚ�인지심리,�

� � � U.X� /� U.I
Ⓚ� � U.X� /� U.I

Ⓟ�형,�형태,�구성,�구조

�공간구조와�배치

[그림�11]� I-Pole7,�우리들�체어

출처:� http://kr.aving.net/news/view.php?articleId=163964

Ⓒ� �의학,�공학의�학제적�측면에서�객관적�사용자�행태�파악,�분석�후�새로운�제품�컨셉�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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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성,�독자성,�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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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형태,�구성,�구조,�

비례

[그림�12]� Cimzia�주사기,�OXO+USB

출처:� http://smartdesignworldwide.com/work/cimzia-pre-filled-syri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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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성�테스트

-�속성변형

Ⓞ&Ⓟ�환자용�주사기
Ⓞ&Ⓟ�사용성,�안전성,�

어포던스

Ⓞ&Ⓟ�사용성,�안전성,�

어포던스
�Ⓞ&Ⓟ�사용성,안전성,�

Ⓚ�커스터마이징,�공공성

지각&인지,�인지심리학
Ⓚ�유니버셜�디자인

Ⓚ�인체공학,�에르고노믹스,�

지각�&�인지,�사용자�경험

Ⓟ�소재의�물성,�표면,�표피

Ⓟ�형,�형태,�구성,�구조

� �균형,�비례

� �소재의�물성,�표면,�표피

Ⓟ�형태,�구성,�구조

�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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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3]�미니드럼세탁기,�동부�대우전자

출처:� http://www.dongbudaewooelec.com/html/product_view.asp?idx=43

Ⓒ� � 1~2인가구의�니즈와�라이프스타일�정보�분석,�역설적�틈새시장�

시장의�객관적�지표�분석,�

소비자�니즈,�

라이프스타일�파악�

정보의�조직화

가능성�조직화

아이디에이션�

스케치

모델링,

프로토타입

Ⓜ�새로운�제품�컨셉�탐색 �

Ⓣ�시나리오 �Ⓣ�모델링,�프로토타입

Ⓞ&Ⓟ�제품(세탁기)
Ⓞ&Ⓟ�사용성,�실용성

� � � � � �기능성

Ⓞ&Ⓟ�사용성,�실용성,�

효율성
Ⓞ&Ⓟ�사용성,실용성,

Ⓚ�커스터마이징,�마케팅,� �

� � �틈새시장
Ⓚ�이센셜리즘,�사용자�경험

Ⓟ�형,�형태,�

� �질서,�균형,�비례

Ⓟ�형,�형태,�

� �질서,�균형,�비례

[그림�14]�만도풋루즈(mandoFootloose),�Mark� Sanders

출처:� http://www.mandofootloose.com/

Ⓒ�인프라�구축과�자전거인구의�성장세를�반영한�도심형�이동수단.�사용자�행동�조사,�분석

시장의�객관적�지표�분석,�

소비자�니즈,�

라이프스타일�파악�

정보의�조직화

가능성�조직화

Inspiration

아이디에이션,�스케치

조형과정,�

프로토타입,시험사용,테스트

Ⓜ�새로운�컨셉�창출
�

Ⓣ�시나리오,

� � �에스노그라피

Ⓞ&Ⓟ�하이브리드

� � � � � �전기자전거

Ⓞ&Ⓟ�사용성,�이동성,�

실용성,�독자성

Ⓞ&Ⓟ�사용성,�이동성,�

조작성,�실용성,�심미성

Ⓞ&Ⓟ�사용성,�이동성,�

조작성,�실용성,�심미성

Ⓚ�하이브리드,� �

� � �커스터마이징,�마케팅,�

� � �판매,�유통,�

� � �틈새시장

Ⓚ�유기주의,인체공학, Ⓚ�하이브리드

Ⓟ�소재,�표면,�가공,�성형
Ⓟ�형,�형태,�

� �질서,�균형,�비례

Ⓟ�형,�형태,�

� �질서,�균형,�비례

[그림�15]�익스플로리� (Xplory)�유모차,� Stokke�

출처:� http://www.stokke.com/ko_KR/home

ⓟⓗ�아이를�최우선으로�하고�아이와�부모의�더�나은�삶을�지향하는�디자인

Ⓒ� �아이-부모의�교감,�유대강화를�위한�눈높이�조절의�면대면�유모차

시장�환경의�객관적�지표�

분석,�소비자�라이프스타일,�

정보의�조직화

가능성�조직화

아이디에이션

스케치

조형과정,�프로토타입,

시험사용,�테스트

Ⓣ�설문조사,�인터뷰

에쓰노그라피

Ⓜ�새로운�제품�컨셉�창출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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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
Ⓞ&Ⓟ�사용성,�이동성,�

안정성,�실용성,�독창성�

Ⓞ&Ⓟ�사용성,�이동성,�

안전성,�조작성,�실용성,�

독창성,�내구성,�심미성

Ⓞ&Ⓟ�사용성,�이동성,�

안전성,�조작성,�실용성,�

독창성,�내구성,�심미성

Ⓚ�인체공학,�마케팅,�

안전기준,�디자인�법률
Ⓚ�인체공학,�구조공학 Ⓚ�인체공학,�구조공학

Ⓟ�형,�형태,�구조

� �균형,�비례

� �재료,�소재,�공정

[그림�16]�타선카스트(Tassenkast),� Lotty� Lindeman

출처:� http://www.dezeen.com/2009/11/12/tassenkast-by-lotty-lindeman/

Ⓒ�사용자�라이프스타일�분석을�통한�Nomadic� Closet,� �멀티기능.

시장�환경,�

소비자�라이프스타일�

소비자�니즈�파악

정보의�조직화

가능성�조직화
아이디에이션,�스케치

조형과정,�프로토타입,

시험사용,�테스트

Ⓣ�설문조사,�인터뷰

� � �에쓰노그라피

Ⓜ�새로운�제품�컨셉�창출 Ⓜ�패션-인테리어-제품의

� � �콜라보레이션

� � �제품-가구

Ⓞ&Ⓟ�Nomadic� Closet,�

여행용�가방

Ⓞ&Ⓟ�이동성,�사용성,� �

독창성

Ⓞ&Ⓟ�이동성,�가변성,�

사용성,�조작성,�독창성,�

다기능성,�심미성

Ⓚ�하이브리드,�커스터마이징 Ⓚ�구조공학 Ⓚ�인체공학,�구조공학

Ⓟ�CMF
Ⓟ�형,�형태,�구조

� �균형,�비례,�재료,�표면

[그림�17]�개인용�공기청정기�AP-0111LI,�웅진케어스

출처:� http://newcoway.com/ab-746331338290516

Ⓒ�환경문제�건강문제에�대한�사용자의�관심�증가로�휴대용�개인용�공기청정기

환경�분석,�

소비자라이프스타일,

소비자�니즈파악

정보의�조직화

가능성�조직화

아이디에이션

스케치

형태�조형과정,�프로토타입,�

모델링

Ⓣ�설문조사,�인터뷰

� � �에쓰노그라피

Ⓜ�새로운�제품�컨셉�창출

Ⓞ&Ⓟ�공기청정기
Ⓞ&Ⓟ�이동성,�사용성,� � �

� � � � � �독창성,�개인화

Ⓞ&Ⓟ�이동성,�휴대성,� � �

� � � �사용성,�독창성,�심미성

Ⓚ�지각&인지
Ⓚ�지각&인지,�

� � �공학,�기술,�이센셜리즘

Ⓟ�형,�형태,�균형,�비례

� � �재료,�표면

Ⓟ�형,�형태,�균형,�비례

� �재료,�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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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8]� Hippo�water� roller,� Petti� Petzer,� Johan� Jonker

출처:� http://www.hipporoller.org/

Ⓒ�기존�도구�개선을�위한�사용자�리서치,�사용자의�환경적�상황�분석,�적정기술

사용자의�환경적�상황,�

소비자�니즈파악

정보의�조직화

가능성�조직화

아이디에이션

스케치

영감

조형과정,프로토타입,

시험사용,�테스트

Ⓣ�설문조사,�인터뷰

에쓰노그라피

Ⓜ�기존�제품�개선 Ⓜ�롤링방법�

Ⓣ�소재,�표면� Ⓣ�소재,�표면

� � �성형,�조인

Ⓞ&Ⓟ�물�운반도구
Ⓞ&Ⓟ�이동성,�안전성,�

효율성,�지역성,�사용성

Ⓞ&Ⓟ�이동성,�안전성,�

효율성,�지역성,�사용성

Ⓚ�공공성,�공유가치,�

적정기술�

Ⓚ�공공디자인,� � �

� � �소셜디자인

Ⓟ�소재,�표면,�성형 Ⓟ�형,�형태,�균형,�비례 Ⓟ�형,�형태,�균형,�비례

[그림�19]�드라이브�나우(Drive� Now),�카�쉐어링�시스템

출처:� http://www.designdb.com/dreport/dblogView.asp?gubun=1&bbsPKID=20532

Ⓒ�새로운�서비스�창출을�위한�사용자�라이프�스타일�리서치,�공유가치

환경�분석,�

소비자라이프스타일,

니즈파악

정보의�조직화

가능성�조직화

아이디에이션

스케치

서비스�시뮬레이션

시험사용,�테스트

Ⓣ�인터뷰,�ALoU기법,

� �관찰법,�에스노그라피

Ⓜ�새로운�서비스�창출.�

Ⓣ�스토리보드 Ⓣ�시나리오,스토리텔링

Ⓞ&Ⓟ�서비스�컨텐츠 Ⓞ&Ⓟ�사용성,�실용성 Ⓞ&Ⓟ�사용성,�실용성

Ⓚ�공유가치,�마케팅
Ⓚ�공유가치,�커스터마이징,�

사용자�경험
Ⓚ�U.I� /� U.X

<표� 10>�시장� ·� 환경�중심�디자인�사례의�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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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가치 � � � � � � � � � � �사�례 내�용

목적� ·�기능�

중심�디자인

①� Flyknit� Racer,� NIKE 생산성,�재료의�효율,�경량의�기능성

②�Sayl의자,�Herman�miller 경제성,�어포던스

③�Cosmolite,� Samsonite CMF분석� -�내구성소재

④�Carbon� Chair,�moooi 경량성,�기능성

⑤�One� Shot� Stool,�MGX,�
� � � Patrick� Jouin

부피의�최소화,�보관효율,�기능성

⑥�Brackets,� Kokuyo,� Nendo 가변성,�기능적�모듈,�커스터마이징,�실용성

⑦�Muji� CD� Player,� Naoto 어포던스(행동유도),�직관

⑧�Clever� Little� bag,� PUMA,�
� � � Yves� Behar

다용도,�실용성,�지속가능

⑨�Boomerang� Sofa,�Gwenael� Nicolas 이센셜리즘,�본래의�형태로�돌아가려는�시도

⑩�Story� Vase,� Siyazama� Project,�
� � � Front� Design

지역성,�스토리

⑪�Uruku� Lip� Pigment� System,� Aveda 자연주의�브랜딩�강화

⑫�Piano� Stair,� volkswagen FUN,�즐거움,�공공성의�소셜�미디어�마케팅�

<표� 11>�목적� ·� 기능�중심�디자인�사례�구성�표

2) 목적 · 기능 중심 디자인

앞서 분석한 디자인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보수집과 분석이라는 합리적이고 논

리적인 디자인 접근 방법이다. 다만, 사용자 중심 디자인과의 차이점은 특정 목적이 

디자인의 출발점인 사례들이다.  

선정된 사례는 기능성, 경제성, 생산성, 경량성, 안전성, 고유성, 지역성, 지속가

능성, 브랜딩, 마케팅 등과 같은 1차적 목적을 디자인의 우선적 목표인 것들로 총 12

개의 아이템을 선정하였다. 구체적 선정된 사례는 <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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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나이키(NIKE)의 플라이 니트 레이서(Flyknit Racer)는 양말을 신은 것 같은 

운동화의 편안함과 가벼움이라는 1차적 기능성을 목표로 디자인에 접근하였다. 기존

의 천을 조합하는 제작 방식 대신 니트와 특수원사를 배합하여 뜨개원리인 직조방식

을 도입함으로써 기능성과 더불어 생산성과 제조과정의 효율성, 지속가능성의 측면

까지 혁신을 가져왔다.41) 직조라는 제작방식은 필요한 만큼의 실만을 사용하기 때문

에 원재료의 폐기물이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또한 직조의 특성상 신발의 각 부분을 

조이거나 늘어나게 해 내구성에도 도움이 되고, 패턴을 다양하게 할 수 있어 고객의 

개성에도 맞춤형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② 경제성에 입각한 낮은 가격, 혁신적인 인체공학적 솔루션, 사용자의 편안함

을 고려하여 의자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제1의 목표로 삼고 친환경성 , 구조적 

심미성 등을 서브 목적으로 하여 디자인 하였다. 아이디어의 발상은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Golden Gate Bridge)의 구조에서 영감을 얻었으며, 물위에 다리를 매달아 두

는 데에 쓰이는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였다. ‘3D 인텔리전스’ 라 불리는 서스펜션 등

받이 구조가 현수교의 케이블에서 착안한 것이다. 사출성형으로 제작된 등받이는 프

레임 없이도 확실한 지지력을 보여준다. 흉부에서 척추까지 부드럽게 휘어지는 등받

이의 이행 지점들 마다 요구되는 장력도가 반영되어 있다. 

실제개발은 우레탄 소재를 사용하였으며, 환경규제와 지속가능한 공정을 유지

하기 위해 등받이 부분의 93%가 다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 되었다. 그물구조의 

프레임이 없는 일체형으로 부품, 재료, 무게, 공정, 가격을 획기적으로 줄인 점을 특

징으로 들 수 있다.42)

디자이너는 디자인과 기술을 흥미로운 소비자 브랜드에 적용시켜 보았으며, 소

비자와 기술의 감성을 연결하는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해  현재 시장의 니즈와 트렌

드를 탐색하고 미래의 기술적, 사회적인 니즈와 트렌드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냈다. 

③ 고강도 초경량, 강한 내구성의 신개념 여행용 가방디자인을 목적으로 하였

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소재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여 신소재 개발로 

41)  출처: http://counterkicks.com/2012/02/nike-introduces-the-all-new-flyknit-racer 2014.03

42)  출처: http://www.hermanmiller.com/products/seating/performance-work-chairs/sayl-chairs.html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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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능을 만족시켰다. 초경량 신소재 CURV®는 폴리프로필렌으로 된 얇은 섬유

를 여러 겹으로 직조하여  만든 것으로 고온과 영하의 기온에서도 충격흡수력이 강

하고 마모에 대한 저항력이 우수하며 가볍다. 조가비 모양의 능곡 형태 외관으로 표

면과의 접촉을 최소화했고 스크래치에 덜 노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초경량 신소재의 

사용으로 무게 2.2kg에 불과하다.43)

④ 단단하지만 충격에 약한 탄소물질과 에폭시 레진을 혼합하여 충격에 강하고 

가벼운 소재인 카본파이버 소재를 만들었다. 새롭게 개발된 이 신소재를 디자인 발상

의 시작점으로 하여 프로세스를 진행함으로써 시각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매우 가볍지

만 실제 내구성은 뛰어난 튼튼한 의자가 만들어 질 수 있었다. 

의자의 프레임을 구성하고 있는 카본 파이버의 선들은 새끼줄처럼 꼬여 있는데 

이 구조가 시각적인 아름다움과 구조적인 견고함을 동시에 달성 할 수 있게 해준다. 

지속적인 프로토타입의 실험적 제작하는 과정을 거쳐 디자인으로 완성하였고, 장인

들에게 헌정하는 의미로 하이테크 소재인 카본을 사람의 손으로 꼬아서 수공예방식

으로 제작하였다. 얇은 털실처럼 꼬이고 얽힌 카본 선들이 정교하면서도 우아하다. 

하이테크의 재료와 장인정신의 결합을 통해 최고의 제품을 제작하고자 하였다. 전체

적인 외형은 찰스 임즈에 대한 오마주로 그의 작품인 에펠 체어(Eiffel Chair)라 불리

는  DSR사이드 체어의 형태를 따르고 있다.44) 

⑤ One-Shot Stool은 접이식 스툴로 탁월한 구조적 형태에 재료와 3D프린팅

이라는 기술적 내용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작품이다. 3D프린팅 방식은 기존의 통용

되던 제작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으로 아무리 복잡하고 유기적인 형상이라도 

이음매 없이 만드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스툴 역시 구조적 형태가 그 자체로 한 피

스로 제작되어 별도의 조립과정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 의자의 윗면 가운데를 손가락

으로 잡고 올리면 부드럽게 접히면서 부피가 최소화된다. 제품의 이음매를 모두 관절

처럼 연결해 자유롭게 접거나 펼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피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폴

딩의 방법을 간단한 트위스트의 구조적 원리를 이용하였다.45) 

43)  출처: http://www.samsonite.com, 2014, 05

44)  Fairs, Marcus, Wanders, Marcel (FRW), 2011, 21st century design:New Design Icons from Mass 

    Market to Avant-garde, Carlton Books , pp. 15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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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오피스 가구 브라켓츠는 유저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배치와 조합이 가능한 

시스템 가구이다.  노마드, 소규모 오피스 등 업무 스타일의 변화와 함께 업무공간의 

모습도 다양해지고 있는 현재의 시장상황에 적합한 유동적인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

다. 

소파와 테이블은 때와 장소, 혹은 취향에 맞추어 조립이 가능하며 개인적인 공

간 혹은 오픈된 구조를 선택할 수 있다. 다양한 소파의 조합에 따라 개방성과 폐쇄성

을 동시에 가지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제작회사인 코쿠요 기업은 오피스 

환경조사를 실시한 결과 집중이 필요한 업무를 위해 주위의 시선과 주변의 소리가 

신경 쓰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더욱이 미팅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는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회의 내용이 차단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80%를 차지했

다고 한다. 이러한 사용자들 필요성에  따라 같은 오피스에서 일하는 동료와의 열린 

교류와 동시에 밀접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방음효과

가 있는 우레탄 소재를 사용한 높이의 등받이가 특징인 소파를 중심으로 테이블 등

의 부속 아이템들을 자유롭게 배치해가며 상황에 따라 적합한 미팅 스페이스를 완성

할 수 있다. 14가지 타입의 다양한 베리에이션과 5가지의 색상 및 패턴이 개발되었

다. 탈부착, 간단한 절개, 지퍼를 이용하여 변형의 방식을 구체화 시켰고, 간단하게 

접혀져 이동성과 휴대가 가능한 편의를 제공한다.46)

⑦ 디자이너는 새로운 개념의 CD플레이어를 디자인하기 위해 사람들을 관찰

하고, 행동특성을 파악한 후 이를 토대로 디자인의 방향을 잡았다. 어떤 제품을 작동

시키기 위해 제품에 매달려 있는 끈을 잡아당기는 것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매우 직관적인 행동이라는 것에서 착안한 것이다. 디자이너는 ‘without Thought’이

라는 주제의 워크샵을 통해 아이디어를 얻었으며 기존의 환기팬을 닮은 디자인에서 

바람이 아니라 음악이 흘러나온다는 은유적 표현과 간결하고 직관적인 작동방법이 

더하여 디자인으로 완성하였다.47) 원재료의 색과 질감을 그대로 살리고 패턴도 없는 

상품이 주는 간결한 느낌은 단순히 조형적 미니멀리즘을 넘어서고 있으며, 여기에 

45)  출처: http://patrickjouin.com, 2014.05

46)  출처: http://www.dezeen.com/2013/02/25/brackets-by-nendo-for-kokuyo/ 2014.05

47)  출처: http://www.ideo.com/work/cd-player-for-muji/ 2014.05



- 50 -

어포던스의 개념이 더해지면서 무인양품이라는 회사의 브랜드 아이덴티티와도 자연

스럽게 연결되도록 하였다.

⑧ Clever Little Bag 패키지에 관한 최종 소비자의 불편함 해소와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중점사항에 두고 디자인을 시작하였다. 푸마는 신발의 포장방식에 대한 소

비자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원의 투입과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새로운 방식의 포장

을 시도하였다. 판지와 천 소재 가방의 조합으로 제작하고 자원낭비를 줄이기 위해 

상자의 크기를 최소화하고 뚜껑을 없앴다. 천 가방은 100% PP:polypropylene 소재

의 부직포와 100% 재활용소재인 마분지 박스를 사용하였다.48) 

지속가능 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기존 디자인 방식으로는 만들어내기 어려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었다. 획일화된 디자인에서 벗어나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소재를 찾아내고 그 장점을 살려 독특한 제품, 서비스를 만들어내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⑨ 부메랑 소파(Boomerang Sofa)는 젊은 층을 타깃층으로 하여 합리적인 가격

대의 소파를 만들겠다는 것이 1차적 목적이었다. 여기에 일시적이고 일회적인 것을 

추구하는 경향에 반기를 들고 근본적인 디자인의 본질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디자인

에 무엇인가를 첨가하고 싶지 않다는 디자이너는 본질주의(Essentialism)디자인의 기

본 틀을 고수하였다. 형태적으로 미니멀리즘적 조형을 추구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가격대를 낮춰 디자인의 현실적인 목적을 달성하였고, 소파의 내구성을 위해 

혼다의 하이브리드 차에 사용하는 소재를 이용하였다.

⑩ 시야자마 프로젝트(Siyazama Projec)t로 제작된 Story Vase는 디자인과 교

육을 합한 프로젝트며 그 중 스토리베이스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다섯 여성의 삶과 

그들의 이야기에 영감을 얻은 작품이다. 

남아프리카 사람들의 생활과 인식 개선을 위하여 시작 되었으며 비즈공예가 디

자인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컨셉으로 제시되었다. 전통 비즈 공예가 여성들

은 디자이너들과 함께 그녀들의 알려지지 않은 혹은 말하고 싶지 않은 인생과 가족, 

죽음, 에이즈, 실업, 빈곤,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남아프리카 지역의 전통 비

48)  출처: http://brand.puma.com/cleverworld/cleverlittlepackaging,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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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를 와이어 프레임에 엮어 기본 형태를 잡은 후 유리베이스를 불어 넣어 화병의 역

할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비즈공예는 그들에게 미적 표현의 의미뿐 아니라 소

통의 문화이며 다양한 감정과 생각을 상징화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49) 

⑪ Uruku Lip Pigment System을 선보인 아베다(Aveda)사는 자연주의를 살린 

고품질의 제품에 맞는 기업이념에 따라 독특하고 친환경적인 친환경 패키지를 디자

인하였다. Uruku Lip Pigment System은 소비자가 립스틱을 리필할 수 있도록 립스

틱의 용기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패키지디자인이다. 알루미늄을 비롯한 모든 

패키지의 재질 역시 재활용된 소재인 PCR(Post-Consumer Recycled)원료를 사용하

였다. 아베다의 패키지는 시각적인 화려함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재질, 재활용 여부, 

무게나 크기에 중심 사고를 둔다. 그러므로 자연주의를 상징하는 비주얼 이미지들을 

지양하고 깊이 있는 시스템적 자연 친화적 분위기를 추구하였다. 이러한 점은 단순히 

시각적 이미지들을 통화여 제품의 컨셉과 기업 이미지를 전달하려는 것만이 아닌, 

패키지 디자인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근본부터 기존의 회사들과는 차별화된 전략이라 

할 수 있다.50)

⑫ Piano Stairs 폭스바겐의 소셜 미디어 마케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다. The 

Fun Theory 친환경 엔진인 블루모션을 홍보하기 위하여 재미 이론(The fun theory)

을 이용한 캠페인이다. 계단에 피아노 건반을 설치하여 에스컬레이터대신 계단으로 

자발적으로 이용하도록 하였다. 피아노 건반에 호기심을 느끼는 사람들이 자연스럽

게 계단을 이용하고 호흡을 맞추어 연주하는 새로운 경험을 하기 시작하였다. 에너지 

절약과 동시에 운동이 부족한 현대인들을 계단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효과를 가

져왔다.51) 

이와 같이 목적 · 기능 중심 디자인 사례들은 사용성이나 효율성과 같은 제품자

체의 기능성 측면을 고려한 경우이거나 또는 판매 전략을 위한 마케팅, 브랜딩과 같

은 목적을 디자인의 출발점으로 삼는 경우들이며 이러한 사례들의 구체적 목적은 사

49)  출처: http://www.designfront.org/news-single.php?id=110&product=217, 2014.03

50)  김선아, 김영규, 사공린 (공)저, 2010, 『색, 소재 그리고 마감, Color, material and finishing,』 서울 : 

     비쥬얼스토리공장

51)  출처: http://www.thefuntheory.com/piano-staircase,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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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rowlanddesign.com/just-do-kni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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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지속가능성,�심미성

Ⓞ&Ⓟ�경량성,�내구성

Ⓚ� � �마케팅,�브랜딩 Ⓚ� �마케팅,�브랜딩

Ⓜ�제작공정,�제작기법

Ⓜ�디자이너_엔지니어_러너�

� � �의�팀구성�

Ⓣ�컴퓨터�컨트롤드�위빙�

� � �테크놀로지

Ⓜ�아이디어스케치

Ⓣ�디지털�수공예
Ⓜ�사용성�테스트�

Ⓟ신소재,�하이테크, Ⓟ�신기술(제작),�신소재,�

�Ⓟ�형,�형태,�표피,�

� � � �패턴_직조방식에�따른�

� � � � � � � � �퍼스널라이즈드

Ⓟ�제작기술,�제작공정

[그림�21]� Sayl� Chair,� Herman�miller

출처:� http://www.hermanmiller.com/products/

ⓟⓗ�가구뿐�만�아니라�공간개념도�디자인�한다.

Ⓒ� �경제성,�혁신성,�어포던스,�심미성

환경�분석,�제품�분석

신기술�트랜드

정보의�조직화

가능성,�

가설설정

영감,�아이디에이션
프로토타입

�시험사용,�테스트

Ⓞ&Ⓟ�경제성,�혁신성,�

� � � � � �어포던스,�
Ⓞ&Ⓟ�경제성,�혁신성,�

Ⓞ&Ⓟ�경제성,�기능성,�혁신성,�

� � � � � �어포던스,�심미성

Ⓚ� �인체공학,�구조공학

� � � �신소재,�기술트랜드

� � � �브랜드

Ⓚ�구조공학,�하이테크

� � �감성공학�

Ⓜ�시장�환경�분석,�

� � �제품�트렌드�분석
Ⓜ�새로운�제품�컨셉�탐색

Ⓜ�아이디어스케치

� � �영감_다리의�구조

Ⓜ�형태�조형과정,�모델링,�

� � �모형제작

용성을 비롯하여 경제성, 생산성, 가변성, 고유성, 정체성, 지속가능성, 마케팅, 브랜

딩 등이 있다. 

<표 12>의 해당 사례들은 목적과 기능을 디자인의 출발점으로 하여 프로세스

를 파악하고 단계마다 디자인 요소를 추출하고자 한다. 

Ⓚ�Knowledge�지식�
Ⓜ�Method�디자인�방법�
Ⓞ&Ⓟ�Object� &� Purpose�
� � � � � �디자인�목적과�대상�

Ⓣ� Tool�적용�툴�
Ⓟ� Principle�원리�
ⓟⓗ�Philosophy�디자인�철학
Ⓒ� Concept�컨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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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표면
Ⓟ�형,�형태,�표피,�

�재료,�표면

[그림�22]� Cosmolite,� Samsonite

출처:� http://www.samsonite.com

Ⓒ�CMF분석,� �내구성소재를�통한�혁신�창출

신기술�트렌드,

제품�분석
정보의�조직화

영감,�아이디에이션

스케치

CMF�Direction

프로토타입

Ⓞ&Ⓟ�초경량,�내구성 Ⓞ&Ⓟ�초경량,�내구성 Ⓞ&Ⓟ�초경량,�내구성,�심미성 Ⓜ�프로토타입,�시험사용

Ⓚ� �신소재,�기술�트랜드

� � � _직조�PP� Sheet,� � � �

� � � � � (CURV®�Material)

Ⓚ�형태적�표면

� � � _�바이오미미크리

Ⓜ�새로운�컨셉�탐색,
Ⓜ�CMF�Direction

� � �자연의�형태로부터�영감

Ⓜ�형태�조형과정,�모델링,�

모형제작

Ⓟ�신소재,�표면
Ⓟ�형,�형태,�구조

� � �색,�표면
Ⓟ�제작기술,�제작공정

[그림�23]� Carbon� Chair,�moooi

출처:� http://www.moooi.com/products/carbon-chair

Ⓒ�CMF분석과�내구성�소재를�통한�혁신�창출

� � �하이테크와�수공예적�결합

신기술�트렌드,

제품�분석
가능성�조직화

아이디에이션,

영감,�스케치

CMF�Direction

프로토타입

테스트

Ⓞ&Ⓟ�초경량,�내구성
Ⓞ&Ⓟ�초경량,�내구성,� � �

� � � � � �심미성
Ⓜ�조형과정,�시험제작

Ⓚ�신소재

� � � _탄소�+�에폭시�레진

� � �신기술,�하이테크

Ⓜ�새로운�컨셉�제품�탐색,
Ⓜ�역사적�선례,�오마주�

� � _임즈�에펠�체어
Ⓜ�제작기술,�제작공정

Ⓟ�신소재,�표면,�텍스추어
Ⓟ�형,�형태,�구조,�비례,� � � �

� � �텍스추어

Ⓣ�수공예적�표현기법

� � �전통기법

[그림�24]�One� shot�MGX� Stool,� Patrick� Jouin

출처:� http://patrickjouin.com

Ⓒ�3D�제작기법에�맞춘�새로운�컨셉의�제품�창출,�트위스트의�구조적�원리를�이용하여�부피의�

최소화,�보관효율,�기능성�충족.

새로운�기술,�제작기법 가능성�조직화
아이디에이션,

영감,�스케치

프로토타입

시험사용

테스트

Ⓞ&Ⓟ�부피의�최소화,�

� � � � � �보관효율,�사용성
Ⓞ&Ⓟ�생산성,부피의�최소화,� Ⓞ&Ⓟ�조작성,�심미성



- 54 -

Ⓚ�신소재,�신기술

Ⓜ�새로운�제작기법�

Ⓣ�3D�프린팅

Ⓜ�새로운�컨셉의�제품�탐색,

Ⓣ�3D�프린팅-� RP(Rapid� �

� � � prototyping� technology)

Ⓜ�Computer를�통한�

� � �형태�생성�제작

� � � CMF�Direction

Ⓣ� 3D�프린팅

Ⓜ�조형과정

� � �제작기술,�제작공정

� � � _� non-assembled� unit

Ⓣ� 3D�프린팅

Ⓟ�형,�형태,�구조

� � �대칭,�리듬,�질서

[그림�25]� Brackets,� Kokuyo,� Nendo

출처:� http://www.dezeen.com/2013/02/25/brackets-by-nendo-for-kokuyo/

Ⓒ�다양한�베리에이션의�가변성,�이동성이�가능한�시스템가구

제품분석,�신기술�트렌드
정보의�조직화

가능성�조직화

아이디에이션

스케치

프로토타입

�시험사용,�테스트

Ⓞ&Ⓟ�가변성,�이동성

� � � � � �시스템가구
Ⓞ&Ⓟ�편의성,�다기능 Ⓞ&Ⓟ�가변성,�이동성

Ⓚ�사용자�경험� Ⓚ�사용자�경험,�공간�활용성

Ⓜ�사용자�분석,�시장분석,

� � �제품�기능성�분석

Ⓜ�새로운�컨셉�제품�탐색 Ⓜ�유닛,�모듈의�조립방식

� � � CMF�Direction

Ⓜ�조형과정,�시험사용,� � �

� � �제작방법

Ⓟ�형태,�구조,�구성,�

� � �색,�패턴

[그림�26]�Muji� CD� Player,� Naoto� Fukasawa,�MUJI

출처:� http://www.ideo.com/work/cd-player-for-muji/

Ⓒ�어포던스(행동유도),�직관적�행동을�유도하는�심플한�조형의�CD� Player

사용자�분석,�제품분석
정보의�조직화

가능성�조직화

영감,�아이디에이션

스케치

프로토타입

�시험사용,�테스트

Ⓞ&Ⓟ�어포던스

� � � � � �브랜드�아이덴티티

Ⓞ&Ⓟ�심미성,�이센셜리즘

� � � � � �미니멀리즘

Ⓚ�인간�행동�특성�파악,

� � �지각�&�인지�

� � �사용자�경험

Ⓚ�행동주의,�

� � �지각�&�인지_직관
Ⓚ�사용자�경험

Ⓜ�새로운�제품�컨셉�탐색

Ⓜ�아이디어스케치

� � �영감_환기팬,�

� � � � � � � �바람,음악의�메타포

Ⓜ�모델링,�조형과정

Ⓟ�형태,�구조,�

� � �구성,�질서,�대칭

� � �색,�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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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7]� Clever� Little� bag,� Yves� Behar,� PUMA,

출처:� http://brand.puma.com/cleverworld/cleverlittlepackaging

Ⓒ�브랜드�이미지와�패키지의�지속가능성의�실현

환경�분석,�제품�분석

신기술�트랜드

정보의�조직화

가능성�조직화

영감,�아이디에이션

스케치

CMF�Direction

프로토타입

�시험사용,�테스트

Ⓞ&Ⓟ�지속가능성,�공정가격,�

� � � � � � Flexible�디자인
Ⓞ&Ⓟ�유용성,�효율성

Ⓞ&Ⓟ�유용성,�효율성

� � � � � �지속가능성

Ⓚ�소재의�새로운�적용,�

� � �기술�트렌드�

� � �브랜딩

Ⓚ�사용자�경험 Ⓚ�사용자�경험

Ⓜ�사용자�경험�리서치

� � �브랜드와�비즈니스결합

Ⓜ�새로운�제품�컨셉�탐색

� � _제품과�패키지

� � _소재,�재료,�

Ⓜ�스토리 Ⓜ�조형과정,�모델링

Ⓟ�형태,�구조,�구성,�

� � �색,�재료,�소재
Ⓟ�소재의�물리적�특성

[그림�28]� Boomerang� Sofa,�Gwenael� Nicolas

출처:� http://www.architonic.com/pmsht/boomerang-sofa-ixc-/1009996

Ⓒ�합리적�가격과�내구성을�기본으로�본래의�형태로�돌아가려는�디자인�본질주의의�표현

환경�분석,�제품�분석
정보의�조직화

가능성�조직화

아이디에이션

스케치

CMF�Direction

프로토타입

Ⓞ&Ⓟ�경제성�_합리적�가격�

� � � � � �내구성,�기능성
Ⓞ&Ⓟ�기능성의�최적화

Ⓚ�본질주의,�미니멀리즘 Ⓚ�Timeless_유행을�넘어서는
Ⓚ� Less� is�More_최소한의� � � �

� � �디자인

Ⓜ�장식의�배제

� � �프라이머리�구조
Ⓜ�모델링,�조형과정,�

Ⓟ�형태,�구조,�구성,�

� � �색,�재료,�질서,�대칭
Ⓟ�소재

[그림�29]� Story� Vase,� Front� Design

출처:� http://www.designfront.org/news-single.php?id=110&product=217

Ⓒ�디자인,�소재,�개인적�서사에�대한�개념적인�접근을�시도.

� � �예술가와�전통�공예의�기술적,�예술적�가능성을�탐구

환경�분석 가능성�조직화
아이디에이션

전통공예
프로토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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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교육

� � � � � � Story� Vase

Ⓞ&Ⓟ�예술성,�지역성,� �

� � � � � �고유성

Ⓞ&Ⓟ�예술성,�지역성

� � � � � �기능성

Ⓜ�사용자의�환경적�상황,� �

� � �니즈파악

Ⓜ�새로운�제품�컨셉�창출

� � �기술적,�예술적�가능성

Ⓣ�제작공정_성형,�조인,�

� � �제작기법

Ⓜ�예술과�실용의�결합,

� �공감,�개인스토리,�상징기법

Ⓣ�소재

Ⓜ�조형과정,�프로토타입,

� � �시험테스트

Ⓣ�수공예적�표현기법

� � _비즈공예_유리공예

� � �전통기법_Zulu� craft�

Ⓚ�공공성,�공유가치,�

� � �적정기술�
Ⓚ�사회적�디자인,�수공예

Ⓟ�형,�형태,�균형,�비례,�

� � �장식,�질서

[그림�30]� Uruku� Lip� Pigment� System,� Aveda

출처:� http://www.mastersoflinen.com/eng/technique/19-secteurs-d-application

Ⓒ�자연주의�패키지�시스템으로�브랜딩�강화

환경�분석

시장�분석

정보의�조직화

가능성�조직화

아이디에이션

영감,�스케치
프로토타입

Ⓞ&Ⓟ�지속가능성,�마케팅

� � � � � �시스템�디자인
Ⓞ&Ⓟ�지속가능성

�Ⓞ&Ⓟ�지속가능성,�유용성,

� � � � � � �효율성

Ⓜ�브랜딩 Ⓜ�새로운�컨셉�창출

Ⓜ�이미지

� � �서비스,�제품의�시스템

� � � CMF�Direction

Ⓜ�모델링,�조형과정,� � �

� � �프로토타입,

Ⓚ�공공성,�공유가치

Ⓣ�소재,�원재료
Ⓟ�형,�형태,�균형,�비례,�

Ⓣ�소재,�표면,�원재료

[그림�31]� Piano� Stair,� volkswagen

출처:� http://www.thefuntheory.com/piano-staircase

Ⓒ� FUN,�즐거움,�공공성의�소셜�미디어�마케팅�

머케팅을�위한�

환경�분석
가능성�조직화

아이디에이션

영감,�스케치
프로토타입

Ⓞ&Ⓟ� FUN� Theory�

� � � � � �지속가능성,�
Ⓞ&Ⓟ�어포던스

Ⓜ� FUN� ,�친환경�마케팅,�

� � �브랜딩
Ⓜ�새로운�컨셉�창출

Ⓜ�호기심,�상상력,�유머

� � �이미지

Ⓜ�프로토타입,

� � �시험사용

Ⓚ�소셜디자인 Ⓚ�공공성,�공유가치

Ⓚ�사용자�경험_신체적�경험

� �오감,�공감각�_청각과�시각

� �지각�&�인지

Ⓟ�형,�형태,�균형,�비례,

<표� 12>�목적� ·� 기능�중심�디자인�사례의�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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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주관적 접근사례

디자이너의 주관적 접근 디자인은 예술작품이나 조형의 창의적 접근을 통한 디

자인 결과물을 의미한다. 전통적 시각으로는 작가가 자신의 내면세계와 컨셉을 대상

물에 나타내려는 이른바 표현주의적 사고를 일컫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

은 과거 예술의 영역이었고, 디자인과 구별되는 예술의 고유한 특성으로 간주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 디자인은 예술의 고유한 영역을 적극 도입하고, 마케팅과 같은 

상업적 영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표현주의적이고 탈 기능주의적 디자인의 유형

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디자인 작업을 설명하기 위해 최근 디자인아트

(Design-art), 작가주의 디자인(Author-design)과 같은 표현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

이다. 이러한 주관적 접근에 의한 디자인은 합리적 생산성에 의한 이익창출이라기 

보다는 디자이너의 정체성과 본질적 자아실현, 자신의 철학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궁극적으로 사용자의 개인적인 감수성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디자이너라기보다 예술

가적인 사고가 더욱 강하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제조와 생산방식에 있어서도 현

대의 대량생산 시스템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그런 상황을 

전제로 디자인하지 않기 때문에 수공예적이고 소량생산시스템을 적용하기도 한다

‘모든 것이 예술이다’라고 한 이사무 노구치(Isamu Noguchi)와 ‘경계를 갖지 

않는 예술을 만드는 것’52)에 관심을 두었던 리처드 아트쉐이거(Richard 

Artschwager), 그리고 조각가이자 디자이너인 도날드 저드(Donald Judd) 등은 디자

인 아트라 불리는 작가 겸 디자이너로 포스트모더니즘과 컨셉츄얼 아트, 미니멀 아티

스트(Minimal Artist)를 대표한다. 또한 디자인과 유사한 작업을 한 팝아트 작가들은 

디자인과 아트작업을 병행하며 두 영역의 특성을 수용, 보완하기도 한다. 이는 디자

인의 개념이 확대되기 시작한 이후 디자인에서 파생된 예술로서의 디자인(Design as 

Art)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하나의 영역을 형성하게 되었다.

2000년대의 작가주의 디자이너들은 디자인을 컨셉, 의사표현 방법, 소통의 매

52) Bloemink, Barbara (2004), Dialogues on the relationship of Art and Design, London: Merrell 

Publisher, 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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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 시기 디자인아트 시장의 형성은 이들의 작업에 가속도를 

높여 주었고 디자인이 기능성이라는 용도를 넘어서 작품으로서의 대상이 되었다. 이

에 따라 대중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디자인의 예술적 측면이 부각되고, 디자이너들

은 그들의 작품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표현, 사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며 직접 콘

텐츠를 만들고 스스로를 브랜드화하며 창작, 제작, 배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직접 

관할하게 된다. 

이와 같이 주관적 접근방식은 첫째, 디자이너의 정체성이나 본질적 자아실현을 

위한 자신의 심상(心象:Mental image)을 표현하는 디자이너의 자기 표현적 접근 방

식과 둘째, 자신의 철학이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하는 접근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최근의 작품들은 예술계나 디자인계에서나 모두 디자이너의 심상을 표현하는 자기표

현의 방식보다는 본인의 철학과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방식이 더욱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 디자이너의 자기표현

디자이너의 자기표현의 심상(心象:Mental image)이란 감각을 일으키는 원인

이 제거된 뒤에도 남아있는 감각의 기록으로서 언어를 사용하는 의사소통 체계가 인

습적인 사고방식을 강조하는 반면, 비언어적인 심상은 관례나 사회적 통제를 받지 

않는 사적인 정신 과정이기 때문에 창조적인 작업의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인간의 이성에 입각하여 기능성, 효율성, 경제성, 구조와 재료, 기술 등의 가시

적 요소들을 디자인 해법의 주된 요인으로 간주하는 디자인 사고의 유형과는 달리 

디자인을 보고 경험하는 사람들 마음속의 감성을 일깨우고 상상력을 제공하는 등 예

술적 즐거움을 유발시키고 디자인 고유의 분위기를 표현하고자 하는 유형을 찾아 볼 

수 있다. 이 유형에 속한 디자인은 인간의 비합리적 정서, 정감, 영감 등을 중시하며, 

이러한 요소들이 디자인사고의 출발점이 된다. 따라서 디자인 해법의 도출은 직관에 

의한 디자이너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즉, 심상(心相)을 바탕으로 하며, 직관적 

유추가 창조적 메커니즘으로 중시된다. 여기서는 디자인의 표현적 요소를 형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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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차적 요인으로 간주하며 그 형태가 주는 표현의 힘과 심리적 효과에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20세기 초 표현주의와 1960년대의 신표현주의 부류에 속하는 디자이너와 건축

가들은 디자인의 해법을 디자이너의 심상에 기초하여 얻고자 하였으며 예술로서의 

디자인, 신비주의에서 나오는 형태 탐구, 유기적인 조각적 매스로서의 형태추구, 재

료와 구조에서 비롯되는 유기적 형태 등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디자인 사고와 접근태

도는 상징적 개념과 연상을 불러일으키는 도상학적 특질을 갖는 형태에서도 발견된

다. 이들 디자이너들의 공통점은 형태가 유발시키는 심리적 반응을 바탕으로 디자이

너의 영감과 감성에서 표출된 자율적 형태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심상적 

사고유형의 성향을 보이는 디자인과 디자이너들은 기능을 단지 형태의 가상(假想)의 

출발점으로만 간주한다. 디자이너의 내적 감성에서 나온 주관적인 선험적 형태가 설

정된 후에 기능적 적합성이 탐구되어지는 접근과정을 취한다. 

심상적 사고유형의 바탕을 이루는 사상은 감각주의, 주관주의, 신비주의 사상

이다. 디자이너들은 유기적인 관능적 형태나 다면의 결정체 등의 표현요소를 선호하

며, 사용자가 느끼는 체험은 이성적 논리보다는 시각, 촉각, 청각 등과 같은 인간의 

모든 감각경험이 동원되어 전체 환경으로 경험되는 종합예술로서의 특성을 지닌다. 

표현주의 디자이너들이 규범에 의한 조화보다는 다양한 문화의 원천에서 참조해온 

이질적 요소들의 상징적 통합을 통해서 특성을 부여하고자 한 것은 이러한 의도에서

이다.

작가주의 개념의 디자이너의 자기표현은 표현의 매개체, 즉 표현주의 사조를 

통해 예술분야에서 주로 사용하였다. 1970년대 멤피스 그룹을 비롯하여  이 후 미니

멀 아티스트들을 통해 예술과 디자인의 경계가 모호한 작품을 선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디자인이 기능적 영역을 넘어 예술 작품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었고 이러한 작품들은 대량생산 즉 산업 생산 시스템에 적합한 조형이 아닌 예술

품으로서의 조형을 추구하였다. 기존의 디자인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방법보다는 우

연적인 방법으로 디자인 했고 논리적이라기보다 즉흥적이었다. 작가들은 본질적인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했으며 대중을 위한 보편적 기준을 추구하지 않는 등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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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기보다 예술가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디자인과정에 있어서도 의도적인 혼란과 무질서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혼

돈이야말로 아이디어의 원천을 훨씬 더 풍요롭게 하는 근원이라고 찬양한 해체주의 

작가들처럼 소위 ‘창조적 혼돈’53)을 통해 아이디어의 근원을 얻고 풍요롭고 창의적

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표 13>의 디자이너의 자기표현 사례로 선정된 아이템들은 디자이너의 예술가

적 창의성을 표현한 것들로, 심상을 일깨우는 특정 이미지로부터 영감을 얻거나 혹은 

기존의 규칙을 깨뜨리는 비합리적인 정서, 의외성을 디자인의 출발점으로 삼는다고 

할 수 있다.

53)   해체주의 디자이너들은 단순하고 질서 있는 디자인 접근 방식에 대항하는 발로 ‘창조적 혼돈’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다. 일본 건축가 겸 디자이너 아라타 이소자키(Arata Isozaki), 시로쿠라마타(Shiro 

      Kuramata), 프랭크게리, 영국의 건축가 나이젤 코테스(Nigel Coates)가 이 이론을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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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가치 사�례 내�용

디자이너의�

자기표현

①�Porca�Miseria,� Ingo�Maurer,� 인간의�비합리적�정서,�감성적�충동,�영감�

②�Anna,�G.,Alexandro�Mendini,� 춤추는�발레리나이미지�영감

③�Multileg� Cabinet,� Haime� Jayon,� 초현실적인�인상의�표현

④�Nekton� Stools,� Seamless� collection,�
� � � Zaha� hadid,�

유연한�곡선의�흐름의�총체적�유동성�표현

⑤�Stick� Chair,� Emmanuelle�Moureaux
미카도�막대게임에서�영감

빛에�의한�굴절,�불균형에�의한�균형�표현

⑥�Blow�Away� vase,� Front� Design,�
바람에�날리는�화병�표현

3D기술�적용�표현

⑦�Venus� Chair,� Yoshioka�
스스로�자라서�의자로�완성되는�생명과�

자연의�힘�표현

⑧�Robber� baron� clock� &� lamp,� �
� � � Studio� job

영국�빅밴� (Big� Ben)

시계탑에서�영감.�상징주의(Symbolism)

⑨� Sponge� Vase,�Marcel�Wanders
금형이�아닌�천연�스폰지를�이용한�

실험정신으로�새로운�조형�창출

⑩�Rainbow�Church,� Yoshioka,
마티스성당의�스테인드글라스에서�영감.�

크리스털�프리즘으로�빛의�효과�표현�

⑪�Kokon� Furniture,� Jurgen� Bey,
가구에�피부를�입히는�래핑(Rapping)방식�

으로�새로운�가치�기능�창출

⑫�Scatter� Shelf,� Nendo,�
그리드에�의한�구성,�반사에�의한�시각적�

효과

<표� 13>�디자이너의�자기표현�디자인�사례�구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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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무작위의 예술성, 감성적 충동을 표현한  Porca Miseria는 자신의 심상을 

표현하고, 보는 이들은 예술작품을 감상할 때와 같은 감동을 느낀다. 부서진 식기조

각들과 나이프, 포크와 같은 식도구들이 조명의 재료로 사용 되었고, 파격적인 조명

의 형태는 디자이너의 창의력을 직감하게 한다. 기존의 조명이 가지는 구조를 벗어난 

탈구조로 강렬한 인상의 형식미를 제공하고 있다.54) 

예상치 못한 의외의 재료 사용과 실험정신으로 건조한 기능주의 디자인에 예술

적 감동을 더하였다. 단순한 조명을 디자인 했다기보다 빛을 활용한 무한한 판타지의 

세계를 창조하였다. 수작업으로 1년에 단 10개만 생산하며, 접시를 깨트리는 과정에

서 어떤 형태의 파편이 나올지 예상할 수 없다는 우연성을 디자인 요소로 도입하였

다. 그러므로 매번 다른 디자인으로 완성되며 이 세상에서 단 하나의 제품인 원 오프 

(one-off)디자인이 된다. 

인간의 비합리적 정서, 감성적 충동, 영감 등과 같은 요소들이 디자인 사고의 

주요부분이 되며 디자인 해법은 직관에 의한 디자이너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를 바탕으로 한다. 직관적 유추가 창조적 메커니즘으로 적용되며 디자인의 표현적 

요소를 형태결정의 1차적 요인이다. 형태가 주는 표현의 힘이 디자인 사고 프로세스

의 출발점이 되며, 기존의 조명이 가지는 구조를 벗어난 탈구조로 강렬한 인상의 형

식미를 제공하고 있다. 

② 발레리나의 춤추는 이미지의 안나G는 조형적 측면이나 내용면에서 완성도

가 높으며, 디자이너의 개성을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

다. 디자이너는 발레리나의 춤추는 이미지로부터 영감을 얻어 실제 인물을 적용해보

면 재미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와인오프너에 대입하였다. 

조형적 측면에서 기본적인 조형원리에 매우 충실하다. 2:3 또는 3:4 등의 고전

적인 황금비례를 활용하고, 재료에 있어서 금속과 플라스틱의 질감대비와 몸통과 목

의 보색대비를 보여줌으로써 색을 감각이 아니라 논리로 보여준다. 디자인의 조형적 

요소에 인물을 적용하여 의인화하는 은유적 표현을 사용할 경우 친근감이 가장 큰 

54)  D. Bramston, 데이브드 브램스톤 ,2010,『소재연구』, Material thoughts, 윤재우 옯김, 서울 : 디자인  

     리서치 앤 플래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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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55) 

③ 초현실적인 인상을 표현하는 Multileg Cabinet이다. 기능이나 현실적인 문

제들을 외면하고 디자이너의 개성을 강하게 표현하는 디자인이다. 하이메 아욘

(Haime Jayon)은 기능적 측면의 합리성과 실용성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버리고 전통

적이면서도 현대적이고 직선적이면서도 장식적이어서 시대를 알 수 없는 초현실적인 

인상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의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용도를 짐작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다. 멀티레그 캐비넷 Multileg Cabinet은 직선적이면서도 장식적인 형태로 

초현실적인 인상을 표현하고 있다. 윗부분을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가구의 모양 같지

만 다리를 보면 상식을 뛰어 넘는 다양한 모양의 다리 조합들을 볼 수 있다. 각각의 

다리들은 기하학적이긴 하지만 스페인 건축의 고전적 이미지와도 닿아 있다. 그러면

서도 초현실적인 인상을 강하게 풍긴다.56) 

자유로운 상상력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그의 디자인은 화려함을 특징으로 하며 

초현실주의적인 이미지의 놀라움과 판타지를 제공한다. 여느 디자이너들이 제품을 

잘 만들고자 고심한다면 그는 사람들에게 어떤 놀라움과 신선함을 주기위해 고민하

는 디자이너라고 할 수 있다.

아름답거나 기능적인 디자인이 아닌 탁월한 아이디어, 클래식한 분위기, 그리

고 유머감각을 겸비한 이 디자인은 그동안 디자인계에 부족했던 꿈과 판타지로 생기

를 불어 넣어주고 있다. 디자인이 반드시 기능적이고 실용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는 근본적인 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하면서 그 동안 건조한 현실 속에서 보는 사람들

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고 있다.

④ 자하하디드(Zaha Hadid)의 넥톤 스툴(Nekton Stools)이다. 디자인 전통에 

대한 근원을 부정하고 예술의 본질에 가까워지려는 노력으로 전통적인 결과위주의 

표현방식보다는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을 가진 과정 중심의 표현방식을 택하고 있다. 

심리스 컬렉션(Seamless Collection) 중 하나로 유동적이고 유연한 형태역학을 통해 

독자적인 정체성을 표현하였다.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들 사이의 부드러운 전이가 되

55)  최경원 (2013)『알레산드로 멘디니 : 일 벨 디자인』 Alessandro Mendini : il Bel design, 서울 :  

     Minimum : 미니멈, pp.40-41

56)  김상규, 최경원 외(공)저,(2011), 『디자이너 열전』, 서울 : 현실문화연구,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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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매개변수를 조절하는 기하와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결합하였다. 자연형태를 모

방하지 않고 디지털 기술로부터 형태를 발생시키는 형식미를 보여주고 있다. 평면과 

입체의 구성을 통해서 기존의 상식적인 방법에서 탈피하는 추상적 경향을 보인다.57) 

한 도면에 여러 소실점들이 각기 다른 영역에 적용되는 다시점적인 관점으로 표현도

면을 그리고 있다. 부드러움과 날카로움, 볼록함과 오목함이 만나는 조각적 형태를 

감성적 언어로 풀어내었다. 조형적으로 하나하나의 형태가 조각과도 같은 형태미학

이 표출되는 등 추상표현주의 작가들이 추구했던 우연의 효과를 창출했고, 구조적으

로는 사용자가 어떻게 조합하고 배치하느냐에 따라 계속해서 변형되는 불확정적인 

형태를 취한다.58)

⑤ 유럽의 전통적 스틱게임인 미카도(mikado)에서 얻은 영감을 의자 디자인으

로 표현하였다. 비스듬히 세운 7개의 나무 막대가 두꺼운 투명 아크릴 블럭을 지탱하

면서 완벽한 평형의 균형 상태를 이루고 있다. 불안해 보이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

는 과정과 실험을 통해 불균형의 균형(Unbalanced Balance)을 달성하였다. 투명의 

두꺼운 아크릴 블록을 통한 굴절 현상의 조형적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59)

⑥ 바람에 날리는 꽃병(Blow Away vase)은 화병을 통해 색다른 경험을 제공한

다. 도자기의 화병이 바람의 움직임을 담아 표현해 내고 있기 때문이다. 바람의 표현

은 화병의 기능과 미학의 구성요소가 된다. 바람에 날리는 화병은 전통의 로얄 델프

트(Delft) 도자 공예와 파라매트릭(Parametric) 3D디지털 기술을 결합하여 새로운 

감성을 충족시키는 제품으로 재탄생되었다. 전통의 로얄 델프트 화병을 디지털화하

고, 파라매트릭 3D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재료에 몇 가지 매개 변수를 추가하였다. 

바람의 시뮬레이션 돌풍에 노출시켜 바람에 날리는 다양한 우연의 효과를 얻게 된

다.60) 

57)  Sugimoto Toshimasa, 2002, 『큐브에서 카오스로』, 20世紀の建築思想 From the Cube To the Chaos,  

     고성룡 옮김, 서울 : 도서출판 발언, p.182

58)  출처: http://zaha-hadid-design.com/collection/seamless-nekton-stool 2014.05

59)  출처: http://www.emmanuelle.jp/04Products/07StickChair/StickChair_01e.html 2014.03

60)  출처: http://www.moooi.com/products/blow-away-vase 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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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토쿠진 요시오카(Yoshioka Tokujin)의 비너스 내추럴 크리스털 의자

(Venus-Natural Crystal Chair)는 신화 속 비너스처럼 물속에서 탄생하는 가구이다.  

폴레에스테르 엘라스토머로 만든 섬유질 골격을 만들어 미네랄이 녹아있는 용액의 

수조에 담가 놓으면 살이 붙듯 골격에 크리스털이 붙어 의자가 탄생된다. 소재의 화

학적 반응에 대한 우연의 효과를 의자의 생명력으로 표현하였다. 스스로 자라나는 

가구의 의미로 작품을 통해 생명과 자연의 힘을 생생하게 보여주고자 하였다.61) 

⑧ 디자인과 아트의 접경에서 조각 같은 예술성으로 대중에게 다가간다는 디자

인 경향과 철학을 가지는 스튜디오 욥(Studio Job)의 작품이다. 디자인 접근법은 모

더니즘을 탈피, 전통적 생산방식을 따라 과도한 장식과 수준 높은 장인정신을 결합하

는 디자인 특징을 가진다. 기념비적이면서 원시적이고 문장(紋章), 민화적 요소 등이 

혼재하는 복잡하고 불가사의한 디자인이 주를 이룬다. 

후기 빅토리아 양식의 건축적 위용을 해학적으로 풀어낸 로버바론(Robber 

Baron)시리즈는 빅토리아 양식을 따르면서도 동시에 전복시키는 디자인으로 표현하

였다. 전통이나 역사적 주제들을 전혀 무겁지 않게 작업에 끌어 들이며 장식에 주저

함이 없다. 상징주의와 장식주의로 디자인을 해석하였고 기념비적인 모습으로 재탄

생시킨 일상적 사물들의 모습은 역설적 묘미로 가득하다.62) 

⑨ 스폰지 화병(Sponge Vase)은 전통적인 도자제작방식인 성형 틀을 이용해서

는 구현하기 어려운 형상의 화병이다. 이를 제작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의 기술을 개

발하였다. 유기적 형상의 천연 스폰지에 액체상태의 도자기 점토를 머금게 한 뒤 가

마에 구우면 스폰지는 전소되어 사라지고 그 안에 흡수되어있던 점토가 원형의 스폰

지를 완벽하게 복제하여 섬세한 도자 공예품으로 남게 된다. 다소 파격적이고 실험적 

디자인으로 도자기를 굽는 공예적 기존의 기술을 창조적으로 새롭게 적용하여 독특

한 디자인 작품으로 제시하였다. 촉각적 느낌을 강하게 전달하는 꽃병은 매우 섬세하

고 우아하여 그 자체로 자연물처럼 느껴진다.63)

61)  출처: http://www.dezeen.com/2008/10/05/venus-chair-by-tokujin-yoshioka, 2014.04

62)  출처: http://www.moooi.com/designers/studio-job, 2014.03

     출처: http://www.designflux.co.kr, 2014.04

63)  김상규, 최경원 외(공)저, 2011, 『디자이너 열전』, 서울 : 현실문화연구, pp. 14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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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예술, 디자인, 건축을 넘나드는 작품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작가 토쿠진 요시

오카의 빛의 기둥인 레인보우 교회이다. 프랑스 반스(Vence) 지방에서 앙리 마티스

가 디자인한 로제르 예배당(Chapelle du Rosaire)의 스테인드글라스를 보고 이 작품

의 영감을 얻었다고 전하며 빛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500여개의 크리스털 프

리즘으로 스테인드글라스를 만들고 빛을 받은 프리즘은 공간 내부에 무지개를 그려

내도록 하는 9.2m 높이의 거대한 빛의 기둥을 만들었다.  이는 크리스털 프리즘이라

는 재료가 가져다주는 순수한 감동뿐 아니라 프리즘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공간을 

디자인하고 변화시킨다. 보는 이들로 하여금 빛의 감동을 경험하게 한다.64) 

⑪ 디자이너는 전통적인 디자인 과정을 없애고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키고자 세

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우리는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이 그 디자인의 시발점이었다. 디자이너는 이 가구의 

디자인 표현에 비논리적인 형태의 비 일상성으로 접근하였다. 

코콘 가구 시리즈들은 탄력 있는 화이트 PVC소재에 의하여 래핑 되었는데, 탄

력적인 피부는 이미 만들어져 있던 가구에 전혀 다른 외모를 선물하였다. 코쿤 가구

는 전혀 다른 소재와 물건들의 재조합으로 새로운 가치와 기능을 창조함을 보여주는 

유르헨 베이식 디자인 방법론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 기존제품의 전환을 활성화하는 

데 일명 스파이더의 웹 기술(spider's web technique)방법으로 적막한 가구는 스킨을 

가짐으로써 새로운 형태, 기능, 정체성을 가지게 한다.65)

⑫ 스캐터 셸프(Scatter Shelf)는 5mm 두께의 고광택 불투명 검정 아크릴 판들

을 교차시켜 만든 선반 유닛이다. 3개 층으로 조금씩 어긋나게 배치된 아크릴 판들이 

그리드 형태를 이루며 선반을 완성한다. 이렇게 제작된 선반은 구조적으로 튼튼할 

뿐 아니라 독특한 시각적 효과를 자아낸다. 정면에서 바라보면 선반 위의 물건들은 

투명한 구조 사이에 물건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각도를 달리하여 약간 

비스듬히 선반을 바라보면 판들이 서로 겹쳐져 고광택의 표면에 반사된 이미지의 조

각들이 어우러져 보는 방향과 빛의 반사를 통해 분할되는 실루엣의 시각적 효과를 

64)  출처: http://www.tokujin.com 2014.05

65)  출처: http://www.designtop100.com/design/info/kokon-furniture-double-chair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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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요소추출

[그림�32]� Porca�Miseria,� Ingo�Maurer

출처:� http://www.ingo-maurer.com/en/products/porca-mis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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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치,

조형과정,�프로토타입,�

시험사용,�테스트

Ⓜ�의외성,�감성적�충동,�

� � �소재의�물리적�성질

Ⓜ�실험,�정보의�조직화 Ⓜ�우연성_

� � �소재의�물리적�특성�이용

Ⓜ�수공예�제작기법

� � �우연의�효과_세라믹�깨기

� � �원오프(one-off)디자인

Ⓞ&Ⓟ�조명 Ⓞ&Ⓟ�심미성,독자성,�정체성
Ⓞ&Ⓟ�심미성,�독자성,�

정체성
Ⓞ&Ⓟ�심미성,독자성,�정체성

Ⓚ�커스터마이징

� �

Ⓚ�사용자�경험,�

� � �감각과�정서,�공감각

� � �커스터마이징

Ⓟ�형,�형태,�구성,�비대칭,�

균형,�변칙,�장식,� �

[그림�33]� Anna,�G,� Alessandro�Mendini

출처:� http://www.teladoiofirenze.it

ⓟⓗ�기능성과�상업성에�반하는�조형성과�내재적�가치추구,�

Ⓒ� �디자인의�예술성,�유머,�사용의�즐거움,�독자성,

Inspiration

이미지

가능성�조직화

가설설정

아이디에이션

스케치,

조형과정,�

프로토타입,시험사용,

테스트

연출한다.66) 

<표 14> 는 디자이너의 자기표현으로 이루어진 디자인 사례의 요소추출 표이

다. 주로 디자이너의 영감이나 기존의 규칙을 깨는 반전과 의외성으로부터 디자인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디자인의 프로세스 단계마다 추출할 수 있는 디자인 요소를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Knowledge�지식�

Ⓜ�Method�디자인�방법�

Ⓞ&Ⓟ�Object� &� Purpose�

� � � � � �디자인�목적과�대상

Ⓣ� Tool�적용�툴

Ⓟ� Principle�원리

ⓟⓗ�Philosophy�디자인�철학

Ⓒ� Concept�컨셉

66)  출처: http://www.nendo.jp/en/works/scatter-shelf-2/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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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력,�스토리,�생명력 Ⓜ�정보의�조직화 Ⓜ�은유,�의인화,�도상(Icon)

Ⓣ�스토리텔링
Ⓜ�모델링,�프로토타입

Ⓞ&Ⓟ�와인오프너

� � � �

Ⓞ&Ⓟ�사용성,�기능성,�

� � � � � �독자성
Ⓞ&Ⓟ�사용성,�실용성

Ⓚ�기호학,�미학,�현상학,�

� � �색채학
Ⓚ�기호학,� �색채학,�U.X,�

Ⓟ�형,�형태,�대칭,�대비,�

비례,�균형,�변칙,�장식,�

역사적�선례� (규범� �황금비)

Ⓟ�색_보색대비,�

� �소재� ·�질감대비

�_플라스틱+스틸소재의�결합

[그림�34]�Multileg� Cabinet,� Haime� Jayon,�

출처:� � http://www.pinterest.com/pin/519813981963232870

ⓟⓗ�실용적이고�합리적이어야�한다는�디자인의�근본문제에�정면대응하면서�건조한�현실에서�

� � � �사람들에게�꿈을�꾸게�한다.

Ⓒ� �의외성의�새로움,�유머,�고유성,�전통성

Inspiration,�

Rule� Breaking�

의외성

가능성�조직화,�실험 Ideation,�스케치
형태�조형과정,

프로토타입

Ⓜ�상상력,�꿈,�판타지, Ⓜ�새로운�제품�컨셉�창출
Ⓜ� �스토리,�유머,�상징,� �

� � � �전통
Ⓜ�강제결합법,�형태�종합

Ⓞ&Ⓟ�가구 Ⓞ&Ⓟ�심미성 Ⓞ&Ⓟ�심미성

Ⓚ�미학,�기하학,�색채학 Ⓚ�색채학,�기하학

Ⓟ�역사적�선례� � �

� � � _양식,사조_클래식

Ⓟ�콜라주,�스케일,

� �형,�형태,�비대칭,�대비,� � �

� �비례,�구조,�구성,�

� �색,�변칙,�장식

�Ⓟ�콜라주,�스케일,

� � � �형,�형태,�비대칭,�대비,� �

� � � �비례,�구조,�구성,�

� � � �색,�변칙,�장식

[그림�35]� Nekton� Stools,� Seamless� collection,� Zaha� hadid,�

출처:� http://zaha-hadid-design.com/collection/seamless-nekton-stool

ⓟⓗ�디자인의�예술의�본질에�가까워지려는�노력의�일환으로�과정중심의�표현방식

Ⓒ� �유연한�곡선의�흐름의�총체적�유동성�표현.�착시,�다시점의�표현,�우연의�효과,�

� � � �불확정적�형태

Inspiration,� Rule� Breaking� � �
가능성�조직화,

실험
Ideation� 3D모델링,�형태조형과정

Ⓜ�신기술,� �

Ⓣ�Computerization

탈장르,�비현실적�오브제�표현�

Ⓜ�새로운�제품�컨셉�창출
Ⓜ�패러메트릭�

� � _기하학과�디지털� �

� � �시뮬레이션의�결합

Ⓣ�Computerization

� � �디지털�조형� _착시

� � �우연의�효과

Ⓞ&Ⓟ�가변성,�심미성� � Ⓞ&Ⓟ�가변성,�심미성 Ⓞ&Ⓟ�가변성,�심미성 �

Ⓚ�비유클리드기하학,

� � �지각�&�인지

Ⓚ�비유클리드기하학,� � �

� � �지각�&�인지,�

Ⓟ�형,�형태,�

� � �변칙,�구성,�리듬,�질서

� � �재료,�표면�

Ⓟ�형,�형태,�

� � �변칙,�구성,�리듬,�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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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6]� Stick� Chair,� Emmanuelle�Moureaux,

출처:� http://www.emmanuelle.jp/04Products/07StickChair/StickChair_01e.html

Ⓒ�빛에�의한�굴절현상,�불균형에�의한�균형�표현

Inspiration_미카도�막대게임

이미지
가능성�조직화,�실험

Ideation

CMF�Direction

조형과정,�프로토타입,�

시험사용,�테스팅

Ⓜ�심상적�사고

� � �유추적�발상
Ⓜ�새로운�제품�컨셉�창출�

Ⓜ�전통,�상징,

Ⓣ�착시,�굴절 Ⓣ�핸드메이드,�테스팅

Ⓞ&Ⓟ�의자 Ⓞ&Ⓟ�심미성,�독자성

Ⓚ�지각�&�인지,�사용자�경험
Ⓚ�지각�&�인지,�

� �사용자�경험

Ⓟ�재료의�빛의�의한�효과

Ⓟ�형,�형태,�

� � �구성,�질서,�비대칭,� �

� � �빛_굴절,� CMF

Ⓟ�형,�형태,�

� � �구성,�질서,�비대칭,� �

� � �빛_굴절,� CMF

[그림�37]� Blow�Away� vase,� Front� Design

출처:� http://www.moooi.com/products/blow-away-vase

ⓟⓗ�실험적,�기발한�초현실주의

Ⓒ�Parametric� 3D�Design과�로얄�델프트�전통�도자기의�결합을�통한�감성충족

Rule� Breaking�

의외성,�이미지�
형태적�실험,�가능성�조직화 Ideation,�스케치

조형과정,�

프로토타입,�테스트

Ⓜ�자유연상�접근

Ⓣ�심상적�사고

Ⓜ�새로운�제품�컨셉�창출

Ⓣ�Computerization

� � � _패러메트릭�3D� design

�Ⓜ�신기술과�

� � � �전통제품의�접목 Ⓣ�강풍시뮬레이션의�

매개변수에�의한�우연의�효과

Ⓞ&Ⓟ�화병
Ⓞ&Ⓟ�심미성,�고유성,� � �

� � � � � �독자성,�

Ⓞ&Ⓟ�심미성,�고유성,� �

� � � � � � �독자성,�

Ⓚ�신기술,�

� � � _3D� Software�
Ⓚ�역사적�선례

Ⓚ�유기주의,�사용자�경험,� � �

� � �감각과�정서

Ⓚ�신기술,�

� � � _3D� Software�

Ⓟ�형,�변칙,�형태,�

� � �질서,�균형,�비례

Ⓟ�기술적�표현,�재료의� �

� � �물리적�성질,

[그림�38]� Venus-Natrual� Crystal� Chair,� Yoshioka�

출처:� http://www.tokujin.com/design/product

ⓟⓗ�빛과�크리스털�등�투명성의�원리를�통한�내면의�가치�창출

Ⓒ� �생명과�자연의�힘을�생생하게�스스로�자라나게�하는�의자

�이미지,� Rule� Breaking� CMF실험,�가능성�조직화 Ideation,�스케치 조형과정테스트

Ⓜ�신기술,�상상력,�생명력

Ⓣ�과학적�원리

Ⓜ�새로운�제품�컨셉�창출,�

실험

Ⓜ�생성적�형태,�생명력

Ⓣ�제작공정

Ⓣ�기존�기술의�새로운�적용,�

� � �우연의�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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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
Ⓞ&Ⓟ�독창성,�심미성,

� � � � � �예술성
Ⓞ&Ⓟ�독창성,�예술성

Ⓚ�재료공학,�화학반응 Ⓚ�재료공학,�화학반응

Ⓟ�기술적�표현,�

� � �재료의�화학적�성질,
Ⓟ�크리스털�생성의�원리

Ⓟ�형,�형태,�구조

� �균형,�비례

� �재료,�소재,�공정

Ⓟ�기술적�표현,�

� � �재료의�화학적�성질,

[그림�39]� Robber� baron� clock� &� lamp,� Studio� Job

출처:� http://www.designboom.com/weblog/read.php?CATEGORY_PK=&TOPIC_PK=2142

ⓟⓗ�디자인과�아트의�접경에서�조각�같은�예술성으로�대중과�소통.

Ⓒ�후기�빅토리아�양식의�건축적�위용을�전통적�생산방식을�적용하여�해학적인�유머와� �

� � �상징으로�구현.

이미지,� Inspiration� 가능성�조직화 아이디에이션,�스케치 조형과정,�프로토타입

Ⓜ�상상력,�스토리,�생명력

� � �심상적�사고

Ⓣ�콜라주

Ⓜ�새로운�제품�컨셉�창출

Ⓜ�상징적�형태,

Ⓣ�모더니즘�탈피,�상징,

�기념비적�가치,�유머,�해학�

Ⓣ�전통적�생산방식

� � _과도한�장식과�수공예적� �

� � �장인정신의�결합

Ⓞ&Ⓟ�시계,�조명 Ⓞ&Ⓟ�디자인-예술 Ⓞ&Ⓟ�독창성,�심미성 Ⓞ&Ⓟ�장인수준의�품질

Ⓚ�상징주의,�역사주의

� �

Ⓚ�빅토리아�양식,�

� �역사적�주제_신고전주의� �

Ⓚ�재료에�따른�제작�방식,� � �

� � �기법

Ⓟ�소재,�재료 Ⓟ�소재의�물리적�성질

Ⓟ�형,�형태,�장식,�구조,� �

� � �변형,�비례,�과장

� � �색,�재료,�표면

[그림�40]� Sponge� Vase,�Marcel�Wanders

출처:� http://www.moooi.com/products/sponge-vase

Ⓒ�실험적,�파격적�생산방식의�도입으로�촉각적�느낌의�섬세한�화병제안.

이미지,� Rule� Breaking
가능성�조직화

실험

아이디에이션,�스케치

CMF�Direction

조형과정,�프로토타입

실험

Ⓜ�새로운�기술적�시도� Ⓜ�새로운�제품�컨셉�창출
Ⓜ�전통기술의�현대화

Ⓣ�성형,�재료,�표면

Ⓜ�전통기술의�현대화

Ⓣ�전통�도자공예기법+신기술

Ⓞ&Ⓟ�화병
Ⓞ&Ⓟ�원오프�디자인

� � � � � �정교함
Ⓞ&Ⓟ�독창성,�심미성

Ⓚ�도자공예
Ⓚ�사용자�경험,�지각&인지,�

공감각(시각적�촉각)

Ⓟ�재료의�특성
Ⓟ�천연�해면의�형태,� � �

� � �섬세한�촉각적�표면�
Ⓟ�재료의�특성

[그림�41]� Rainbow�Church,� Yoshioka

출처:� http://www.tokujin.com

Ⓒ�마티스성당의�스테인드글라스에서�영감.�크리스털�프리즘으로�성스러운�빛의�효과�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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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Inspiration�

스테인드글라스
가능성�조직화

아이디에이션,�스케치

CMF�Direction

프로토타입

테스트

Ⓜ�꿈,�상상력 Ⓜ� �스테인드글라스의�현대적�

� � � �해석

Ⓜ�은유

Ⓣ�소재,�표면,�

� � �빛의�반사,�프리즘�효과

Ⓣ�소재,�표면,�

� � �빛의�반사,�프리즘�효과

Ⓞ&Ⓟ�스테인드글라스
Ⓞ&Ⓟ�심미성,�예술성

크리스털프리즘
Ⓞ&Ⓟ�심미성,�예술성

Ⓚ�역사성(순환)
�Ⓚ�사용자�경험,�

지각&인지,�감각과�정서,�

Ⓟ�빛을�이용한�공간의�효과 Ⓟ�크리스털의�프리즘�효과
Ⓟ�형,�형태,�비례,�

� � �빛,�프리즘

Ⓟ�크리스털의�커팅방법에�

의한�빛의�중첩�원리

[그림�42]� Kokon� Furniture� double� chair,� Jurgen� Bey

출처:� http://www.droog.com/webshop/products/kokon-furniture---double-chair

Ⓒ�가구에�피부(Skin)를�입히는�래핑(Rapping)방식으로�기존�제품의�새로운�가치�창출.

Rule� Breaking�

이미지
가능성�조직화

아이디에이션,�스케치

CMF�Direction

조형과정,�프로토타입,

실험

Ⓜ�꿈,�상상력,

� � �스킨을�통한�생명력�부여

Ⓣ�유추적�사고

Ⓜ�기존�제품의�새로운�탄생

Ⓣ�결합

Ⓜ�은유,�상징
Ⓜ�강제결합법,�

� � _소재와�물건의�재조합

Ⓣ�Spider’s�web� Technique

Ⓞ&Ⓟ�가구
Ⓞ&Ⓟ�독창성,�예술성

� � � � � �정체성

Ⓞ&Ⓟ�독창성,�예술성,

� � � � � �정체성

Ⓚ�사용자�경험,�지각&인지,� �

� � �감각과�정서,�

Ⓚ�재료에�따른�제작�방식,� �

� � �기법

Ⓟ�형태,�스킨,�표면

소재,�재료

[그림�43]� Scatter� Shelf,� Nendo,�

출처:� http://www.nendo.jp/en/works/scatter-shelf-2

Ⓒ�그리드에�의한�구성,�반사에�의한�시각적�효과

이미지,� Inspiration� 가능성�조직화
아이디에이션,�스케치

CMF�Direction

모델링,�프로토타입,

실험



- 72 -

Ⓜ�상상력,�판타지

� � �소재를�통한�디자이너의� � �

� � �심상표현

Ⓜ�새로운�제품�컨셉�창출

Ⓣ�착시,고광택�소재의�

반사기법

Ⓜ�즐거움,�호기심

Ⓣ�빛의�반사에�의한�

실루엣의�시각적�효과

�

Ⓣ�아크릴의�표면처리

Ⓞ&Ⓟ�선반,�책꽂이 Ⓞ&Ⓟ�심미성,�사용성 Ⓞ&Ⓟ�독창성,�심미성 Ⓞ&Ⓟ�심미성,�독창성

Ⓚ�지각&인지,�감각과�정서
Ⓚ�사용자�경험,�지각&인지,� �

� � �감각과�정서,�

Ⓚ�재료에�따른�제작�방식,� � �

� � �기법

Ⓟ�소재의�물리적�성질
Ⓟ�형태,�구조,�구성,�배치,�

표면처리

Ⓟ� �아크릴의�빛과�각도에�

따른�다양한� �반사원리�

<표� 14>�디자이너의�자기표현�디자인�사례의�구성요소

2) 디자이너의 철학 · 메시지 전달

사람들 마음속의 감성을 일깨우고 예술적 즐거움을 유발시켜 독창적인 분위기

를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는 작가적 디자인 사례와 유사하나, 사회에 대한 문제 제기

를 위해 직접 콘텐츠를 만들고 자신의 철학이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목적과 의도를 

가진 디자이너들의 결과물이다.

지구환경과 폐기물 등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담은 메시지, 자신만

의 독특한 디자인의 세계관과 철학, 그리고 첨단의 기술을 디자인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지, 사람들의 퍼스널라이즈에 대한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켜 줄 것이지 등에 대한 

심리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 유형에 속한 디자인 사례 역시 출발점은 인간의 비합리적 정서, 정감, 영감 

등이고, 디자인 과정에 있어서도 우연적이고 즉흥적인 방법으로 의도적인 무질서를 

선택한다. 선정된 사례는 <표 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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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가치 사�례 내�용

철학과�메시지�

표현

①�Proust,� Alexandro�Mendini 역사적�선례,�계획된�진부화�비판

②�Andromeda� LED� Lamp,�
� � � Ross� Lovegrove

자연의�유기적�형태의�미학,�
Design� -� Nature� -� Art

③�Well-tempered� chair,� Ron�Arad�
재료의�물리적�성질을�이용한�수준�높은�
장인정신으로�표현

④�Sketch� Furniture,� Front� Design�
마법과�상상의�기술적�표현,�조형창출에�대한�
새로운�가능성�실험

⑤�Kleer,� Karim� Rashid
궁극의�가벼움,�투명하게�떠있는�비물질적�

오브제에�신기술을�결합.

⑥�Cinderella� table,� Jeroen� Verhoeven 전통과�테크놀로지의�결합을�통한�감성충족

⑦�Quasiconsole,�
� � � Benjamin�Aranda,� Chris� Lasch

테크놀로지를�통한�형태와�이미지�생성

⑧� Freitag®,� Markus� and�Daniel� Freitag� 업사이클링,�사용자�참여,�공유가치�

⑨� Seedbom®
도시환경과�자연의�상호작용,�쉽고�편한�

방법으로�도시�가꾸기

⑩�Dyson� air�multiplier
기술의�창의적�적용으로� �기술의�예술화,�

기술의�인간화

⑪�Do� Break� Vase� ,� Droog
실험정신을�바탕으로� �소비자�참여를�통한�

우연의�효과

⑫�Spun,� Thomas�Heatherwick
일상적인�사용을�위해�즐겁고�기능적인�

디자인을�추구

<표� 15>� 디자이너의�철학·메시지�전달�디자인�사례�구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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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알렉산드로 멘디니는 프루스트(Proust)의자를 통해 디자인의 상업성과 기

능성에 반기를 들고 제품의 내재된 의미와 가치가 표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계획된 진부화(Planned Obsolescence)에 대한 비판으로 더 이상 새로운 물건을 만드

는 일을 중단하고 기존의 제품을 재활용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러한 실험

적 시도를 하였다. 

프루스트 의자는 이미 존재하는 바로크 스타일의 의자에 자신만의 독특한 역사

적 패턴을 넣어 리디자인(Redesign)한 것이다. 이러한 디자인 철학을 화두로 기존의 

기능적 디자인을 비판하면서 일상생활에 예술을 실현하려는 반항적이고도 파격적인 

디자인을 제시 하였다.67)

② 자연의 유기적 형태의 미학을 추구하는 디자이너 로스러브그로브는  DNA, 

즉 Design , Nature , Art를 본인의 디자인 철학으로 삼는다. 유기적 형태의 안드로

메다 LED 램프는 3차원의 흐르는 곡면이 아름다운 선과 조화를 이루어 살아 움직이

는듯한 덩어리를 형성하고 있다. 새로운 미학적 표현이며, 창조적인 기술과 재료가 

더해져 더욱 혁신적인 디자인이 된다. 디자이너는 자연과 연관된 유기적 본질주의

(Organic Essentialism)를 실험하며 자연의 유기체를 연상시키는 우아한 형식미와 

네티피케이션(Netification)68)의 개념을 토대로 미리 디자인한 형태에 자의적으로 

구멍을 뚫어 전체의 질량을 줄이고 있다. 

자연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디자인 영감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으며, 첨단기술, 

재료, 단일 소재를 유기적인 형태의 디자인과 결합시킨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③ Well-tempered chair는 형상과 매스(Mass)에 집중함으로써 디자인 자체의 

추상적이고 비물질적인 특징이 강조되었다. 인간의 시각적 경험에 자극을 가하여 시

각적 촉각이라는 새로운 체험방식에 관심을 유발하게 하였고 재료의 물성을 재해석 

하거나 새로운 변형을 시도함으로써 인간의 감성적 자극을 꾀하게 되었다. 1980년대 

중반이후 금속(철제, 브론즈 등)을 디자인 재료로 주로 사용하여 가구를 제작하기 시

67) 최경원 (2013)『알레산드로 멘디니 : 일 벨 디자인』 Alessandro Mendini : il Bel design, 서울 : 

Minimum : 미니멈, pp.42-43

68) 로스러브그로브가 만들어 낸 용어로 본질주의(Essentialism)에 입각하여 재료와 질량, 부피를 줄이는 디자

인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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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한 론 아라드는 금속의 물리적 성질을 탐구하고 장인적 솜씨를 발휘하여 금속판재

를 능숙하게 가공, 용접함으로써 완성하게 된다.69) 그는 가구를 금속으로 디자인함

으로써 고정관념에 반기를 들었고 표면착색이나 도금을 하지 않은 브론즈 소재 자체

의 질감을 가감 없이 그대로 드러내었다.  마치 금, 은 세공사와 같은 태도로 재료의 

원초적 구조를 추구하면서 용접, 연마의 장인적 기법으로 작품을 제작하였다.70)

 ④ 마법, 상상, 테크놀로지의 결합으로 완성된 가구이다. 스웨덴 디자이너 그

룹 프론트(Front)는 일상적인 것과 환상적인 것, 시적인 것과 기능적인 것, 기이함과 

아름다움, 가벼움과 심각함을 결합하여 디자인으로 완성시킨다. 잘 팔리는 제품을 만

드는 것보다는 생활 속에서 매력적이고 돋보이는 물건을 만들고 싶다는 자신들의 철

학에 따라 생활 속의 신선한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손가락으로 허공에 원하는 디자인의 가구를 그리면 그 스케치 모양의 가구가 

실제로 만들어 지는 마법 같은 상상을 현실로 만들었다. 공간에 직접 스케치한 디자

인이 실제 오브제가 되는 스케치 가구를 개발하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하여 테크놀로

지를 적극 활용하였는데 먼저, 스케치하는 손의 움직임을 포착하여 정보화하고 두 

번째는 이 정보를 토대로 실제 가구를 제작하는 것이다. 영화와 애니메이션에서 흔히 

쓰이는 모션 캡처 기술을 이용해 손의 움직임을 기록하여 3D디지털 파일로 만들었

다. 펜의 움직임과 강세를 실시간으로 컴퓨터에 기록하고 이를 3D이미지 파일로 변

환한다. 이 정보는 RP(Rapid Prototype)과정에 전달되어 빠른 시간 안에 3D모형을 

생산해 낸다. RP를 통해 3D 디지털 정보가 물질화되는 것이다. 0.1mm단위로 레이

저 빔이 액체 플라스틱을 경화시켜 서서히 가구의 형상을 만들고 시간이 지나면 가

구 한 점이 완성된다.71)

원초적인 그리기 작업과 신기술, 상상력이 공존하는 이 프로젝트에서 프론트는 

완성된 제품 보다는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추었다.72) 신기술은 때로 마법 같은 모습

69)  서병기, “Ron Arad의 디자인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 연구, 통권 제51호, 2003, p.205 

70)  류호창, “디지털 건축에서 나타나는 재료의 기술적 표현 유형 및 특성”, 한국 디자인포럼, Vol.33, 2011, 

     11, p.226

71)  Fairs, Marcus, Wanders, Marcel (FRW), 2011, 21st Century Design New Design Icons from Mass  

     Market to Avant-garde, Carlton Books, pp.148-149

72)  김상규, 최경원 외(공)저, 2011,『디자이너 열전』, 현실문화,  p.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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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찾아온다는 스토리를 담고 스케치 가구를 통해 기술과 판타지가 어떻게 융합되

는지를 보여주고 기술에 휴머니즘을 담았다. 

⑤ 클리어(Kleer)의자는 스피커가 내장된 라운지체어이다. 공간과 용도에 최적

화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디자이너는 단순히 유리를 활용한 제작이 아니라 제품의 

용도에 맞추어 다양한 기술을 혼합하고 재료를 혼합하여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원-

피스로 유리를 자르고 구부려 독창적인 형태의 투명 조각품과 같은 의자를 디자인하

였다. 궁극의 가벼움, 투명하게 떠 있는 비물질적 오브제, 그리고 의자로서의 기능과 

블루투스보다 앞선 클리어라는 차세대 블루투스 기술을 담기위해  15mm의 투명유

리를 사용하였다.73) 클리어 의자는 투명의 조각품에 신기술을 결합시켰다. 기하학적

인 평평한 표면에 두 개의 납작한 보조 스피커가 장착된 날개 모양의 라운지 의자가 

제작되게 되었다. 시각적인 투명함과 청각적인 가벼움도 담아냈다고 볼 수 있다.

⑥ 자작나무 합판을 적층하여 제작한 신데렐라 테이블은 기존 전통적 가구를 

현대적 기술로 재해석하였다. 디자인적 해석이나 수공예적 기법은 모두 배제하고, 단

지 컴퓨터만을 이용하여 디자인과 제작을 진행하였다. 디자이너 예른 페르후벤은 

CNC Milling 머신을 이용하여 가공하고, 디지털 압축기를 통해 복합적인 쉐입을 만

들어내었다. 나무판재에 17세기 테이블을 그려 넣고 또 다른 판재에는 18세기 테이

블을 그려 넣은 후, 완성된 2개의 형태를 직각으로 맞닿게 하여 그 사이를 메우는 

형태를 컴퓨터 시뮬레이션 CNC Milling 기계를 이용해 제작한 것이다.74) 나무를 

깎아서 만든 전통적인 가구처럼 보이지만, 일정한 간격으로 조금씩 다른 색의 판재가 

켜켜이 있는 것을 보면 정밀한 기계 가공 과정을 거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

람들에게 익숙한 전통의 형식을 차용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테크놀로지로 제작하는 

절충적인 방식을 잘 활용하였다.

⑦ 프랙탈 기하학의 디지털 기술을 디자인의 형태생성원리에 적용시킨 콘솔 디

자인이다. Quasiconsole은 준결정(Quasicrystal)구조75)의 특성으로 엄격한 모듈러 

73)  출처: http://karimrashiddesigns.wordpress.com/gallary/karimrashid430-kleer-pink/ 2014.05

74)  Fairs, Marcus, Wanders, Marcel (FRW)(2011), 21st Century Design New Design Icons from Mass 

     Market to Avant-garde, Carlton Books, pp.164-165

75)  준결정 [quasicrystal, 準結晶]은 결정질물질과 비정질물질의 중간적 구조를 갖는 의미로, 결정과 같이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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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를 추구한 것이지만 거의 무질서 같은 형태로 표현된다. 이는 주기적인 모듈러 

패턴을 가지는 일반적인 결정과는 달리 준결정은 그 구조적 패턴이 유사하기는 하나 

결코 동일한 방식으로 두 번 이상 반복되지 않는 차별화된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듈러의 집합에 의한 패턴 생성은 자기 유사적인 특성을 가지며 전형적인 

프랙탈 기하학의 특징인 변형, 반복과 증식의 원리와 더불어 불규칙적이고 우연적 

선택에 따른 예측 불가능한 형태가 발현되는 무작위성, 불규칙성 Quasiconsole의 특

성을 가진다. 구체적 패턴은 펜로즈 타일76)을 기초로 하였다. 

⑧ 프라이탁(Freitag®)은 버려지는 트럭용 방수포(타포린)와 안전벨트를 이용

하여 만든 재활용 가방이다. 친환경적 메시지를 담은 아이디어와 소비자가 디자인에 

직접 참여하는 제품 생산의 방식이 독특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소비자층의 취

향과 맞아 떨어져 전형적인 업사이클링의 디자인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트럭의 방수

포를 제품에 맞게 재단하여 재활용하기 때문에 프라이탁 제품들은 각각의 고유번호

를 가지며 소비자들은 재활용된 제품이지만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제품을 구매하게 되

는 의미를 갖는다. 화려한 색상과 지속가능한 메시지를 담은 빈티지, 유니크, 워터프

루프, 내구성, 희소성의 특징을 담아 더 훌륭한 가치로 재탄생되었다.77) 

⑨ 도시환경과 자연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영감을 얻어 독특하고 친환경적인 씨

드밤(Seedbom®)을 개발하였다. 이 제품은 문자 그대로 수류탄 모양을 가진 씨앗 폭

탄으로 거친 외관과 달리 성분은 식물이 자라는데 양분이 될 유기퇴비, 비료, 야자 

껍질이 혼합되어 들어있다.  물에 흠뻑 적신 후 던지고 싶은 장소에 던지기만 하면 

모든 영양소가 그 속에 담겨있어 다른 보조 노력 없이도 식물이 알아서 뿌리를 내리

고 자라게 된다. 이미지에 대한 반전으로 의외성과 즐거움, 그리고 던진다는 행위를 

서 있는 구조를 갖고 있지만, 그 양상은 미묘하며 규칙적인 간격으로 반복되지는 않는 것을 말한다. 오히

려 2개의 다른 구조들이 반복되지 않게 섞여서 형성되며, 결정이 단순 반복의 구조를 가지는데 비해 준결

정은 훨씬 복잡한 구조를 가지게 된다. 

     출처: www.britannica.co.kr/ 2014.05

76)  펜로즈 타일의 패턴은 1973년 영국의 과학자 로저 펜로즈가 수학적으로 증명했다. 평면을 같은 크기의  

  5각형으로 채우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두 개의 다른 마름모꼴을 일정한 법칙에 따라 배열하면 그 배열이  

  5회 대칭구조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배열도형 전체로 보면 각각의 마름모꼴은 불규칙하게 들어서 있어  

  주기성은 없다. 그러나 분명 5회 대칭구조가 보인다. 과학동아. 2011,11

77)  출처: http://www.freitag.ch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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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재미와 경험을 제공한다. 대단히 윤리적이고 친환경적인 제품이면서도 풍부한 

자연의 감성을 느끼게 한다.

⑩ 기술의 예술화, 기술의 인간화를 추구하며 디자인에 기술이 더해져 진정한 

혁신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로 하이테크를 넘어 예술의 수준으로 승화시키고 있

다.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는 모더니즘의 디자인 명제에 충실하면서도 기술을 인간

적으로 활용하는 데에서 시작하고 완성되고 있다. 아이들이 선풍기에 손가락을 다치

기 쉽다는 불만이 동력이 되어 수차례의 도전 끝에 개발에 성공한 것이라도 한다.78)

소비자 예측이나 시장상황에 대한 리서치 분석보다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이를 직접 테스트하면서 수정 · 보완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그

러므로 다이슨의 혁신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쌓인 사실이 모여 만들어진다. 선풍

기의 단면은 비행 날개의 단면과 같은 모양으로 이 몸통의 뒤쪽에서 앞쪽으로 바람

이 불면 마치 비행기가 공기 중에 날아가는 것과 같은 형태의 기류 형성의 베르누이 

원리79), 제트엔진원리80)이다. 

⑪ Do Break Vase는 사용자에게 형식요소의 아름다움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도자기의 물리적 특성을 강조하고, 여러 가지 감성적 요소를 주입하여 이를 형상화 

하였다. 우리가 인생에서 거치는 단계적 전환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고전적 의미의 

탄생 단계, 부서지는 단계, 다시 함께 재현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매끄러운 곡선의 

도자기 안쪽에 고무재질로 마감하여 사용자가 임의로 도자기를 깨트림으로써 자신만

의 러프한 도자기 형태를 완성한다. 150년 된 도자기를 깨뜨린 사용자를 콘셉트로 

한 은유적 방법으로 제품을 완성하였다.81)

78) 김상규, 최경원 외(공)저, 2011,『디자이너 열전』, 현실문화연구, p.103

79) 다니엘 베르누이(Daniel Bernoulli, 1700~1782)가 1738년에 펴낸 주요저서인 "유체역학'에서 발표한 유체

역학의 기본 법칙 중 하나. 유체 동역학에서 유체가 흐르는 속도와 압력, 높이의 관계를 수량적으로 나타낸 

법칙이다. 이상(Ideal Fluid)에 대하여 유체에 가해지는 일이 없는 경우에 대해 유체의 속도와 압력, 위치에

너지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식이다. 

    출처: http://ko.wikipedia.org, 2014,05

80) 제트 엔진(영어: jet engine)은 제트 기류를 분출함으로써 뉴턴의 세 번째 운동 법칙인 작용-반작용 원리에 

의해 추력을 얻는 기관이다. 제트 엔진은 넓은 의미로써 터보제트, 터보팬, 스크램제트, 로켓 등을 포함하며 

좁은 의미로는 가스 터빈 엔진, 즉 터보제트만을 의미한다. 제트 엔진은 가스 터빈과 동일한 의미로도 쓰이

는데 이는 제트 엔진 대부분이 가스 터빈 엔진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출처: http://ko.wikipedia.org,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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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요소추출

[그림�44]� Proust,� Alessandro�Mendini

출처:� http://cappellini.it/en/products/sofas-and-armchairs/proust-geomet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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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스펀체어(Spun Chair)는 Tomas Heatherwick의 디자인으로 오브제 스타일

의 의자이며, 유머, 유니크, 재미 등의 요소를 디자인에 도입함으로써 사용자의 긍정

적 감성을 자극하고, 신체적 행동을 유도하는 어포던스 디자인이다. 팽이와 같이 360

도 회전이 가능한 의자는 의자에 앉는 행위만으로도 마치 놀이공원에 온 듯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낯익은 사물을 기하학적으로 단순화 시키는 형식요소 중심의 조형적 접근으로 

디자인을 시작하였고, 중심축을 기준으로 회전시켜 완벽한 대칭의 형태를 가지고 편

안한 의자를 만들고자 하였다. 폴리에틸렌(PE) 플라스틱을 이용해 회전성형공법으로 

제작하였고 내구성과 즐거움을 주는 유머러스한 형태로 사용자들에게 놀이의 즐거움

을 제공한다.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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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Fairs, Marcus, Wanders, Marcel (FRW)(2011), 21st Century Design New Design Icons from Mass  

Market to Avant-garde, Carlton Books, pp.270-271

82) 출처: http://www.heatherwick.com/magis-spun-chair/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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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5]� Andromeda� LED� Lamp,� Ross� Lovegrove

출처:� http://retaildesignblog.net/2011/05/23/andromeda-lamp-by-ross-lovegr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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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6]�Well-tempered� chair,� Ron�Arad

출처:� http://www.ronarad.co.uk/studio-pie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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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7]� Sketch� Furniture,� Front� Design

출처:� http://www.frontdesign.se/news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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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션캡처

Ⓞ&Ⓟ�가구
Ⓞ&Ⓟ�임의성,�의외성,� �

� � � � � �독창성,�독자성
�Ⓞ&Ⓟ�심미성,�즉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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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현상학,�인지심리학,� �

� � �재료학

Ⓚ�참여적�디자인�

� � �커스터마이징

� � �원-오프(one-off)디자인

Ⓚ�재료공학 Ⓚ�제작공정� -�수공예방식

�
Ⓟ�형.�형태,�구성,�구조,�

� � �변칙�비례,�스케일

Ⓟ�변칙,

� � �형,�형태,�구성,�리듬,� �

� � �질서,�심미성

[그림�48]� Kleer� Chair,� Karim� Rashid

출처:� http://karimrashiddesigns.wordpress.com/gallary/karimrashid430-kleer-pink/

Ⓒ�궁극의�가벼움,�투명하게�떠�있는�비물질적�오브제에�신기술을�결합한�제품

Inspiration,�이미지

Rule� Breaking
가능성�조직화 Ideation,�스케치 조형과정테스트

Ⓜ�신기술

� � _Kleer� :�무선오디오기술�

Ⓜ�새로운�제품�컨셉,�실험,�

Ⓣ�엠베디드

Ⓜ�기술과�재료의�결합

� � �비물질적�오브제�

Ⓣ�소재(유리)�원-피스로�

� � �제작�후�구부리는�기법

Ⓞ&Ⓟ�라운지체어+스피커
Ⓞ&Ⓟ�독창성,�심미성,

� � � � � �기능성
Ⓞ&Ⓟ�심미성,�미니멀리즘 Ⓞ&Ⓟ�심미성�

Ⓚ�사용자�경험,�감각과�정서,� �

� � �공감각,�감성

Ⓚ�에르고노믹스,

� �사용자�경험,�

� �감각과�정서,�공감각,�감성

Ⓟ�형,�형태,�구조,�질서,� � �

� � �균형_대칭

Ⓣ�색,�재료,�표면

Ⓟ�형,�형태,�구조,�질서,� �

� � �균형_대칭

[그림�49]� Cinderella� table,� Jeroen� Verhoeven

출처:� http://www.vam.ac.uk/content/articles/c/cinderella-table/

ⓟⓗ�실험적,�기발한�초현실주의

Ⓒ�전통과�테크놀로지의�결합을�통한�감성충족

Rule� Breaking

의외성� � �

가능성�조직화

가설설정

아이디에이션

스케치,

조형과정,�

프로토타입,시험사용,테스트

Ⓜ�수공예적�표현�배제

Ⓣ�Computerization

Ⓜ�신기술과�17~18세기�

� � �클래식가구와의�접목

Ⓣ�Computerization

�Ⓜ�형태조합,�결합법

Ⓜ�기술적�표현

Ⓣ�CAD/� CAM

� � � CNC�Milling�머신

� � �디지털�압축기

Ⓞ&Ⓟ�테이블
Ⓞ&Ⓟ�심미성,�기술적�효과,�

� � � � � �독자성,�고유성
Ⓞ&Ⓟ�심미성,�테크놀로지

Ⓚ�신기술,�

� � � 3D� Software�

Ⓚ�신기술,�

� � � 3D� Software�

Ⓟ�형,�형태,�

� � �변형,�왜곡,�

Ⓟ�기술적�표현,�

� � �재료의�성질,

[그림�50]�Quasi� console,� Benjamin�Aranda,� Chris� Lasch

출처:http://www.1stdibs.com/furniture/tables/console-tables/quasi-console-table-aranda-l

asch/id-f_457403/

Ⓒ� �디지털에�의한�형태생성�원리를�이용한�무작위,�불규칙의�미학�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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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 Breaking�

디지털�기술,

정보의�조직화

가능성�조직화

아이디에이션

스케치,�

프로토타입

테스트

Ⓜ�수공예적�표현�배제

Ⓣ�Computerization

Ⓜ�새로운�제품�컨셉�창출,�

� � �실험
Ⓣ�디지털�조형�

� � � _재료,�소재,�공정
Ⓣ�기술적�표현_프랙탈�기법

Ⓞ&Ⓟ�콘솔�테이블 Ⓞ&Ⓟ�심미성,�독창성� Ⓞ&Ⓟ�심미성,�임의성

Ⓚ�프랙탈�기하학 Ⓚ�재료공학,�수학적�원리 Ⓚ�재료공학,�수학적� �원리

Ⓟ�형태�생성�원리

� � � _반복과�점증

� � � _무작위,�불규칙

Ⓟ�형,�형태,�구조

� � �균형,�비례

� � �패턴

Ⓟ�디지털�형태�생성�원리

� � � � _반복과�점증

� � � � _무작위,�불규칙

[그림�51]� Freitag,�Markus� and�Daniel� Freitag�

출처:� http://www.freitag.ch

ⓟⓗ�업사이클링의�재활용으로�새로운�가치�

Ⓒ�개성과�고유성에�대한�존중,�소비자가�단�하나�뿐인�제품을�선택하는�데에�자부심�부여.

Rule� Breaking�

의외성
가능성�조직화

아이디에이션

스케치
조형과정

Ⓜ�새로운�제품의�가치�창출.

� � �재활용을�통한�새로운�

� � �제품의�의미�부여

Ⓜ�친환경적�메시지

� � �사용자�참여�디자인

Ⓜ�스토리,�소비자와의�교감

Ⓣ�색,�재료,�표면,�

Ⓜ�핸드메이드

Ⓣ�사용자�참여�제작�

� � �생산방식

Ⓞ&Ⓟ�에코백,�기능성(방수)
Ⓞ&Ⓟ�고유성,�독창성,� �

� � � � �심미성,�내구성,�희소성

Ⓞ&Ⓟ�고유성,�독창성,� �

� � � �심미성,�내구성,�희소성,�

� � � �기능성_방수

Ⓞ&Ⓟ�원-오프디자인

Ⓚ�제작방법,�기법

� � �심리학

Ⓚ�지속가능디자인

� � � _업사이클링

Ⓟ�형,�구조,�패턴

� � �색

[그림�52]� Seedbom,� Kabloom

출처:� http://kabloom.co.uk

ⓟⓗ�도시환경과�자연의�상호작용

Ⓒ�쉽고�편한�방법으로�도시를�자연으로�아름답게�가꾸기.

Rule� Breaking,� Inspiration�

반전,�의외성
가능성�조직화

아이디에이션,

스케치

CMF�Direction

형태�조형과정,�실험,�테스트

Ⓜ�고정관념에�반기

� � �감각의�부조화,�반전
Ⓜ�새로운�제품�컨셉�창출

Ⓜ�의외성,�유머,�재미

Ⓣ�성형,�재료,�표면

의미와�형태의�강제�결합

Ⓞ&Ⓟ�씨앗폭탄 Ⓞ&Ⓟ�지속가능성

Ⓚ�유기화학,�친환경

� �사용자�경험_신체적�행위

Ⓚ�사용자�경험

� � _신체적�행위,� �공감각,�

� � �감성

Ⓚ�기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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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형태적�모방 Ⓟ�무게,�스케일,�비례

[그림�53]� Dyson� air�multiplier

출처:� http://www.dysonairmultiplierfans.com

ⓟⓗ�기술의�창의적�적용으로� �기술의�예술화,�기술의�인간화

Ⓒ�디자인에�기술이�더해져�진정한�혁신표현

Rule� Breaking� �
정보의�조직화

가능성�조직화

아이디에이션

스케치

프로토타입,

시험사용,�테스트

Ⓜ�새로운�기술�적용�

� � � +�상상력
Ⓜ�디자인에�기술도입� Ⓜ�지속적인�수정,�보완

Ⓞ&Ⓟ�Air�multiplier�선풍기
Ⓞ&Ⓟ�기능성,�안정성

심미성,�독창성,�고유성
Ⓞ&Ⓟ�기술력

Ⓚ�제트엔진의�원리

� � �유체역학의�베르누이�원리
Ⓚ�모더니즘,�이센셜리즘 Ⓚ�모더니즘,�이센셜리즘

Ⓟ�형,�형태,�구조

질서,�균형,�비례,�스케일,�

Ⓟ�형,�형태,�구조

질서,�균형,�비례,�스케일,�

[그림�54]� Do� Break� Vase,� Frank� Tjepkema,� Peter� Van� der� Jagt

출처:� http://studio.droog.com

Ⓒ�최종�소비자가�도자기를�깨뜨리는�마지막�단계를�통해�나만의�도자기�크랙을�

� � �완성한다.�실험정신을�바탕으로� �우연의�효과,

Rule� Breaking�

의외성
가능성�조직화

아이디에이션

스케치

CMF�Direction

프로토타입

서비스�시뮬레이션

시험사용,�테스트

Ⓜ�심상적�사고

� �유추적�발상� _역설

� �상징,�은유

Ⓜ�새로운�제품의�가치�창출
Ⓜ�이질�소재의�결합

� � � _도자+고무�

Ⓜ�우연의�효과

Ⓣ�사용자�참여�완성�

� � �소재의�물리적�성질� �

� � � _깨트리기

Ⓞ&Ⓟ�화병
Ⓞ&Ⓟ�독창성,�예술성

� � � � � �정체성

Ⓞ&Ⓟ�퍼스널라이즈드,

� � � � � �원-오프�디자인

Ⓚ�커스터마이징

사용자�참여

Ⓚ�사용자�경험

� � � _행위를�통한�감성유발

� � �감각과�정서,�공감각

Ⓚ�재료에�따른�제작�방식,�

� � �기법

Ⓟ�소재의�물리적�성질 � Ⓟ�형,�형태,�변칙,�

[그림�55]� Spun,� Thomas�Heatherwick

출처:� http://www.aram.co.uk/spun-chair.html

Ⓒ�일상적인�사용을�위한�즐겁고�기능적인�디자인을�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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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piration�

이미지�
가능성�조직화

아이디에이션

CMF�Direction

프로토타입

조형과정,�시험사용,�테스트

Ⓜ�완벽한�대칭의�형식요소�

� � �표현
Ⓜ�재미,�유니크 Ⓜ�호기심,�상상력,�유머

Ⓣ�회전성형기법

Ⓞ&Ⓟ�의자 Ⓞ&Ⓟ�기능성,� FUN Ⓞ&Ⓟ�어포던스

Ⓚ�기하학
Ⓚ�형식요소,�인지적�욕구,�

� �사용자�경험-�행동유발

Ⓟ�형,�형태,�대칭,�균형

� � �질서�
Ⓟ�형,�형태,�대칭,�균형�

<표� 16>�디자이너의�철학� ·� 메시지�전달�디자인�사례의�구성요소

이상과 같이 유형별 사례 분석을 통해 추출된 디자인 요소들은 절차적 요소와 

내용적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절차적 수행단계인 디자인 프로세스는 시장상황과 

사용자에 대한 정보수집이 이루어지는 리서치 & 분석(Research & Analysis)단계와  

수집된 정보를 통해 가설을 세우고 가능성을 조직화하는 통합(Synthesis)단계,  실제

적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는 아이디에이션(Ideation)단계, 영감을 얻는 창의적 과정

의 단계인 영감과 룰브레이킹(Inspiration & Rule Breaking)단계, 조형과정으로 프

로토타입이나 서비스를 테스팅하는 실행(Implementation) 단계의 다섯 영역으로 분

류 할 수 있다. 

사용자 중심 디자인과 목적 · 대상 중심 디자인은 리서치 & 분석(Research & 

Analysis)단계부터 디자인을 시작하고, 작가적 심상표현을 위한 디자인과 디자이너

의 철학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디자인은 영감과 룰브레이킹(Inspiration & Rule 

Breaking)단계를 디자인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이 다섯 단계의 프로세스는 모두 거

치는 것은 아니며 디자인에 따라 특정 단계가 생략될 수 있다.

내용적 디자인 요소들은 절차적  수행과정에서 통합적으로 다루어져야할 필요

한 지적 능력을 네 가지로 나타내었다. 지식(Knowledge), 방법(Method&Tool), 원

리(Principles), 목적과 대상(Purpose&Object)이며, 이들은 전체의 체계 속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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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디자인 사고체계의 구성요소

  

4.1. 디자인 요소추출 분석

4.1.1. 개념설정과 접근방법

본 장에서는 디자인 요소추출을 과정을 거쳐 도출된 디자인 요소들을 절차적 

요소와 내용적 요소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디자인의 절차적 수행단계는 리서치 

& 분석(Research & Analysis)단계, 통합(Synthesis)단계, 영감과 룰브레이킹

(Inspiration & Rule Breaking)단계, 아이디에이션(Ideation)단계, 실행

(Implementation)단계의 다섯 영역이고,  내용적 디자인 요소들은 절차적  수행과정

에서 통합적으로 다루어져야할 필요한 지적 능력을 네 가지로 나타내었다. 지식

(Knowledge), 방법(Method&Tool), 원리(Principle), 목적과 대상(Purpose&Object)

이며, 이들은 전체의 체계 속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4.1.2. 절차적 구성요소

정보수집과 분석(Research & Analysis)의 과정은 인간과 환경, 제품과 서비스

의 관계를 다각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며, 인간의 심리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정보수집과 분석의 Research & Analysis과정은 객관적 디자인 접근을 위해 필

요한 사전 단계로서 인간과 환경, 비전, 사용자(고객, 인간), 경쟁자, 시장상황, 해당 

제품과 서비스의 분석의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인간을 둘러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한 정보수집과 미래 예측에 대한 분석의 과정이다. 이 단계의 세부내용으로

는 이미 발표된 기존 제품에 대한 조사, 이 제품을 사용하게 될 타깃이 되는 사용자

와 소비자에 대한 조사, 경쟁회사 제품에 대한 조사, 시장상황과 트렌드 등 디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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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Analysis

•인간과�환경�Human�&� Environment

•비전�Vision

•시장상황�Market� research�

•사용자�조사�User� research� �

•소비자�트렌드�Customer� Trend� �

•기술트렌드�Technology�&� Interface� Trends� � �

•CMF(Color/Material/Finishing)� Trend�Analysis

•적용�가능한�인접�학문� Involve� Disciplines

•제품분석�product� analysis�

•경쟁자�분석�Competitor� analysis�

•사용자�분석�User� research

� � _행동분석�_라이프스타일분석�_니즈파악

•브랜드,�마케팅�전략�Brand,�Marketing� analysis�

� � Tool

•인터뷰,�•포커스�그룹인터뷰,� �•심층인터뷰,�•에스노그라피,83)�•관찰법�•프로토콜�분석

•참여연구,�•컨셉�테스트,�•기능�평가,�•사용성�평가,�•페르소나

•Hits(히트),�•�ALoU,�•쌍비교분석,�•� Sequencing:� SML,�•�평가행렬표

<표� 17>� 정보수집과�분석(Research� &� Analysis)의� 도출된�디자인�요소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접근하는데 도움이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정보수집

과 분석의 단계는 디자인의 문제를 폭 넓게 이해할 수 있고 사용자와 환경의 관계분

석을 통해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소비자의 니즈와 문제점을 파악한 

후 객관적 근거에 의해 디자인에 접근하게 되므로 디자인으로 구체화 시키는데 실질

적 도움이 된다.

정보수집과 분석을 위한 구체적 방법과 기법은 문헌정보와 미래 예측법, 사용

자의 행동을 관찰하는 방법과 인터뷰 법, 사용성 평가 등의 방법들이 있다. 사용자 

즉,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 방법들은 사용자가 구조화되었는지 그렇지 않았는

지에 따라 서로 다른 관찰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정보수집과 분석의 추출된 디자인 요소를 정리하면 <표 17>과 같다.

83) 에스노그라피는 행동관찰과 심층인터뷰를 포함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구조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선점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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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piration� &� Rule� Breaking

•�이미지� Image�

•�소재�Materials� �

•�규칙파괴�Rule� breaking�•�의외성�Unexpected� �•�고정관념에�대한�반기�Refute� stereotypes� �

•�위험부담�Risk� taking� � � �•�저항�Resistance� � � � �•�감성적�충동�

Methods� &� Tool

•�상상력,�스토리,�기억,�생명력,�모험,�환상,�꿈,� � � �

� � �판타지

•�탈장르,�비현실

•�새로운�기술� �•새로운�소재� �•과학적�원리

•�오감,�감각과�정서,�공감,�반전

•�공감각�반응� _감각의�부조화�_강화�

•�유머,�과장,�엉뚱함,�펀fun

•�상징,�은유의�표현

•�의인화

•�심상적�사고�•�유추적�사고�•�기하�추상적�사고�

•�역설적�사고� �•�자유연상적�사고

•�시네틱스

•�브레인스토밍�

•�강제결부�_신기술과�전통기술�_기술과�재료�

� � � � � � � � � � � _의미와�형태� _소재와�형태

•�속성열거�

•�스캠퍼�

•�형태분석

<표� 18>� 영감과�규칙깨기(Inspiration� &� Rule� Breaking)의�도출된�디자인�요소

영감과 규칙깨기 (Inspiration & Rule Breaking)의 과정은 디자이너의 창의성

을 가장 극대화 시키는 디자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작가적 심상표현이나 

디자이너의 철학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유형적 디자인의 출발점이 된다. 이 과정은 

기존의 질서와 문맥을 뒤틀어 해석할 때 발현되며 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독

특한 감성, 색상과 구조에 대한 획기적인 발상 등 예술가 못지않은 창조적 영감을 

기본으로 한다. 이 단계에서는 남들과 차별되는 자신만의 개성을 발휘할 수 있고 스

토리, 소재, 형태, 기법 등 기존의 가치와 다른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고 새로운 가치

와 개성을 창조하고 실험하는 행위에 집중한다. 

영감과 규칙깨기 단계의 추출된 디자인 요소는 <표 18>과 같다.

통합(Synthesis)의 단계는 최적의 솔루션을 찾기 위해 컨셉을 탐색하고 이전 단

계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정제하여 조직화하고,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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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thesis

•Explore� Concept�

•정보의�조직화�Organizing� information� � �•�가능성�조직화�Organizing� possibilities

•문제의�구조화�Problem� Framing

•실험�Experimentation

<표� 19>� 통합(Synthesis)단계의�도출된�디자인�요소

문제를 구조화 한다.

도출된 정보의 수정과 피드백의 지속적인 과정을 통하여 일정한 방향을 갖춘 

형태로 만드는 작업을 수행하는 단계이다. 통합단계 과정의 추출된 디자인 요소는 

<표 19>의 내용이다. 

아이디에이션(Ideation) 단계는 디자인 과정에서 생산되는 무형의 개념을 물질

적인 표현의 매체로 전달하는 과정이다. 아이디어를 내고 시각화하는 디자인언어의 

유형으로 세부내용으로 아이디어 스케치, 스토리 보드, 프로토타입84) 등이 있다. 프

로토타입의 제작은 핸드 스케치에서 나타나지 않은 일련의 디자인 기술이나 시간적 

절차가 요구 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인간과 디자인된 결과물이 정보를 소통하기 위한 목적뿐 아니라 

디자이너 스스로가 자신의 관념과 소통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시각적 전달 

능력, 재료와 물성을 통한 감성적 표현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평면적으로 표

현되어 지는 스케치, 드로잉, 렌더링, 도면 등에 관한 표현 연습일 뿐만 아니라 모형, 

실험, 재료, 구조에 관한 입체적인 표현 연습에 해당되기도 한다.

이 단계에서 적용되는 구체적 프로토타입은 컨셉형 프로토타입으로 디자인의 

간단한 목업(Mock-up)이나 미완성의 모델을 제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실행 단

계의 프로토타입과 구별된다. 컨셉형 프로토타입은 초기 디자인 단계에서 신속하고 

저비용으로 아이디어를 탐색하는 데 유용하다. 

84)  프로토 타입은 프로세스나 컨셉을 테스트 하기 위한 초기 샘플이나 모델로 목적에 따라 컨셉 검증, 제품 

검증, 프로세스 검증, 생산검증으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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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ation

•아이디어스케치� Idea� sketch� �•드로잉�Drawing

•스토리�Story� � � � � � � � � � � � � � �•컨셉형�프로토타입�Prototype

Methods� &� Tool

•브레인스토밍� Brainstorming•카드소팅Card� sorting�•이미지�맵� Image�map

•스틱키�보드� Sticky� board�•보이스�메모Voice�memo�•메모�보드Memo� board

•스토리보드�Storyboard

•시나리오Scenarios� �•스토리텔링�Story� telling� �•페르소나�Persona�

<표� 20>�아이디에이션(Ideation)의�도출된�디자인�요소

Implementation

•조형과정� Formative� Process

•모델링�Modeling

•프로토�타입� Prototype

� � � � � � � � � � � � � _전개형�프로토타입� _제품검증�프로토타입�_생산�검증�프로토타입�

•시험사용,�테스트�Pilot,� Testing

Methods� &� Tool

•Computerization� _CAD�CAM�디지털�기법

•전통기법�_공예�

•전통기술과�디지털�기술과의�결합

<표� 21>�실행(Implementation)단계의�도출된�디자인�요소

아이디에이션(Ideation) 단계의 추출된 디자인 요소는 <표 20>과 같다. 

실행의 전개형 프로토 타입은 개발되면 계속적으로 수정을 거쳐 평가되고 최종

제품이 나올 때까지 반복적으로 수정된다.85) 엔지니어, 디자이너 등 제품생산과 관

련한 모든 전문가들을 동원, 최종적인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85) William Ledwell, Holden, Kritina. Butler, Jill. 2006, 『디자인 불변의 법칙 100가지』 Universal 

Principles of Design, Rockport (2003), 방수원 옮김, 서울: 고려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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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도출된�절차적�구성요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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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도출된�디자인�요소

대상 •�제품�product�•�서비스�컨텐츠� service� contents�•�U.I� /� UX

목적

•기능성� functionality� _경량성�_부피최소�_다기능성

•사용성�usability�•실용성�practicality�

� � � � _학습의�용이성�Easy� to� learn� _사용의�효율성�Efficient� to� use�

� � � � _기억의�용이성�Easy� to� remember_적은�오류� Few� errors�

� � � � _주관적�즐거움�Subjectively� Pleasing

•생산성�productivity�•�경제성�economics_비용� cost� _원가절감

•안전성� safety�•이동성�mobility�•조작성�operability�•내구성�durability� �

•가변성� changeability�•호환성�Compatibility� �•신뢰성�Reliability

4.1.3. 내용적 구성요소

 

문제해결이란 현재 상태에서 목적 달성을 위해 진행되어가는 복잡한 인지적 과

정으로서,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된다. 조형 과정의 경우 주어진 주제의 조건들을 만족

시키기 위한 값을 찾아 나가는 논리적인 문제해결의 과정이 있을 수 있고, 스스로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를 설정하여 자신의 감정에 몰입하면서 내적 동기에 따라 전적

으로 해결안을 찾아가는 감성적 문제해결의 과정이 있을 수 있다. 대개의 조형작업은 

이 두 과정이 복합적으로 혼재하는 경우가 많다.86) 

존 듀이(John Dewey)는 문제해결의 과정을 반성적 사고(reflective thinking)로 

간주했다. 반성적 사고란 문제 해결의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사고를 

일컫는다. 듀이의 문제해결과정은 첫 단계는 문제인식의 단계로 창의적 성취에 필요

한 기술이라 할 수 있으며, 이미 여러 연구에서 문제 발견 능력이 문제해결 능력보다 

창의적 산물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 

조형 기획에서도 이 문제의 발견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제가 외부로부터 주

어진 것이건 스스로 선택한 것이건 기존의 문제를 인식하고 발견한다는 것은 해결책

이나 발전 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87) 

  

86) 문찬, 김미자, 신희경, 임남숙, 이상훈 공저, 2010, 『기초조형 Thinking』, 안그라픽스, p.23

87) 앞의 책,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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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성�esthetics�•�예술성�artistry�•�희소성� scarcity�

•정체성� identity�•지역성� regionality�•고유성�endemism�•독자성�originality�

•지원성�affordance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브랜딩�Branding� �•마케팅�Marketing

지식� /�
이슈

•철학�Philosophy�•미학�Aesthetics�•의학�medicine

•심리학�Psychology� _인지심리cognitive� psychology,�인식론�Epistemology,�지각과�인지�

� � � � � � � � � � � � � � � � � � � � � perceptive� &� cognition

� � � � � � � � � � � � � � � � � � � � _행동주의�behaviorism� _반응,�감각의�강화,�부조화�_어포던스

•기호학�Semiotics

•기하학�Geometry�•비유클리드기하학�None-uclidean� geometry�

� � � � � � � � � � � � � � � � � �•�유클리드기하학�Euclidean� geometry�

•공학�Engineering� _인체� /�인간공학,�에르고노믹스� �

� � � � � � � � � � � � � � � � � � � � Human� factors� &� Ergonomics,� HF�&� E

� � � � � � � � � � � � � � � � � � � _구조공학� structural� engineering,�하이테크�high-tech

� � � � � � � � � � � � � � � � � � � _재료공학�Material� Engineering

� � � � � � � � � � � � � � � � � � � _감성공학�human� sensibility� ergonomics

•현상학�Phenomenology�

•색채학�Chromatology�

•인접학문연계,�협업� Involve� disciplines�•다학제

•마케팅�Marketing�•브랜딩�Branding�•틈새시장�niche�market�•판매�•유통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_친환경� � _업사이클링�•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바이오미미크리

•본질주의�essentialism�•미니멀리즘�•유기주의

•상징주의� symbolism� �•역사주의�historicism�

•소셜디자인�Social� design�•공공디자인�public� design_공유가치�_공공성�_적정기술

•크라우드�소싱�•참여적�디자인�•커스터마이징�•퍼스널라이즈드�•원-오프

•안전기준�•디자인�법률

원리

•조형�요소�Elements� of� form

� �•형태� Form�

� � � � � � � � _자연형태�_유기적�형태� _추상형태�_기하학�형태� _비기하학형태

� �•빛� Light

� � � � � � � _반사� _중첩� _투과� _굴절� _착시� _광택

� �•CMF�칼라,�소재,�질감,�피니싱�

� � � � � � � _물리적�성질�Physical� Properties_자연소재_인공소재_기타소재�

� � � � � � � _화학적�성질�Chemical� Properties� �

� � � � � � � _하이테크High-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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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_표면Surface� _�표피Skin� _패턴Pattern

� � � � � � � _시각적�특성� _광택_일루전_투명도_

•물질형식화�Materialization

� �•형� Shape

� �•형태� Form�

� �

� �•덩어리�Mass�•질감�Texture�

� �•구조� Structure

� � � � � � � � � _구조_탈구조

•조형�질서�Oder� of� Form�Unity

� �•조화�Harmony� _대칭� Symmetry� _대칭� Symmetry� /�비대칭�Asymmetry

� � � � � � � � � � � � � � � � � � _비례�Propotion� _분할�Division� /�왜곡�Distortion� /�변형Transform

� �•대비�Contrast� _균형�Balance_불균형� /�강조� Emphasis

� �•다양성�Variety� � � � �

� � � � � � � � � � � � � � � � � � _리듬�Rhythm� _점증� /�반복� /�교대� /�점진� /�연속� /�무작위� /�불규칙

� �•구성�Composition� � _배치�Arrangement� -�집중�Concentration� /�방사

� � � � � � � � � � � � � � � � � � � � � � _콜라주�Collage� _장식�Onarment� _변칙�Anomalous

•역사적�선례�Historical� Precedent

� �•양식� Style

� �•사조�~ism

� �•규범,�엑시엄�Norms,� Axiom

� �•모방� Imitation

방법�
&�
툴

•Computerization�

� � � � � � � � � � _알고리즘� � _파라메트릭� � _버츄얼리즘

•전통기법�

� � � � � � � � � � _수공예�_핸드메이드�_디지털수공예�_디지털�조형

•제작공정�

� � � � � � � � � � _성형� _표면처리� Finishing� _조인� Join

•제작기법� �

� � � � � � � � � _3D� Printing� �

� � � � � � � � � � � � _RP(Rapid� Prototype)

•제작기술

•발상기법

� � �•자유연상�접근� _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역브레인스토밍� /� �브레인라이팅� /

� � � � � � � � � � � � � � � � � _�마인드�맵,�희망열거법,�생각�이어나가기,�스캠퍼(SCAMPER)�

� � �•강제결합�_강제결합법� Forced� fitting� /� _속성열거법� /� _속성변형� /� _아이디어계통도� /

� � � � � � � � � � _속성전이� /� _형태종합/� _체크리스트/� _매트릭스법/�

� � � � � � � � � � _형태분석법�Morphological� analysis/� �

� � � � � � � � � � _카탈로그기법� /� _목록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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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추발상�_시네틱스/_개인적�유추/_환성유추/_상징유추/_고든법/_사물과의�대화

� � �•은유�metaphor

•분석기법

� � � _히트�Hits� /� _ALoU� /� _쌍비교분석법� Paired� comparison� analysis� /� _평가행렬표

evaluation�matrix

� � � _결정트리�Decision� Tree

•조사기법

� � _인터뷰� Interview� /� _관찰동행� /

� � _에스노그라피� /� _

� � _시나리오Scenarios� /_스토리텔링�Story� telling� /_페르소나�Persona�

•사고방법

_기하추상적사고/_유추적사고/_심상적사고/_시스템적사고

<표� 22>�도출된�내용적�디자인�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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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도출된�내용적�구성요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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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디자인�사고체계와�구성요소

4.1.4. 디자인 사고체계의 구성요소

추출된 디자인 요소의 내용과 절차를 종합하여 하나의 디자인 체계로 구성하면 

[그림 58]과 같다. 이 체계는 다양한 디자인 접근 방법의 내용과 프로세스를 포함하

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의 작업에 앞서 전체적 체계를 파악하고, 미리 예측해 보는 

등 자신의 위치나 경향을 파악해 볼 수 있는 가이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내부의 작은 링의 모양은 디자인의 절차적 과정을 보여주고, 바깥쪽의 큰 원은 

디자인의 내용적 요소가 배치되어 있는 체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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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체계는 앞서 디자인을 4가지로 분류한 근거와 디자인 결과물의 특성에 따라 

내부의 절차적 단계의 과정과 출발점이 달라지게 된다. 리서치&분석 (Research & 

Analysis), 통합(Synthesis), 영감 및 규칙깨기 (Inspiration & Rule Breaking), 아이

디에이션(Ideation), 실행(Implementation)의 다섯 단계로 분류되어있다.

절차적 단계의 바깥쪽의 디자인 내용은 이 수행과정에서 통합적으로 다루어져

야할 필요한 지적 능력을 네 가지 영역에 나타내었다. 지식(Knowledge), 방법과 툴

(Method&Tool), 원리(Principle), 목적과 대상(Purpose&Object)이며 이들은 전체

의 체계 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디자인의 절차적 과정은 현재 상태에서 목적 달성을 위해 진행되어가는 복잡한 

인지적 과정으로 특히 조형 과정의 경우 주어진 주제의 조건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값을 찾아 나가는 논리적인 문제해결의 과정이 있을 수 있고, 스스로 표현하고자 하

는 주제를 설정하여 자신의 감정에 몰입하면서 내적 동기에 따라 전적으로 해결안을 

찾아가는 감성적 문제해결의 과정이 있을 수 있다. 대개의 조형작업은 이 두 과정이 

복합적으로 혼재하는 경우가 많다.88) 

그러므로 어떠한 디자인 접근방법을 선택할 것인지에 따라 모든 단계를 다 거

칠 수도 있고 또는 특정 단계가 생략되기도 하고 순서가 바뀔 수 있다.

[그림 59]는 디자인의 접근 유형 중 객관적 접근 디자인에 대한 체계의 구조로 

리서치와 분석의 단계로부터 디자인을 출발하게 되며, 디자이너의 자기표현 디자인

과 디자이너의 철학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주관적 접근 디자인은 영감과 규칙깨기의 

단계부터 디자인을 시작하는 [그림 60]의 체계를 가진다.

존 듀이(John Dewey)는 문제해결의 과정을 반성적 사고(reflective thinking)로 

간주했다. 반성적 사고란 문제 해결의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사고를 

일컫는다. 듀이의 문제해결과정은 첫 단계는 문제인식의 단계로 창의적 성취에 필요

한 기술이라 할 수 있으며, 이미 여러 연구에서 문제 발견 능력이 문제해결 능력보다 

창의적 산물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 조형 기획에서도 이 

88) 앞의 책,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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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디자인�사고체계(객관적�접근�디자인)와�구성요소

문제의 발견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제가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이건 스스로 선택한 

것이건 기존의 문제를 인식하고 발견한다는 것은 해결책이나 발전 안을 제시할 가능

성이 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89) 

디자인은 프로세스라는 절차를 통해 무형의 개념을 물질적인 표현의 매체로 전

달하는 과정이다. 이는 인간과 디자인된 결과물이 정보를 소통하기 위한 목적뿐 아니

라 디자이너 스스로가 자신의 관념과 소통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시각적 

전달 능력, 재료와 물성을 통한 감성적 표현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평면적으

로 표현되어 지는 스케치, 드로잉, 렌더링, 도면 등에 관한 표현 연습일 뿐만 아니라 

89) 앞의 책,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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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0]�디자인�사고체계(주관적�접근�디자인)와�구성요소

모형, 실험, 재료, 구조에 관한 입체적인 표현 연습에 해당되기도 한다.

디자인을 배우는 학생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디자인의 유형에 따라 철학, 개념, 

디자이너가 갖추어야 할 지식, 디자인 방법과 기술 등의 세부 요소들을 디자인의 유

형에 따라 단계와 적용 지식을 선택하고 의도에 적합한 일련의 우선순위와 단계, 절

차를 운용하고 실행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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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디자인 요소의 내용과 형식

본 장은 디자인의 접근 유형에 따라 분류된 디자인의 요소들을 실제 적용이 용

이하도록 과정적 방법과 내용적 구분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프로세스의 운용, 아

이디어 데이터베이스, 업무절차, 제품의 가치, 사용성, 비전을 보는 방식 등과 같은 

행동으로 이어지는 실천전략도 디자인 과정에  포함된다. 즉, 범주화된 프레임 속에

서 전략적 지침으로서 구체적인 방향에 따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포지셔닝 해야 

한다. 그러므로 의도하는 디자인에 따라 이에 해당되는 내용적 요소들을 비중과 순서

에 따라 프로세스의 선택적 운용을 통해 각 단계별로 진행할 수 있다. 이는 교육모형

을 제시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전 체계의 구성을 디자인 프로세스에 따라 형식요소

와 의미요소로 구분 한다.

4.2.1. 개념설정과 접근방법

디자인 사고체계내의 내용적 요소들을 살펴보면,  형식(미적) 요소, 의미(내용, 

가치) 요소, 기능(기술적)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세 가지 요소의 구분은 디자인 사

고체계내의 하부내용들을 적용할 때  우선순위와 비중에 따라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

는 내용적 구분이다. 이 구분은 심리학자 테메(Temme)90)가 분류한 미적세트요인와 

의미세트요인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고, 여기에 디자인 적용을 위해 필요한 기능

(기술)적 요인을 포함시켰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 사고의 내용적 구분을 

90) 심리학자 테메(Temme)는 관찰자가 채택하는 인지 세트를 두 종류로 제시하고 있다. 그의 해석 틀에 따르

면, 관찰자의 경험의 작업이 객관적인 맥락적 연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미적 세트와 관찰자의 경험행위의 

기대감에서 유래되는 주관적 연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의미세트로 구분한다. 여기서 미적 세트는 주로 

형식구조의 관점에서 파악되는 인자들로 형태의 지각적 특질과 관련된 미적 차원이다. 인간은 이러한 미적

세트인자에 대해 직관적으로 반응하게 되며 형식구조에 의한 표현성의 의미를 지각하게 된다. 반면, 의미세

트의 인자는 형태의 경험에 있어서의 인지구조, 심상, 스키마 등과 관련된 인지적 경험 구조의 속성이 작용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형태에서 경험되는 의미세트인자에 의한 형태의 지각적 특질에서 나온 의미뿐만 아

니라 인간의 인지 구조와 관련된 연상과 이미지에 의해서 다른 의미체계와 조합되어 경험되는 의미체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출처: Moore G.T & Golledge R.G. Environmental knowing: Concepts and Theories,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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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요소, 의미요소, 기능요소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요소들은 명확하게 구분되는 각

각의 개념이 아니라 각 요소들이 서로 어울리는 과정을 통해 디자인으로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디자인의 의도에 따라 특정요소가 다른 요소들에 비해 상대적 우위에 

있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 본 장에서는 요소들의 구체적 개념과 각각의 요

소우위중심의 디자인을 예시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4.2.2. 형식요소의 개념과 형식요소 중심 디자인

형식요소라는 용어는 심리학자 테메(Temme)가 대상의 자극에 관련된 객관적

이고  맥락적 연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미적 판단 작업91)을 언급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로, 형식구조의 관점에서 파악되고 이해되는 요소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인지구조에 깊이 관여되는 의미 요소와는 달리, 형태와 지각적 특질에 관련된 

미적 차원을 이해하는데 유익하기 때문에 미적요소라 불리기도 한다.

이 요소들을  리이드(H. Read)는 ‘형식’의 개념으로  스미스(P. F. Smith)는 ‘1

차적 질서의 미적 경험(First Oder Aesthetics)’의 개념으로 파악하여 이해하였다. 벌

린(D. E. Berlyne)은 ‘인간의 두뇌는 일상적 경험에서 어떤 패턴들이 지니고 있는 역

할과는 상관없이 특정패턴들에 대해 우호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여 인간

은 특정의 소리, 형상, 색채, 리듬 등을 깨닫는 일종의 생득적인 미적 감성을 소유하

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미적요소는 지각적 정보에 직접적으로 기초한다. 조

형요소의 형태구성의 성분이 조합되어 크기, 밝기 등과 같은 속성으로 경험되는 것은 

이러한 미적 요소 영역에 속한다.

인간은 이러한 미적요소에 대해 직관적으로 반응하며 형식구조에 의한 표현성

의 의미를 지각하게 된다. 시대와 문화, 사회상황을 초월하는 보편적 타당성을 지니

는 것으로 이해되어 형식미학의 범주에서 주로 분석되어왔으며, 형태 심리학에 기초

91) Temme, J.E. Effects of mere Exposure, Cognitive Set and Task Expectations on Aesthetic 

Appreciation, Corzier W.Ray & Chapman Antony J.(eds.)  Cognitive Processes in the Perception of 

Art, New York : North Holland, 1984, p.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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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Carlton�책꽂이,�

Ettore� Sottsass,� 1981.

(출처:http://www.design-muse

um.de/en/collection,� 2014.04)

한 단순형태 구성의 개념과 원리, 요소는 미적 체험에서 강조되어왔다.

미적요소와 관련된 구성개념, 원리,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구성개념은 

형식의 분절효과, 지각적 특질, 형태의 역동적 표현, 형태구조(Gestalt), 미적특질과 

법칙, 작품의 효과구조, 형식구성의 결정론적 관계성, 1차적 감각, 존재형태, 시각적 

구성, 단순성, 질서, 일관성(Coherence), 명쾌성(Clarity)와 관계된다. 구성 원리는 이

러한 구성개념으로부터 얻게 되는 구체적인 미적 경험현상이며, 통일, 조화, 리듬, 균

형, 비례, 대비, 반복, 색채, 우세함(Dorminance), 생동감, 독창성 등을 포함한다. 구

성요소는 구성 원리를 구체화하기 위한 도구이며, 점, 선, 면, 매스, 형태, 형상, 크기, 

스케일, 방향, 패턴, 질감, 명암, 색조, 기하학 형태, 수평, 수직, 빛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미적요소인자들은 형태 생성을 위한 유용한 정보로 활용하여 왔으며, 

주로 조형 중심적 디자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 미적요소가 디자인의 출발을 위한 

도구로 설정된다.

형식요소 중심의 디자인은 주로 작가의 심상을 표현한다든지,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예술가적 탐구를 통한 형태미학이 표출되고 있다. 재료의 특성과 

물리적 성질이 형식요소로 반영되며, 여러 가지 상

이한 재료를 조합하면서 우연의 효과를 결과물로 획

득하기도 하는 등 추상표현주의 작가들이 추구하는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형식요소 우위의 디

자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칼톤(Carlton) 책꽂이는 기하학적 형태의 나

무구조를 서로 교차시켜 대칭의 큰 틀로 분할하는 

수직, 수평, 사선의 구조를 지닌 형태요소중심이 대

표적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추구되는 절

대 미의 개념은 과거 역사적이고 인과적 관점의 해

석을 배제하고 작품의 내재적 영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작가의 심상을 표현

했다고 할 수 있다.   

 로스 러브그로브의 머큐리(Mercury)샹들리에는 심플한 알루미늄 원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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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Mercury,�

Losslovegrove,� 2007

(출처:www.rosslovegrove.com/i

ndex.php/custom_type/mercury�

2014.05)

[그림� 63]� Seamless� collection,�

Zaha� hadid,� 2006

(출처:http://ifd-arch.blogspot.kr/

2011/12/seamless-collection-lon

don-uk.html� 2014.04)

아래 조약돌 같은 오브제를 매달아 공중에 떠 다니

는듯한 유기적 형태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 크롬도금을 이용한 광택의 표면처리로 형식

미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조명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에도 자연광에 의한 광택의 반사를 이용해 모빌 

조형물 같은 시각적 효과를 발휘하기에 충분하다.

 자하 하디드의 심리스 컬렉션(Seamless 

collection)은 전통적인 결과위주의 표현방식보다

는 독특한 시각을 가진 과정 중심의 표현방식을 택

하고 있다. 다양한 시점을 통해 무중력 상태에서 

본 듯한 시각으로 자신만의 투시도법을 개발하여 

다시점의 시각적 착각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예술가

적 형식미를 추구한다. 부드러움과 날카로움, 볼록

함과 오목함이 만나는 조각적 감성적 언어로 풀었

다. 구조적으로는 사용자가 어떻게 조합하고 배치

하느냐에 따라 계속해서 변형되는 탈구조, 불확정

적인 형태를 취한다.      

4.2.3. 의미요소의 개념과 의미요소 중심의 디자인

의미요소는 디자인된 오브제가 가지는 내용과 가치를 포함된 개념으로 사용자 

또는 관찰자의 경험행위라는 기대행위로부터 연유되는 주관적 연상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의미추측과 관련된 것이다.92) 사용자에게 미적요인이 채택될 경우 그의 미적 

경험 작업은 의미를 추측하는 쪽으로 향하게 된다.

인간은 문자를 포함한 상징, 도상, 지표로 자기 생각을 포함하고 다른 사람의 

92) ibid, p.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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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을 읽으며, 서로 의사소통한다. 이렇게 자기 생각을 표현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

각을 읽어내는 행위를 의미작용(signification)이라 하고, 의미작용과 기호를 통해 메

시지를 주고받는 해위를 커뮤니케이션이라 한다.

의미요소의 디자인적 특징은 의미와 상징을 중심으로 한 디자인의 내용적 측면

을 말한다. 의미에 대한 이해는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인 상태이더라도 환경과 자기 

자신에 관한 느낌을 찾는데 도움을 주는 요소이다. 이 의미요인들은 제품과 형태의 

경험에 있어서 인지구조, 심상, 스키마(Schema) 등과 관련된 인지적 경험구조의 속

성이 작용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제품의 형태에서 경험되는 의미는 미적요소

에 의한 형태의 지각적 특질에서 나온 의미뿐만 아니라 인간의 인지구조와 관련된 

연상과 이미지에 의해 부과된 다른 의미체계와 조합되어 경험된 의미이다. 리이드

(H. Read)가 동일한 형식들도 상이한 표현적 가치를 지닌다고 언급하여 표현을 형식

과 구분한 것은 이를 뒷받침해 준다. 

프랙(N. L. Prak)은 이러한 표현적 가치를 의미체계와 관련된 영역으로 분류하

여 대응적 의미(parallel meaning), 도상적 의미(iconology meaning), 상징적 의미

(symbolism meaning)로 구별하고 있다. 심리적 반응양식의 측면에서 이 의미요인들

은 판단을 행하고 있는 사용자 지향적인 반응과 관련되며, 평가적 속성을 갖게 되므

로 선호도의 문제와도 관련된다.

의미요소와 관련된 구체적 영역들은 도상(icon), 상징(symbol), 은유

(metaphor), 환유(metonymy)로 설명할 수 있다.

도상(icon)93)은 사물의 모습이 기호에 그대로 반영되어 우리의 인지체계, 곧 

개념, 사고, 의미의 모습이 형태, 구조에 투영된 것을 말한다. 다른 모든 기호유형들

과 내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그것이 성질, 개체, 법칙에 상관없이 그 무엇과 닮음으로 

인하여 그 대상을 재생하는 바의 기호이다. 따라서 도상은 본질적으로 재현적인 것이

고 기호자체의 성격이 대상체에 전이된 것이므로 그 원본의 대치물이 되기에 적합하

다. 닮음이란 표상 속에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지시대상, 대상의 질 또는 전체적 특성

에 대한 외형적 진술이며, 이 때 표상은 특정한 매체를 통하여 지각적 개념의 등가물

93)  Gyorgy Kepes, 1965, The nature and art of motion, New york: George Braziler, p.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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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생산해 내는 것이다. 

상징(symbol)은 일종의 관례에 의해 대상과 연결되거나 또는 그것이 지칭하는 

대상의 대표자로 간주하는 이지적 해석에 의해 대상과 연결되는 기호이다. 심리적 

차원에서 보면 상징이 어떠한 대상을 의미할 수 있는 것은 기호와 대상 또는 의미간

의 상호관계의 관습적 사용에 의해 관념적 연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상징의 시각적 표현 중 은유(metaphor)는 한 사물의 양상이 다른 하나의 사물

로 넘겨져 두 번째 사물이 마치 첫 번째 사물처럼 서술되는 것을 가리킨다. 즉, 원래 

지시하고자하는 사물을 우회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여러 주제들로 하여금 은유의 

배후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은유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첫째, 선명함을 위하

여 둘째, 간단함을 위하여 셋째, 모호함을 꾀하기 위하여 넷째, 과장을 위하여 다섯

째, 축소를 위하여 여섯째, 수식을 위하여 은유를 사용한다는 것이다.94) 이는 은유가 

보편적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어떤 것을 통해 그 이전과 다른 새로운 효과

를 나타내기 위한 것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은유는 그 구성에 있어 상징적이며, 다른 사물로부터 차용된 명칭을 수단으로 

해서 원래 지시하고자 하는 사물을 우회적으로 표현한다. 연상법칙에 의해 연결되는 

은유는 보다 가공적이고 초현실적 효과를 기호 사용자의 마음에 일으킨다.95)  또한 

은유는 실 대상체에 대한 리얼리티를 추구하고 상징화하여 존재하지 않는 비현실성

을 드러내는데 은유가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된다. 

감정, 관념 그리고 자연적인 질서를 무시하고 무의식적인 느낌을 움직이게 하

는 대상 등의 의식적인 실제사물들을 잠재의식으로 결합하여 실현시키게 한다. 순수

예술의 초현실주의 작가들은 그 무의식적인 경험을 현실과 결합시키는 은유를 창조

해내는 일상세계에서 기이한 것을 추구하기도 한다.96)

환유(metonymy)는 어떤 하나의 사물 또는 사실을 표현하기 위해 그것과 관련

이 깊은 다른 사물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사물에 의해 감추어

진 전체를 지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은유가 대상들 간의 관계를 새롭게 창조하는 것

94)  Terence Hawkes, 1979, 『은유 Metaphor』, Metaphor , 심명호 옮김, 서울대학교 출판부, p.19

95)  김경용, 1994,『기호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 민음사, p.74

96)  박정순, 1997,『대중매체의 기호학』, 서울 : 나남출판사,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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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Tea� bag,� Naoto�

Fukasawa,� 2000�

(출처:http://www.naotofukasaw

a.com/2014.02)

[그림� 65]� Grove� Road� Helmet,�

Giro,�

(출처:http://www.giro.com/eu_e

n/2016.03)

[그림� 66]� �

Haptic-gel-remotecontrol,�

Panasonic� 2008�

(출처:http://www.spoon-tamag

o.com,� 2014.02)

이라면 환유는 그러한 관계를 이미 전제하고 있는 것

이며, 이 전제적 관계는 환유가 인간의 경험을 토대

로 세습적인 지식과 문화에 의하여 특정 사항들 간의 

이미 통념화된 관계로 결속되어 있다. 다시 말해 어

떤 현실적 측면의 한 부분을 나타내는 하나의 기호가 

그 현실의 전체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 환유에 의한 

의미작용이다.

  디자인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의미 요소의 

구성개념, 원리,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구성개념은 

작품의 경험구조, 의미구조, 상징, 이미지, 2차적 감

각, 공감각  등과 관련된다. 구성 원리로는 안정성, 기

능성, 복합성, 다양성 등이 포함되며, 구성요소로는 

장식, 고전적 요소, 디테일 등이 포함된다. 이는 디자

인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유용한 정보가 되며 디자

이너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 사용자에게 어떻게 

받아들여 질 수 있는가를 말해준다. 

 나오토 후카사와(Naoto Fukasawa)의 홍차 

티백은 홍차가 가장 맛있게 우려진 시점을 동그란 고

리의 색의 변화로 인지하게 한다. 고리의 색도 홍차의 

붉은 색과 같은 색이 되도록 하였다. 시각적 요소인 

컬러와 미각을 결합하였고, 젤 리모콘은 시각적 촉감

의 공감각적 의미요소를 강조함으로써 사람들의 무의

식적인 인지행위를 포착하는 디자인이다.  

 [그림 65]의 Grove Road Helmet은 필름인서

트 몰딩(Film-Insert molding)의 표면처리기법을 이

용하였다. 실용성과 기능성을 위한 경량의 소재에 실

제 금속소재와 같은 효과를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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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기능(기술)요소의 개념과 기능요소 중심의 디자인

앞서 설명한 의미요소 즉 관념적인 내용을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데 필요한 기

능적인 요소를 말한다. 여기에는 실제적 기능과 관련된 요소와 더불어 그 기능을 구

체화하기 위한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포함하는 내용적 요소이다. 

이는 대상을 ‘무엇으로’ 실체화 시킬 것인가에 관한 보충적 영역으로서 현실적

이고 구체적인 물질에 관련된 매체나 도구 그리고 수단을 의미한다.

예술기호론의 저자 얀 무카로프스키(Jan Mukarovsky)는 인간이 사회 내에서 

발휘하는 기능을 ‘직접적 기능’과 ‘기호적 기능’으로 나누고, 다시 직접적 기능을 실

제적 기능과 이론적 기능으로, 기호적 기능을 상징적 기능과 미학적 기능으로 나누어 

총 4개의 기능으로 세분하였다.  실제(실용)적 기능은 인간이 직접적으로 발휘하는 

기능으로 인간의 근본적 조건을 반영해주는 ‘기능자체’이다. 이론적 기능은 실제적 

기능과는 달리 하나의 기능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 기능을 이론에 의해서 반성

하고 발전시키지 않는 다면 사회생활에서 낙수되고 소외될 것이라는 이론이다.

기호적 기능에 속하는 상징적 기능은 실제적 기능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이 실

제적 기능 외에 다른 것을 상징하기도 하는 기능을 말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적 

기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본래의 목적과는 전혀 관계없는 상징물로 변질되는 경

우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미적 기능은97) 실제적 기능처럼 합리적 목적과 인과론적 

측면으로서의 기능은 아니지만 매우 중요시되는 기능으로 무카로브스키에 의하면 미

적기능은 대상을 격리시켜 관심을 끌게 하는 응력, 만족감을 불러일으키는 능력, 이

미 상실된 능력을 대치하는 능력을 가진다. 

요헨 그로스는 확장된 기능주의 이론을 발표하면서 제품을 수많은 실제적 기능

(Practical Function)과 상징적 기능(Symbolic Function), 미적기능(Aesthetic 

Function)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물로 파악하였다. 즉, 제품을 다양한 기능들을 동시

에 갖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상징적이고 미적인 제품 기능의 방법론적이고 경험적인 

이해를 통하여 디자인에서 사회적이고 심리적 차원의 것들을 전면에 부각시켜야만 

97)  유형식, 2004, “무카로브스키의 예술기호론”, 뷔히너와 현대문학23,  p.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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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의�사용

객체(제품)

실제적�기능(O)

� � � (미적�기능)� -�제외

주체(사용자)

이론적�기능(O)

� � � � � (상징적�기능)� -�제외

<표� 23>�베른트�뢰바하의�기능�개념도

[그림� 67]� Carbon� fiber� chair,�

shigeru� ban,� 2009

(출처:http://www.shigerubanarchit

ects.com/works.html,� 2014.01)

[그림� 68]�이중사출�안경테

하는 필연성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기능개념도에서 설명하는 미적기능은 본 연구에서는 형식요소에서 다

루고, 상징적 기능은 의미요소에서 주로 다루기 때문에 이 기능요소에서는 실제적 

기능과 이론적 기능만을 다루는 것으로 한다. 그러

므로 제품의 실제적 기능을 위한 구조, 형태, 기술

을 포함하는 요소를 말한다.

반 시게루(Shigeru ban)가 디자인한 카본 소

재의 의자는 매우 가벼우면서 유연성을 가진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디자이너는 가벼움과 견고함

을 살린 발전된 소재의 사용으로 높은 강도의 구조

를 가진 초박형, 초경량의 기능에 충실한 의자를 

만들어 냈다.

이중사출이라는 제작공정상의 성형방법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재료를 금형 내에서 순차적

으로 사출 성형하여 제품을 얻는 방식이다. 기존

의 단품으로 사출 후 조립하는 방법보다 제조공정

의 간소화와 조립의 틈새가 없어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안경테와 노우즈 패드의 재료

인 실리콘의 이중사출 방식을 적용하여 품질과 더

불어 기능적 측면을 강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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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디자인�체계의�절차와�내용의�구조도

전체적인 내용적 하위구조의 세 가지 요소와 절차적 요소를 구조화하면 [그림

69]와 같다. 형식(미적)요소는 1차적 질서의 미적개념, 이로부터 얻게 되는 미적 경

험현상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의미요소는 인간의 경험의 인지구조와 상징, 은유, 환

유적 디자인 개념을 말하며, 기술을 포함한 기능적 요소는 실제적 기능에 영향을 주

는 구조, 형태 등과 같은 개념을 의미한다. 

디자인의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디자인과 예술의 영역을 구분해 왔음에

도 불구하고 아티스트와 디자이너들은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 목적, 과정, 방법론 등 

어느 정도 공유해온 것은 사실이다. 사회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를 위해 아티스트들

은 디자이너의 문제해결 중심의 분석적 방법론을 응용하였으며, 일상의 현상을 관장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리서치 방법을 활용하였다. 반면, 디자이너

들은 아티스트들의 사회적, 정치적, 윤리적 담론 내용과 방법들을 디자인 콘텐츠 구

성에 적용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통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디자인 아트는 ‘예술로서

의 디자인’, ‘디자인의 실질적인 기능성 보다는 추상적인 기능성에 초점을 둔 디자

인’, 또는 ‘기능성에 초점을 둔 사용 가능한 예술’로 명명되기도 한다. 디자이너의 관

점에서는 일반적으로 조형작업을 할 때 주제가 주어지면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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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단계를 거친다. 예를 들면 이미 발표되었거나 만들어진 조형물 또는 디자인을 

찾아보기도 하고 시행기술을 찾아서 구조와 원리, 표현기법을 이해하고자 한다. 그러

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자신의 조형작업에 적용하기 위한 창의적 컨셉을 만들어 내

야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결국 어떠한 디자인의 유형을 선택하여 프로세스를 진행 하더라도 과정 중에는 

디자인의 출발점이 다를 뿐 창의성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하는 단계와 정보를 분석하

는 단계를 필연적으로 거치게 된다. 로우(Rowe)가 분류한 정보에 의한 접근과 유형

에 의한 접근 방식의 상호보완적 접근, 합리적 사고와 유추적 사고의 혼용, 사실주의

적 해석과 추론적 해석의 보완 등이 이 같은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선택된 

요소와 단계의 설정, 즉 위계(Hierarchy)의 설정은 매우 중요하다. 같은 내용적 요소

를 가져도 위계에 따라 디자인 결과물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접근의 출발유형

에 따라 하부구조와 절차, 그리고 디자인 사고체계 내에서의 연관성 등을 파악해야한

다. 

주관적으로 접근하는 디자인은 주로 Inspiration이나 Rule breaking부터 시작

하고 객관적 접근은 Research와 Analysis부터 시작하는 경향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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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CPS를 적용한 디자인 체계 교육모형 제안

5.1. 기본 모듈(Module)의 요소

디자인 교육모형으로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각각의 요소를 [그림 21]과 같

이 세 가지의 세부항목으로 구체화 하였다. 미적요소를 다루는 형식요소는 외형의 

스타일링과 CMF(Color, Material, Finishing), 구성(구조)로 나누었고, 의미요소는 

경험, 상징, CMF로, 기능요소는 기술, CMF, 실제적 기능으로 분류하였다.

유형(Type)으로 접근하는 구성의 모듈은 기능요소보다는 형식요소나 의미요소

의 비중이 높은 경향이 있고, 정보로 접근하는 구성의 모듈은 형식요소보다는 의미요

소, 의미요소보다는 기능요소의 비중이 높은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제 좋은 디자인

이 되기 위해서는 형식요소, 의미요소, 그리고 기능요소라는 각각의 요소만을 단편적

으로 적용시키기 보다는 세 요소가 융합된 내용으로 모듈을 구성하는 것이 통합적 

사고와 창의적 디자인을 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정해진 목표와 컨셉에 따라 반

드시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두고 디자인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시각적 이미지를 보고 영감을 떠올려 디자인에 접근하고자 하는 경

우는 작가의 심상을 표현하는 형식요소우위의 접근이 될 것이고, 미래의 시나리오나 

스토리텔링적 접근, 그리고 개인의 직관과 경험으로부터 디자인의 출발점을 찾으면 

디자이너의 철학과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의미요소 우위의 디자인이 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사용성의 정의나 실현가능한 기술적 대안을 염두에 두고 디자인을 출발

하고 싶다면 기능요소 우위의 디자인 접근이 될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모듈을 구성하기 위해 형식요소, 의미요소, 기능요소의 3가지 

세부항목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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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0]� 형식요소의�세부항목

5.1.1. 형식요소의 세부 항목

형식(미적)요소의 세부항목은 형태와 스타일링, CMF, 구성과 구조로 분류하였

다. 우선 형태, 스타일링 항목의 디자인 적용을 위한 세부분류는 자연적 형태와 추상

적 형태로 구분하였다. 자연적 형태는 자연현상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며 새로운 

형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 형태는 유기적 형태로 주로 생물의 이미지나 자연과 우주

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다. 그러므로 고정된 형태감이외에 생물이나 우주의 움직임

과 생동감, 부분적 모양을 모티브로 삼은 형태 및 리듬감, 볼륨감 등의 시각적 효과를 

포함한다. 

이와 대응되는 추상적 형태는 인위적 형태로 기하학 형태와 비기하학의 형태로 

구분 할 수 있다. 기하학 형태는 원, 삼각, 사각, 그리드 등을 이용하여 디자인의 ‘내

적 통일성(self-unity)’을 이루고 디자인의 보편적 질서와 조화를 인간의 의식 속에 형

성시킬 수 있다. 미학적 측면의 기하학은 적절한 기하학적 형상을 통해서 명료성, 통

일성, 조화 등의 특질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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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F 항목의 디자인 적용을 위한 세부요소는 재료의 시각적 특성과 물리적 특

성을 반영한다. 시각적 특성은 칼라, 텍스추어, 패턴, 광택, 일루젼, 투명도 등의 요소

이며,  물리적 특성은 자연소재, 인공소재와 같은 소재의 근원적 특성에 따른 요소를 

의미한다. 자연소재는 나무(목재, 합판), 섬유, 가죽, 고무, 종이 등이며, 인공소재는 

플라스틱, 금속, 기타소재로는 유리, 석재, 세라믹 등이 있다.  

구조는 형태적 특성상 수리적이고 조직적인 조형과정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으

며 대부분의 형태가 여러 부분들의 조합(fabrication)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구조를 관통하는 주요 주제는 구조와 탈구조이다. 

부분의 조합 방식, 즉 짜임새를 구조라고 할 때 그것은 사물의 형상과 기능을 

결정하는 핵심이 되기도 한다. 구조의 측면에서는 수직, 수평의 구조와 자연의 구조

로부터 구조를 발상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 자유로운 형상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탈구조의 요소가 있다. 탈구조는 기존의 플라톤적인 수직성과 이

상적 단순성의 자의적 형식주의로부터 탈피하여 자의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다양한 

가능성들로 이루어진 질서로부터 출발한다. 발상의 출발점은 기존 구조의 탈피, 기존 

구조의 변형, 기존구조의 파괴가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탈구조는 구조되어 있는 약

속사항이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진다. 

5.1.2. 의미요소의 세부항목

디자인의 의미요소는 사용자에게 정신적 내면에 감동을 주고 디자인의 결과물

로 하여금 새로운 경험으로 이끄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의미요소는 경험, 이미지, 

스토리 등의 요소를 포함하는 감성 디자인의 근원이라 할 수 있다. 

슈미트(Schmitt)는 마케팅 활용을 목적으로 인간의 경험의 유형을 다양화하여 

전략적 경험 모듈(SEMs)을 제시하였다. 전략적 경험 모듈은 인간의 경험을 창출시

키는 요소들을 디자인 관점과 경험의 과정적 측면에서 재해석하여 다섯 가지 요소를 

추출하였다. 감각적 경험(Sense), 감성적 경험(Feel), 행동을 통한 경험(Act),사고를 

통한 경험(Think), 관계(Relate)적 경험이다.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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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통한 경험은 개인의 자아를 광범위한 사회 문화적 상황과 관련시킴으로

써 국가, 사회, 문화와 같은 추상적인 사회적 집단과의 연결을 의미하는 것을 말한다. 

타인들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크라우드소싱이나 공유가치의 개념을 적용

하고, 사용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디자인과 사용자에게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커스터

마이징 개념을 디자인의 적용시키는 경우가 해당된다.

신체적 행위를 통한 경험은 자신이 직접 생생하게 무언가를 하고 행동함으로써 

얻는 직접적 경험을 의미한다. 인간은 몸을 움직이고 어떤 일을 처리하고 난 후 그것

을 인지할 때가 있으며 자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몸의 느낌을 알 때도 있다. 우리는 

사고하고 창조하기 위해 근육의 움직임과 긴장, 촉감을 떠올릴 때가 있는데 이때 몸

의 상상력이 작동하며, 이때 사고하는 것을 느끼고 느끼는 것은 사고하게 된다. 이처

럼 인간은 신체적 행위를 통해 느끼고 경험한다.

사고를 통한 경험은 사용자의 지적 욕구를 자극하는 창조적이고 인지적인 경험

을 말한다. 과거에는 인지와 감성은 별개의 심리과정인 것으로 생각하는 이원론적 

사고가 있었지만 현대 심리학은 이 두 가지가 밀접히 연결된 두뇌작용임을 밝히고 

있다.99) 즉 감성이 인지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인지적 창의성이 감성적 즐

거움을 느끼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감정과 정서를 통한 경험은 어떠한 상황에서 인간이 즉각적으로 느끼는 감정적 

경험이다. 인간이 가지는 다양한 욕구들은 감성과 관계가 있으며, 감정과 정서를 통

한 경험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감각적 요소들에 대한 반응의 결

과라고 볼 수 있다. 

감각에 의한 경험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의 오감과 더불어 공감각의 

감각적 지각을 통한 경험을 의미한다. 감각의 인지구조는 단일한 지각체계의 경험에 

의한 정보의 입력이 아니라 입체적이고 다면적인 복합감각의 수용과정에서 단일한 

감각의 인지를 다른 감각의 인지와 혼합하여 판단하게 되는 인지체계100)라고 할 수 

98)   Schmitt, B., 2002, 『체험 마케팅 : 품질이 아닌 체험 중심의 차별화 전략』, Experiential 

      marketing(1999), 박성연, 윤성준, 홍성태 옮김, 서울: 세종서적

99)   Donald Norman, 2006,『이모셔널 디자인』, Emotional design : why we love (or hate) everyday 

      things, 박경욱, 이영수, 최동성 옮김, 서울: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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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감각은 단일한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공감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관계를 통한 경험과 신체적 행위를 통한 경험, 사고를 통한 경험은 인간이 직접

적으로 행하는 능동적 경험요소라 할 수 있으며, 감정과 정서를 통한 경험과 감각을 

통한 경험은 비교적 수동적으로 느끼는 인간의 경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오브제는 물리적 실체와 동시에 상징적 의미를 포

함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오브제는 인간의 내재된 욕망을 형태적으로 구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간의 내적 문제들은 오브제의 물리적 사유체계들 즉, 색채, 형

태, 빛, 재료 등에 의해 형상화된다. 이 사유체계는 근원적 영감을 가지고 디자인으로 

표출된다. 원천적 모티브가 디자인으로 승화하기 까지 활용되는 주로 사용되는 디자

인 방법으로는 유추와 은유 같은 추론기법이 주를 이룬다.

상징은 언어와 달리 직관적인 형태로 감정이나 정서와 같은 인간의 내면적인 

감정세계의 상태를 표현하려는 경향이 있다. 인간에게 의미는 상징작용에 의하여 일

어나며 상징은 인간의 의식세계를 주도하는 근본 작용이라 할 수 있다. 감성, 스토리, 

공감의 세 가지 세부 항목으로 디자인의 발상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의미요소에서 찾을 수 있는 CMF의 세부항목은 새로운 소재에서 느껴지는 인

간의 감성적 측면을 고려하고, 디자인에 적용하고자 할 때 디자이너의 직관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크게 반응, 직관적 판단, 감각, 정서의 4가지로 분류하였다. 

의미요소는 경험, 상징, CMF의 세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5.1.3. 기능(기술)요소의 구체적 내용

 기능(기술)요소는 실제 제품과 서비스의 실제적 기능에 해당되는 부분, 기술, 

CMF로 분류하였다. 세부항목으로는 실제적 기능에 해당되는 요소는 실용성, 합목적

성, 편리성, 내구성, 다용도성, 효율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조적 기능에서는 가변

성, 이동성, 융통성, 연계성, 관계성의 세부항목으로 가진다. 구조적 기능은 시스템적

100)  김효일, 2013, “미디어생태학으로 본 경험과 감각기관의 확장연구”, 디지털디자인학연구, Vol.13 No.2,  

      한국디지털디자인학회, 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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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의미요소�세부항목

인 구조를 의미하므로 변형가능하거나 연결해주고 상호네트워크, 높낮이를 조절하

는, 상하좌우로 움직이는 등으로 디자인에 적용할 수 있다.

 신기술 요소는 디자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으로 재료기술, 표현 · 

구현기술, 가공 · 제작기술 등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CMF는 칼라와 소재가 기능 중심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능성 소재들과 디자이

너의 감성적 자극을 위해 소재의 반응과 연상되는 소재의 키워드로 분류하였다. 이와 

더불어 공정상의 성형, 조립, 표면처리 등도 세부항목에 포함된다.

5.2. 선택 모듈(Module)의 적용 

디자인 결과물을 기준으로 디자인의 출발점과 목적을 정하고 기본 모듈을 선택

하고 나면 이에 추가되는 다양한 선택모듈을 적용할 수 있다. 기본 모듈을 선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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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기능(기술)요소의�세부항목

도 디자인 과정상 창의적 결과 또는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숙지해야 할 

구체적 디자인 내용들은 매우 방대하다. 이에 선택 모듈은 세트의 개념으로 학생들이 

쉽게 접근하는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다. 발상하기와 조형문법, 디자인원리, 표현도

구, 사고법 등을 묶어서 제공하고 있다. 

5.2.1. 형식요소와 선택사항

형식요소 중심의 디자인 사고와 발상은 조형의 의미를 담은 것으로 조형이란 

여러 가지 것을 사용하여 어느 관념에서 형체를 만들어 내는 것을 뜻한다. 어떤 물질

을 빌어 이것에 필요한 형태를 부여하는 행위를 뜻하며 이는 재료의 설정과 기법 개

발을 통한 모든 창조적 표현활동이 포함되며 하나의 기능아래 표현시도의 종합적 추

구가 수반된다. 조형은 인간이 일정한 생활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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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재료를 가공, 형성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한 결과이며 기술에서부터 형태를 만드는 

모든 일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다. 

조형의 의미가 담긴 용어로 영어의 모델링(modeling), 형뜨기(moulding), 형태

부여(form giving), 조화적 배치, 구조, 현상(conformation), 형식화작업

(formalization) 등이 있다.101) 

형식요소 중심의 디자인 활동에 필요한 기초적 능력을 Moore와 Gay에 의해 

정착된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형태적, 도형적 측면에서의 유창함을 발산한다. 둘째, 

형상이나 이미지를 도형 단위로 발산하고, 특정의 문제 상황에 대응하여 도형으로서

의 해를 발산하여 구하는 응용의 유연성을 찾는다. 이는 이미지를  많이 그리는 능력

으로 그림을 이용한 아이디어의 발산적 생산 자체를 말한다. 셋째, 어떤 형태, 형식으

로부터 새로운 사용방법을 발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을 도형의 재정의 과정을 

통해 완성한다. 넷째, 대상에서 형태를 인지하는 구성과 구조적 측면으로 분리하여 

형태를 인지해본다.

101)  박경애, 2008,『입체조형연구』, 서울: 기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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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발상하기 조형생성문법 표현법

형태

/

스타

일링

F-

s1

사물에서�

발상하기

사물의�형태에서�발상하기

_이미지�기억에�남아�있는�형태

_지역적�형태,�민속적�형태

_은유(이미지)

_탈구조(언어)

_기하학� -� 유클리드

_비기하학� -� 비유클리드

대칭� -� 균형

리듬� -� 멜로디

비례� -� 스케일

강조� -� 통일

도형� -� 배경

중첩� -� 투명성

접힘� -� 펼침

프랙탈,�카오스,�보로노이

생명체의�형태에서�발상

_생명의�형태,�생명력

_자연계의�형태

_힘이�흐르는�형태

_성장의�형태

_동적인�형태

운동감

생동감

볼륨감 황금비,�수열,

자기복제,

피보나치

나선형

대칭� -� 균형

리듬� -� 멜로디

비례-� � 스케일

강조� -� 통일

F-

s2

도형에서�

발상하기

추상적�형태에서�발상

_기하학� -� 유클리드

_비기하학� -� 비유클리드

반복,�중첩

콜라주

프랙탈,�카오스,�보로노이

비례,�스케일

변형� �

_더하기,� _추출하기

_왜곡

F-

s3

디지털�도구를�

이용하여�

발상하기

생물학적�유형

변형

증식(Proliferation)

분지(Brannch)

혼성

무작위성

파라매트릭

수학적기하학

(topological)

동일구조의�다표면

움직임과�역학

형태변이개념

유전알고리즘

랜덤알고리즘

역학적�유형

물질계

무작위성

현상계

F-

s4

역사적�양식의�

접목

사조� /� 양식

표현주의

인용

재현

형식주의

추상주의

환원주의 미니멀,�이센셜리즘

신고전주의

초현실주의

형식� /� 규범 황금비,�수열,� 비례

<표� 24>�형태,�스타일링을�위한�사고와�발상의�코드분류

1) 형태, 스타일링을 위한 사고와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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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분류 세부분류 조형문법 발상하기� � � � � � � � � � � � � 표현기법� /� 가공법

칼

라

/

소

재

F-

cm
1

시각적�특성

_칼라�

_텍스추어

_패턴,�

조직

_광택

_일루젼

_투명도

_~같은,

� ~느낌의�

재료,�표면�

(유리,�천,�

금속,�가죽�

등)

투과

반사

중첩

_자연에서�발상

�텍스츄어,�그래픽효과

_새로운�시각적�경험

�미시의�세계,�거시의�세계

(현미경�새로운�시각의가시화)

_빛,� 영상의�가상이미지

_전자미디어

_비정형적�패턴�조합

Tint,� Tone,� Shade

_짜기(weaving)꼬기,� �

� 주름

_겹치기,�중첩,�

_미디어�융합

F-

cm
2

물리

적�

특성

자연

재료

_나무

_섬유

_가죽

_고무

_종이

유연

지속

부가

삭제

교차

겹침

해체

변형

투과

반사

중첩

굴절

인습

적�

재료

의�

탈피

_본질적�속성(순수성)

_재료의�수공예적�표현

_자연,�원소재의�첨단�

�기술적�방법표현

_업사이클링

_불확실한�경계,�경계의�삭제

_접기,�구부리기

_맞물리기,�둘러싸기

_편조,�꼬기,� �

� 뒤틀기,�주름

_깨다,�쪼개다

_얽다.�쌓다

_회전,�늘리다

_통과하다.

_겹치기,�중첩,�병치

_뚫기,�찢기,�구기기,� �

� 짜기,�섞기

_재료의�치환,�전이,� �

� 역설�

인공

재료

_플라스틱

_금속

낯설

게�

하기�

-물성�

교란

_동일�재료의�이질적�결합

_서로�다른�재료의�

�합성�또는�병치

_전략적�착시와�해체�

기타

재료

_유리

_석재

_세라믹

표

면

F-

fi1

성형

비정형

불규칙

프로토타이핑

_CNC

(Computer� Numerical� controlled)

_RP(Rapid� Prototyping)

� SLA/SLS/LOM/FDM

_3D� Print

_사출

_압출

_캐스팅

_취입성형

_원심성형

_진공성형

결합

접착

용접

조임새

F-

fi2
표면

세포패턴

직물패턴

비늘패턴

(천연재)질

감

물결무늬

~느낌의�

재료,�표면�

(유리,�천,�

금속,�가죽�

등)

_새로운�시각�경험

�미시의�세계,�

� 거시의�세계

(새로운�시각의�가시화)

_연마(Polishing)

� � � _Blasting,� Engraving,� Patterned,�

_표면�코팅(Coating)

_인몰드� _필름인서트몰딩

_에칭

_프린팅

_스탬핑

_도금

_증착

_전사

<표� 25>� 형식-CMF를�통한�사고와�발상의�코드분류

2) 형식의 CMF를 통한 사고와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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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분류 발상하기 표현기법 조형문법

구조

/

구성

F-

ds1

구

조

_직선,�수직�

수평�구조

_선,면�구조

_섬세한�구조

_유연한�구조

부분으로�발상하기

구조의�틀� +�

표면(표피)

표면(표피)� �

솔리드,�타공,�

직조,�패널

물리적�

융합

물리적�

변형

물리적�

소거

부품의�모듈로�

발상

구성요소별�

발상

결합법에�의한�

발상(조합법)

기계적�체결

접합

일체성형

분해-결합

복제-변형-결합

결합방식의�선택과�

사용

_자연의�구조

_동물학적�구조�

�바이오미미크리

_식물학적�구조

_결정학적�구조�

_새로운�시각�경험

�미시의�세계

� (새로운�시각의�

가시화)

시스템적�구조

유기적�구조

가변적�형태

진화적�생동감

F-

ds2

탈

구

조 

구조되어�있는�장식의�

일탈

병치를�통한�의미의�

모호성

중첩에�의한�다원성

경계�흐리기

기존�구조의�탈피

콜라주

몽타주

이질적인�요소,�스타일의�

결합

요소의�중첩

조합과�해체의�재구성

양식차용,�결합,�충돌

이미지�결합

탈�그리드

해체,�왜곡

환유적�치환

무질서에�의한�질서

정형·비정형성의�상호작용

스케일의�변형

복합성

모호성

부조화성

다의성

복잡성

난해성

불확정성

생동감

기존�구조의�변형

기존�구조의�파괴

<표� 26>� 구조와�구성을�위한�사고와�발상의�코드분류

3) 구조와 구성을 위한 사고와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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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분류 발상하기 표현� /� 적용 조형문법

경

험

S-

e1

감각기를�통한�

경험(sense)

_오감을�통한�발상

(시,� 청,� 후,� 촉,� 온도,�균형)

_공감각�

_새로운�시각적�경험

미시의�세계(현미경)

인터랙션,�움직임,�반등,�

_감각의�강화�

_부조화�

_차단

경험유발�요소�활용

_빛,�미디어,�소리,�온도,�

신소재,�

S-

e2

정서를�통한�

경험(feel)

사랑,�위로,�안심,�감동,�

동심�등과�관련된�감정
친근감,�호감의�감성을�활용

디지털에�친숙한�

아날로그의�접목

S-

e3

신체적�행위를�

통한�경험(act)
신체적�지각의�활성화�

행위유발

역동성

반응성

즐거운�효용성

유머,�유쾌한�반전,�과장,�

엉뚱함,�유아적�표현,�

대중문화의�수용

S-

e4

관계를�통한�

경험(relate)

타인과의�관계�속에서�

형성되는�감성체험

사용자�경험

사회�문화적�경험

미디어,�데이터의�시각화

_크라우드소싱

_참여적�디자인

_공유가치

_커스터마이징

_네트워크,�소통

_인터랙션

� �내쥬럴,� � � �

� � 하이테크

� �미디어

� �빅�데이터

디지털에�친숙한�

아날로그의�접목

S-

e5

사고를�통한�

경험(think)
상상력,�스토리,�기억

_펀(fun)디자인

_공유가치

_로우테크� � 하이테크

_감각의�강화�

_부조화�

_차단

유머,�유쾌한�반전,�과장,�

엉뚱함,�유아적�표현,�

대중문화의�수용

<표� 27>�경험�요소를�위한�사고와�발상의�코드분류

5.2.2. 의미요소와 선택사항

1) 경험 요소를 위한 사고와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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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분류 � � � � � 발상하기 � � � � 표현� /� 적용 �조형문법

상

징

S-

s1
감성

_재료

_추상적�발상

�빛,� 색,� 인터랙션,�

_은유,�재현,�인용,�중첩,�

_콜라보레이션

�아티스트,�이종업계,

�제품+서비스(컨텐츠)

_미디어,�데이터

행위유발

_반전

모방,�위장

왜곡,�과장

팽창� -� 수축

부가� -� 삭제

확대� -� 축소

해체� -� 복체

무작위성

비결정성

유연성

가변성

유동성

S-

s2
스토리

_감정이입

_상상력

(대상에�고정된�의미부여)

공감각적�경험

유희

인터랙션

미디어

파블라102)

유머,�유쾌한�반전,�

과장,�엉뚱함,�유아적�

표현,�대중문화의�수용

S-

s3
공감 _감정이입

행위유발

역동성

반응성

즐거운�효용성

상품에�담긴�문화적�의미,�

이야기,�감성

감성인터랙티브

에코,�힐링,�웰빙

상호작용을�통해�

인공물에서�생울체로�

변화,�진화

정신적�능률과�생리적�

쾌적성,�자연에의�복귀

<표� 28>�상징요소를�위한�사고와�발상의�코드분류

2) 상징요소를 위한 사고와 발상

  

개념 언어 도출 >이미지의 단어 나열 >도출된 이미지 시각적 표현. 형, 면 촉각

재료 등 또는 도출된 이미지를 시각적 표현 대신 개념 언어의 감정적인 내용을 대신

하여 표현할 수 있는 사물, 풍경, 자연현상 등을 수집한다. 시각적 심상의 유기화를 

통하여 자기의 심리적 지적 경험의 상징적 질서를 구체화 시킨다. 

 실제 구체화시키는 현실화는 상징형식의 결과물로써 시각적 심상언어의 이미

지를 시각적 형태로 점, 선, 면 등의 조합에 의해 디자인 요소로 구체화 하여 전체적

인 상징작용을 이끌어 낸다.

102)  어떠한 이야기나 상황에 필요한 필수요건이 되는 대상과 과정(사건)을 말하며,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기본

요소가 된다. 소설이나 드라마, 음악, 미술 등에서 리메이크되는 과정에서 원작 즉, 가장 핵심이 되는 사건

(event)를 말하는 것으로서 파블라는 항상 변하지 않고 스토리 단계에서 시대와 대상에 맞에 다양하게 변화

하는 것이다.  출처: Mieke bal ,1999,『서사란 무엇인가』한용환, 강덕화 옮김.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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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 �발상하기 표현� /� 적용 조형문법

C

M

F

S-

cm
1

반응

� � Interactive

통합,�품질,�공중부양,�얇은�막,� 색깔변화,�

복합재료,�폐기�및�복구

_shaping_color_optically_adhesion

� � Self-working

� � Resistant

� � Insulation

� � Absorbing

� � Changeable

Light� emitting

Energy-storing

Surface� treatment

Human� body� friendly

Eco-

S-

cm
2

직관적�판단

� � Smart� technology

� � No� waste

� � Optical� effects

� � Flexible� structure

� � Sound� control

� � Strong� building

� � Free� form

� � Finish� touch

S-

cm
3

감각

� �오감
촉각적�상호작용�

Tactile� interaction,� Sense� of� illusion

� �공감각 감각의�강화,�감각의�부조화,�감각의�차단

� �균형감각

� �온도감각 따뜻한�느낌,� 환상적�재료,� 표면� Illusion

S-

cm
4

정서

친화� � 대립

친밀한,�일체감의,�아늑한

모순된,�불확실한,�애매한

동적인� � 정적인

놀라운,�신선한,�당혹스러운,�

흥분되는

안정감,�주의깊은

_정직한�재료

� (Honest�

Material)

_Natural�

Interaction

_스토리를�담은�

재료

_지역성의�재료

_과거�재료에�

담은�향수

전통표현기법

natural� interaction

Real� material�

combination

<표� 29>� 의미요소의� CMF를�통한�사고와�발상의�코드분류

3) CMF를 통한 사고와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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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분류 세부분류 발상하기 표현,�적용 조형문법

기

능

/

기

술

FT-

f1

실제적�

기능

실용성

합목적성

편리성

�자연의�원리�이용하기,�형태�속성� (형태적�기능)

� � � � � � � � � � � � � � � � � � � � � � 기능�속성

� � � � � � � � � � � � � � � � � � � � � � 경험�속성

내구성
�자연의�진화과정,�표면,�스킨,�비늘,�굴곡진�형상

�기술�재료의�혼합

다용도성 가변성,�모듈,�유닛,�휴대,�이동

효율성

_자연의�생리적�기능을�통한�발상

�온도감식,�메아리,�초음파

_자연의�구조

�표면,�비늘,�굴곡진�형상

_유기적�질서

�바이오미미크리

FT-

f2

시스템

(구조적

기능)

가변성

� �생태학적�구조

� �기술적

모듈,�유닛,�비고정적 다양성

이동성 휴대성 운동성

융통성 가변성

연계성 네트워크

관계성 상호작용

FT-

f3
기타

지속가능

_Less� waste

_Less� Energy

_Reduce_Recycle_Reuse

_Material

유니버설
_신체를�잘�유지�한다

_특수한�것에서�일반적인�것으로�행위의�맥락으로�발상

참여적�디자인 크라우드�소싱,�사용자�참여

소셜�디자인 공공성,�공유가치,�적정기술

FT-

f4
목적

사용성� usability

안전성� Safety

경제성� Economic�

efficiency

� 절감가치

� � _소재,�부품,�생산�공정,�에너지,�생산비�등

생산성� Productivity

경량성�

Weight� reduce�

중량성

<표� 30>�실제적�기능을�위한�사고와�발상�코드분류

5.2.3. 기능(기술)요소와 선택사항

1) 실제적 기능을 위한 사고와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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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코드 분류 발상하기

기능

기술

의

C

M

F

FT-

cm
1

기능

기능성

전도성� � Insulation

친환경성� � Eco-friendly

투과성� � Permeablity

저항성� � Resistant

무게� � Density

스스로�작동하는� Self-working

탄성도� � Elasticity

강도� � Strength

가소성� � Plasticity

유연성� � Foam� Flexibility

내구성� � Durability

반응

흡수하는� Absorbing

변하는� Changeable

빛을�내는� Light� emitting

에너지를�저장하는� Energy-storing

인간�친화적인� Human� body� friendly

에코� eco-

FT-

cm
2

공정�

성형 성형방식을�통한�형태생성

조립 조립방식을�통한�구조,�탈구조

표면
기능적�표면처리� Surface� treatment

스킨,� Skin

<표� 32>� 기능(기술)요소의_CMF를�통한�사고와�발상�코드분류

코드 분류 발상하기 응용�적용 조형문법

신

기

술

FT-

t1
재료�기술

새로운� 시각적� 경

험_현미경

� �콜라보레이션

� �아티스트,�이종업계,� �

� � 제품+서비스(컨텐츠)

FT-

t2
표현,�구현기술

3D프린터

파라매트릭
환유

왜곡,�과장

팽창,�수축

부가,�삭제,�교차,�확대축소,�해체,�복제

FT-

t3
가공,�제작�기술

RP를�적용한�사고

모션인식

모방

위장,�변장,�

왜곡,�과장

팽창,�수축

부가,�삭제,�교차,�확대축소,�해체,�복제

<표� 31>�기술적�요소�위한�사고와�발상� �코드분류

2) 기술적 요소 위한 사고와 발상

3) 기능 기술 - CMF를 통한 사고와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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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CPS의� 4단계� 8요소

5.3. 디자인 적용을 위한 CPS요소

앞서 창의적 문제 해결모형에서 제시하는 단계에 따라 순차적인 활동을 지원하

기위해 기본 모듈을 구성하였다. 본 장에서는 기본 모듈과 CPS모형을 사용하여 디자

인 체계교육모형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기본 모듈의 구성은 디자인의 기본적인 발상과 표현에 있어 방대한 내용을 접

근하기 용이하도록 디자인의 기본 재료를 모듈의 개념으로 제시한 것이고, CPS모형

은 창의적인 개념의 디자인 문제해결과정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학생 스스로 

관점을 분석하고 재해석하여 일반적인 개념을 자신만의 개성이 반영된 독창적 개념

으로 변환시키기 위해 어떻게 사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CPS모형은 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4단계의 8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크게는 

관리 요소인 Plan단계와 과정요소인 Understanding단계, Idea단계, Action단계 구성

되어 있다. 4단계에는 구체적으로 8개의 세부 요소가 있다. 

8개의 세부 단계는 모두 생성하기와 초점화하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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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하기를�위한�발상법 초점화하기를�위한�발상법

브레인�스토밍

(Brainstorming)

대표적� 발산적� 사고도구로� 다양

한� 시각에서� 많은,� 다양한,� 독특

한� 아이디어를� 생성해내는� 사고

도구

히트

(Hits)

여러� 가지� 대안들� 가운데서� 가장� 그

럴듯하게� 보이는� 아이디어를� 선택하

는�사고도구

강제

결부법

(forced� fitting)

서로�관련이�없어�보이는�사물이

나�단어들을�연결해�봄으로써�새

로운� 가능성을� 생각하도록� 돕는�

사고도구

ALoU

장점(A:� Advantages),� 한계점(L:�

Limitation).� 극복(o:overcome)독특

한� 점(U:� Unique� features)을� 고려

하여� 아이디어를� 좀� 더� 깊이� 있게�

[그림� 74]� CPS의� 4단계� 8요소의�선형적�표현

체적인 과정을 수정하면서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생성하기와 초점화하기를 

위한 대표적 도구는 다음과 같다. 이 도구들은 선택한 요소에 상황에 따라 적합한 

도구로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생성하기를 위한 대표적 발상법으로는 브레인 스토밍, 강제 결부법, 속성열거

법, 스캠퍼, 형태분석법 등이 있고 초점화하기를 위한 발상법은 히트(Hits), AloU, 

쌍비교 분석법, SML,평가행렬표 등이 있다. 이 발상도구들은 4단계 8요소의 상황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129 -

분석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는�

사고도구.

속성열거법

당면한�문제�상황의�물건이나�과

제의� 주요� 속성을� 나열한� 후� 차

례로� 검토,� 분석한� 후� 이를� 변화�

수정함으로써� 새롭거나� 개선된�

아이디어들을�생성하는�도구

쌍비교분석법

(Paired�

comparison�

analysis)

모든� 가능한� 조합들을� 비교하여� 대

안들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결정하거

나�우선순위를�정하는�도구.�표의�가

로축과� 세로축에� 각각의� 대안을� 기

입하고� 비교하여� 척도로� 나타내고�

점수를� 합산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우선순위를�결정하는�사고도구

스캠퍼

(SCAMPER)

스캠퍼(SCAMPER)는� 아이디어

를� 창출시키고자하는� 체크리스트

로� S:대체(substitute),� C:결합

(combine).� A:응용(adapt),� M:

변형(modify),� 확대(magnify),�

축소(minify),� P;다른� 용도(put�

to� other� uses),� E:제거

(eliminate),� R:뒤집기(reverse),�

재배열(rearrange)을� 의미한다.�

스캠퍼의�질문은�반드시�앞의�순

서를�모두�사용하는�곳은�아니고�

적절한� 질문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있다.�

Sequencing:

SML

단기(short-term),�

중기(medium-term),�

장기(long-term)로�실행해야�할�

행동들을�고려하여�대안들을�

조직화하고�초점화하기�위한�도구

형태분석법

(morphological

analysis)

어떤�문제에�대해서�주요�요소를�

확인하고�각� 요소에�대한�가능성

을� 생성하고� 요소들을� 조합하여�

새로운�가능성을�찾아볼�수� 있는�

분석�도구

평가행렬표

(evaluation

matrix)

여러�가지�아이디어를�평가준거에�

따라�체계적으로�평가하여�

선택하고자�할�때�사용하는�도구로�

행렬표의�세로축에는�

평가하고자하는�아이디어를�

가로축에는�준거를�적고�평가하는�

도구

<표� 33>�생성하기(확산적�사고)와�초점화하기(수렴적�사고)를�위한�발상기법

시작 단계인 Plan단계는 스스로 과제를 평가하는 평가 단계와 과제를 설계하는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 단계는 전 과정의 ‘관리요소’로서 나머지 세 개의 ‘과정요

소’와 모두 연결되어 있고, CPS모형을 사용하는 데에 안내자의 역할과 문제의 단계

를 수행하면서 핵심 목표와 의도를 잃지 않도록 점검, 조절할 수 있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이 과정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자 역시 과제의 전체적인 점검을 위해 인

지해야 하는 단계이다. 그러므로 모형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세부단계를 마칠 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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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격적인 프로세스로 진입하게 되는 ‘과정요소’중  ‘Understanding단계’에서는 

가능성 있는 기회와 도전의 생성(Constructing Opportunities), 자료의 탐색

(Exploring Data), 다양하고 독특한 방식으로 골격의 모듈구성(Framing Problems)

의 3가지 요소가 있고, ‘아이디어 생성(Generating Ideas)’단계는 추상적 사고와 현실

적 솔루션 과정을 반복하면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는 단계의 하나의 세부 요소만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행위를 위한 준비(Preparing for Action)’단계에서는 해결

책 개발(Developing Solutions), 실제 디자인 적용을 위한 가능성 요소파악과 저항요

소 극복(Building Acceptance)의 2가지 세부 요소가 있다. 

Plan단계인 관리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과정 요소’에 포함되는 여섯 개의 단계

에서는 추상화(발산적 사고)와 구체화(수렴적 사고)를 반복적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모형은 유동적이고 유연한 모형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 세 가지의 과정요소와 각각의 세부 여섯 단계를 다 거칠 필요는 없으며, 정해진 

순서에 따라 단계를 밟을 필요도 없다. 그러므로 학생 스스로 본인의 디자인의 목적

과 의도에 따라 Plan 단계인 관리요소에서 전체적인 체계를 구성하면서 필요 없는 

단계는 버리고 필요한 단계를 선택해서 진행하는 유연한 접근으로 효과적인 창의 문

제 해결이 가능하게 된다.

5.3.1. 계획 (Plan)

디자인시스템사고 교육모형의 구체적 모듈 구성을 위한 1 단계 계획(Plan)이

며, ‘과제의 평가’와 ‘과정의 설계’의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한다. ‘과제의 평가’ 요소는 

최종 디자인 결과물을 기준으로 남들과 차별화되는 자신만의 퍼스널리티를 표현하고 

독창적인 디자이너로 학습해 볼 수 있는 주관적 디자인의 접근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또는 객관적 접근에 의한 디자인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한다. 더 구체적으로는 

디자이너의 자기표현, 자신의 철학과 메시지 전달하고자 하는 디자인, 또는 시장상황

과 환경 또는 사용자를 중심에 둔 디자인, 목적과 기능 중심의 디자인을 할 것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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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기능�

중심�디자인

� � � � � A1~A3

� � � � � � � � 기능>의미>형식� � � � � � � � � 의미>기능>형식� � � � � � � � � � � 기능>형식>의미

시장·환경�

중심�디자인

� � � � � B1~B2

� � � � � � � � � � � � � � � � � 의미>기능>형식� � � � � � � � � � 의미>기능>형식

<표� 34>� � 1단계의�객관적�접근�디자인의�기본�모듈�선택사항

계획하는 단계이다.

‘과제의 설계’요소는 현재의 Plan단계를 제외한 CPS의 6가지 요소 중 전체의 

과정을 다 거칠 것인지 혹은 몇 가지 요소를 선택할 것인지에 따라 자신만의 모듈을 

구성하고 계획하는 설계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목적 · 기능 중심의 디자인은 형식, 의미, 기능(기술)의 구조를 통해 볼 때 기능

(기술)>의미>형식, 의미>기능(기술)>형식, 기능(기술)>형식>의미의 3가지 경우의 수

를 찾을 수 있다. 세부 접근 항목으로는 기능성, 경제성, 생산성, 사용성, 안전성, 지

속가능성, 유니버설, 참여적 디자인, 소셜 디자인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목적 · 기능 

중심의 디자인은 세부 접근항목 들 중 구체적 목적을 명확히 설정한 후 A1~A3의 

경우를 선택하도록 한다.

시장 · 환경 중심 디자인은 의미>형식>기능(기술)>, 의미>기능(기술)>형식의 2

가지 경우가 가능하다. 시장상황, 근 미래 예측, 사용자 경험, 의미, 배경에 대한 조사

를 우위에 둔 경우로 B1, B2의 경우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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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표현

C1~C4

� � � � � � � � � � 형식>의미>기능� � � � � � � 의미>형식>기능� � � � � � � 의미>기능>형식� � � � � � � � 형식>기능>의미

철학·

메세지�

전달

D1~D6

의미>형식>기능� � �의미>기능>형식� � � � �형식>의미>기능� � � �형식>기능>의미� � �기능>형식>의미� � �기능>의미>형식

<표� 35>� � 1단계의�주관적�접근�디자인의�기본�모듈�선택사항

디자이너의 자기표현 디자인에 해당하는 주관적 디자인 접근의 기본 모듈은 디

자인의 기능적 측면을 사고의 중심에 두지 않기 때문에 기능(기술)을 우선순위에 두

는 경우를 배제하고 형식요소 중심과 의미요소 중심인 4가지의 경우가 가능하다. 형

식>의미>기능(기술), 형식>기능(기술)>의미, 의미>형식>기능(기술), 의미>기능(기

술)>형식이 그것이다.

자신의 철학이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하는 디자인은 형식, 의미, 기능(기술)의 

모든 조합의 경우가 해당된다. 형식>의미>기능(기술), 형식>기능(기술)>의미, 의미>

형식>기능(기술), 의미>기능(기술)>형식, 기능(기술)>형식>의미, 기능(기술)>의미>

형식의 경우이다.

1단계의 디자인 출발은 디자인의 결과물을 기준으로 하여 A, B, C, D를 선택

하고 디자인의 하부 내용에 따라 15가지의 경우의 수 중에서 본인이 생각한 디자인

방향과 의도에 따라 A-1~D-6을 선택할 수 있다.

기본모듈을 선택하고 나면 해당 모듈을 선택한 이유와 의도 등과 같은 핵심목

표를 정해두고 디자인 프로세스를 진행해 나가는 동안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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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 1단계_기본모듈�선택

5.3.2. 이해하기(Understanding)

CPS의 단계별 작업을 위해 상황과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는 단계이다. 디자인 

과정의 창의적 결과 또는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 이해해야 할 구체적 내용들은 매

우 방대하다. 그러므로 기본 모듈의 구성요소와 세부 코드번호를 선택하여 중요도의 

위계에 따라 배치, 배열하여 문제를 구조화한다. 

기본 모듈에 따라 선택 가능한 코드는 형식요소(F)의 형태, 스타일링요소(s)의 

F-s1, F-s2, F-s3와 형식요소(F)의 구조/탈구조 요소(sd)에 해당하는 F-sd1, 

F-sd2, F-sd3, 컬러, 소재, 표면처리요소인 CMF에는 F-cm1, F-cm2와 F-fi1, 

F-fi2로 구성되어 있다.

의미요소(S)에는 경험요소(e)인 S-e1, S-e2, S-e3, S-e4와 상징요소(s)인 

S-s1, S-s2, S-s3와 CMF요소인 S-cm1, S-cm2, S-cm3, S-cm4로 구성되어있다.

기능(기술)요소에는 기능요소인 FT-f1, FT-f2, FT-f3, FT-f4와 기술요소인 FT-t1, 

FT-t2, FT-t3와 CMF요소인 FT-cm1과 FT-f1가 있다.

이해가기(Understanding) 단계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방향을 자극할 수 있

는 방법으로 과제와 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가능성 있는 기회와 도전의 생성, 자료

의 탐색, 문제 구조화하기의 3가지 하위단계가 있으며, 각 단계는 G(Generating: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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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6]� 2단계_선택사항�추가

성하기)와 F(Focusing:초점화하기)의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진다. 이 창의적 방법을 수행할 때에는 G(생성하기)와 F(초점화하기)를 동시

에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에 주의한다. 

1) 가능성 있는 기회와 도전의 생성 (Constructing Opportunities)

문제나 새로운 도전을 위해 명확히 방향을 잡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하는 

단계이다. 설정한 목표나 방향을 확인해 내는데 도움이 되며 넓게(Broad), 간단히

(Brief), 유익하게(Beneficial)사고하도록 하고 사고의 폭을 조급하게 한정시키지 않도

록 한다. 

디자인 사고에 적용을 위한 G(생성하기)의 점검요소

· 이 과제의 핵심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인지

· 이 과제에서 무엇이 흥미로운지에 대한 사고

· 현재의 상황보다 나아지게 또는 다르게 할 수 있으면 좋은 것에 대한 사고

· 현재의 상황을 호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사고

· 어떤 결과물이 도출되면 만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고

· 현재의 불편사항과 그것의 개선이나 해결방법에 대한 사고

·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것에 대해 사고

· 화나게, 긴장되게 하는 것에 대해 사고

· 인간(사용자)에게 자극하고 싶은 것에 대하여 사고

· 변화시키거나 제거시키고 싶은 것에 대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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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사고에 적용을 위한 F(초점화 하기)의 점검요소

어떠한 기회를 선택할 것인가를 고려할 때 주인의식을 가지고 중요사항을 점검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이 디자인 프로젝트는 무엇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책임을 가지

고 있는지의 여부  둘째, 흥미와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이다. 셋째, 이 디자인하

기 위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보다 더 새롭거나 더 나은 가능성이 필요한가와 그럴 

만한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 어떠한 요구와 필요성, 문제점이 가장 절박한지에 대한 우선순위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 어떤 모험을 해 볼만 하고 어떤 모험이 필요한가에 대한 사고

· 가장 높게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

· 보존하고, 성취하고, 획득하기를 희망하는 것

· 최종적인 목표와 관심사항에 대한 내용 인지

2) 자료의 탐색 (Exploring data)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여러 자원들을 찾는 과정으로서 과제에 대한 폭 넓은 

생각을 통해 이들 가운데 어떠한 측면이 주요 핵심내용이 되어야 하는지 결정하는 

단계이다. 핵심내용과 중요한 것을 먼저 설정하도록 한다. 

자료의 탐색과정에서 G(생성하기)는 많은 가능성을 찾기 위한 열린 탐색의 과

정으로 디자인의 접근을 위해 과제를 상이한 방식으로 접근한다. 이 과정의 생성하기

를 통해 예상하지 못했지만 중요한 요소를 발견하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 과정에서는 자명한 정보와 분명한 사실들을 넘어 그 이상의 것을 보는 것이 중요

하다. 불확실한 내용과 난감하고 혼돈스러운 것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발견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자료의 다양한 소스인 지식, 인상, 감정, 관찰, 질문을 이용

하여 다각도로 G(생성하기)에 접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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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탐색

정보와�지식기반

해당분야에�대한�구체적인�지식

적절한�실천적�적용에�대한�지식

인근�다른�학문분야의�지식

인상

개인적인�예감이나�추측,�직관,�

과거의�경험이나�신념에서�나온�이미지-예감,� 통찰적�지각

6감

감정
정서적�반응,�정감,� 열정,�민감성,�반응에�대한�자발성,�

감정이입

관찰
감각기관을�통하여�받아들이는�기록된�정보

인지,�지각,�예상

질문

6하�원칙을�통한�질문103),�

탐색,�의심하기,� 당혹스런�느낌,�역설의�발견,�

불확실성,�호기심�등

<표� 36>�자료의�탐색에�도움을�주는�다양한�소스

·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고, 어떤 정보가 필요하고, 어떤 정보를 좋아하는지에 대한 

사고 즉, 특정학문의 지식이나 또는 필요한 다른 학문분야의 지식 등의 연계에 대한 

전체적 구상.

· 오감이나 또는 기존의 경험, 지식과 연계시킨 오감을 통해 느끼거나 탐색할 수 있는 

것 즉, 만지거나, 맛보거나, 관찰하거나, 느끼거나, 탐색할 수 있는 것.

· 이미 시도해 본적인 있는 것과 그 때의 결과에 대한 내용

103) - 누가 : 누가 관련되어 있는가? 누가 이 상황을 만들었는가? 누가 이것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가? 과제에 대해 누가 관심을 보일까? 누가 좋아할까?

   - 무엇을 : 이전에는 무엇을 해왔는가? 무슨 자료가 필요한가? 어떤 일이 발생하기를 원하는가? 마술 지

팡이가 있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 언제 : 언제부터 이 문제를 의식해 왔는가. 언제 이 문제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했는가. 언제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 행동을 취할 가장 좋은 시간 또는 가장 나쁜 시간은?

   - 어디서 : 어디에서 발생했는가? 유사한 상황을 다룬 곳은 어디인가? 가장 좋은 장소 또는 가장 나쁜 

장소는 어디인가? 근 미래 어디에서 이러한 과제를 하기 원하는가? 

   - 왜 : 왜 이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왜 이것을 다루기 원하는가. 왜 다른 사람들은 이 상황을 다루기

를 좋아할까. 이전에는 왜 다루어지지 않았을까?

   - 어떻게 :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 변화를 어떻게 보기를 원하는

가. 우리의 이상과 현실은 어떻게 다른가. 성공하거나 또는 실패헸던 또 다른 경우들은 어떤 것이 있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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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적용 발�상�법

기존지식을�통한�발상

미술사,� 디자인사에�관한�내용을�이론적�배경으로�디자인에�접근한다.�역사�

속에서�반복되는�법칙성,�또는�기존의�문법과�같은�약속사항을�활용한다.�이�

약속사항은�변형을�가할�수�있고�응용도�가능하다.�자신의�생각을�더하여�

이제까지�없던� ‘새로운�것’을�생각한다.

연역적�사고�방법이�도움이�된다.

기억과�이미지로�

발상하기

다양한�오감체험을�통해�구체적인�이미지를�모으고�풍부한�기억,�이미지를�바탕으로�

자신의�약속사항을�만든다.�자신의�약속사항을�이용하여�지금까지�없는�새로운�

아이디어를�발상한다.�

기존의�지식-오감의�

연계

착수할�대상의�기존의�약속사항을�학습한다.

다양한�오감체험을�하여�풍부하고�구체적인�이미지를�모은다.

기존의�약속과�자신의�이미지�기억을�바탕으로�새로운�가설을�만든다.

그�가설을�통해�지금�까지�없던�아이디어를�발상한다.

<표� 37>�자료의�탐색과정의�G(생성하기)의�디자인�발상법

· 왜 이 문제는 이미 해결되지 않은 이유와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 이것이 왜 흥미롭고 관심이 가는지에 대한 내용

· 이전에 다른 디자이너가 이것을 다룬 적이 있는지 여부

·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찾아 낼 수 있는지 여부

Generating(생성하기)의 디자인적 접근은 아래의 <표 37>과 같다.

자료의 탐색 Focusing(초첨화하기)

생성하기를 통해 얻은 많은 자료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자료를 확

인한다. 자료의 리스트를 살펴보고 자신에게 맞는 아이템을 표시하는 방법이 유용하

다. 그런 다음 자세히 들여다보고 공통된 주제나 이슈를 다루는 적절한 것들을 찾아

낸다. 그러한 내용들이 자료 안에서 중요한 군집을 이룰 때 상황을 이해하고 다루기 

용이해진다. 자료의 탐색 중 초점화하기를 위한 핵심적인 질문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어떠한 자료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인가.

· 자료의 어떤 부분들을 같이 연관시켜 군집시킬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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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연상�접근

브레인스토밍,�역브레인스토밍,�브레인라이팅

마인드�맵,� 희망열거법,�생각�이어나가기,�

스캠퍼(Scamper),� 아이디어�목마,�연꽃기법,�

강제결합

강제결합법,�속성열거법,�속성변형,�아이디어계통도,

속성전이,�형태종합,�체크리스트,�매트릭스법,�형태분석법,�카탈로그기법,� � � � �

목록작성법

유추발상
시네틱스,�개인적�유추,�환성유추,�상징유추

고든법,�사물과의�대화

통합사고
개념해체적�대화,�아이디어�평가표,� 6시그마,

PMI,� CAF(Consider� All� Factors)

<표� 38>� 목적·�기능에�따른�발상기법

· 자신에게 가장 잘 맞고 적절한 것들이 가장 중요한 주제와 우선순위를 잘 기술해 

주고 있는지의 여부.

· 자료에 흐르고 있는 줄거리나 이슈는 무엇인가.

· 자신이 가지는 디자인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 이 자료들로부터 어떤 형태를 찾아 볼 수 있는가.

· 어떠한 우려사항 또는 기회를 먼저 다루어야 하는가.

· 어떠한 추가적인 자료를 수집해야 할까. 

3) 문제 구조화하기 (Framing Problems)

문제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위해 필요하다. 문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

족시켜야 한다. 첫째, 질문의 형식에 있어 좋은 문제 진술은 질문을 부여하는 형식으

로 되어야한다. 둘째, 문제해결자로 하여금 풍부한 아이디어를 생성하도록 이끌어 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문제해결자에게 제한점, 한계, 범주, 질, 조건 등으로 가두어 

사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넷째, 간결해서 쉽게 이해되고 아이디어를 생성하기 위

한 시작점에서 즉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모듈에 따른 구체적 내용에 따라 선택하고 이에 따른 사고법과 발상기법을 함

께 적용하여 문제를 구조화 시킨다. 코드에 따른 사고법과 발상기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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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사고법 발상기법

F-s1

기하추상적사고

유추적사고

심상적사고

시스템적사고

스캠퍼� (Scamper),� 시네틱스,�

형태�분석법

강제�연상법�

개인적�유추,�환성유추,�상징유추

고든법,�사물과의�대화

유추적사고

시스템적�사고

바이오�미미크리

자연물로부터의�유추

생물,�무생물로부터의�유추

시네틱스,�개인적�유추,�환성유추,�상징유추

고든법,�사물과의�대화�

F-s2

스캠퍼� (Scamper)

형태분석법,

데이터베이스�조합화

설계요소변화

<표� 39>�형식요소(F)_형태,� 스타일링요소(s)의�사고법과�발상기법

코드 사고와� � � 발상법

S-e1 시네틱스
생소한�것을�익숙하게�만들기

-연관되는�점�차단-�익숙한�것을�생소하게�하기� 연관점�찾기

S-e2

연상

� � _접근_유사_대비_인과

은유

시각적�접근법

비시각적,�심리적�접근법

S-e4

에스노그라피

_shadow� tracking

_Self� camera

_Town� watching

_User� diaries

사용자의�상호작용에서�발생하는�감성요소를�다루는�접근방법

관계성의�심성모형

행태유발

즉각적�피드백

형식요소(F)의 형태, 스타일링요소(s)의 F-s1, F-s2, F-s3와 형식요소(F)의 구

조/탈구조 요소(sd)에 해당하는 F-sd1, F-sd2, F-sd3, 컬러, 소재, 표면처리요소인 

CMF에는 F-cm1, F-cm2와 F-fi1, F-fi2로 구성되어 있다.

의미요소(S)에는 경험요소(e)인 S-e1, S-e2, S-e3, S-e4와 상징요소(s)인 

S-s1, S-s2, S-s3와 CMF요소인 S-cm1, S-cm2, S-cm3, S-cm4로 구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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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5

다른�장르로부터의�유추

(초현실적�디자인)

_회화

_영화

_미디어

� � � 상상력,�스토리,�기억

<표� 40>�의미요소(S)_경험요소(e)의�사고법과�발상기법

코드 사고와�발상법

S-s1

유추

시나리오,�스토리텔링

에피소드

은유,�재현,�인용

시각적�접근법

비시각적,�심리적�접근법

S-s2

기억

상상력

은유

모험�환상�마법

<표� 41>�의미요소(S)_상징요소(s)의�사고법과�발상기법

코드 사고와�발상법

FT-f1

시네틱스

_낯선�것을�친숙하게�보기

_익숙한�것을�잘�알지�못하는�것으로�보기

관계의�나열104)

연상

스캠퍼� (Scamper),

형태�분석법

강제�연상법�

FT-f2

시네틱스

_낯선�것을�친숙하게�보기

_익숙한�것을�잘�알지�못하는�것으로�보기

스캠퍼� (Scamper),

형태�분석법

강제�연상법�

<표� 42>�기능(기술)요소(FT)의�기능요소(f)

기능(기술)요소에는 기능요소인 FT-f1, FT-f2, FT-f3, FT-f4와 기술요소인 

FT-t1, FT-t2, FT-t3와 CMF요소인 FT-cm1과 FT-f1가 있다.

104) 관계의 나열 :이전에 몰랐던 것 사이의 관계를 찾아내 새로이 나열해 보는 것으로 프랜시스 카르티에에 

의해 개발되었다. 의외의 조합, 결합, 연관성, 연상의 기술 등의 방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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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7]� 3단계_요소선택� +� 사고법,� 연계학문,�

지식

코드에 따라 제시된 표 내용들을 참고

하여 사고방법과 발상기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디자인의도에 목적에 맞는 인접한 주

변의 연계학문분야와 필요한 지식, 이

슈에 대하여 유기적으로 탐구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5.3.3. 아이디어 생성하기(Generating Ideas)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하는데 중점을 두는 단계이다. G(생성하기)

를 통해서 많은 양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찾고 F(초점화하기)과정을 통해서 흥미 있

고 잠재력 있는 아이디어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G(생성하기-확산적 사고)는 많은 양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산출하기 위해 유창

성(많은 아이디어), 융통성(다양한 아이디어), 독창성(독특한 아이디어), 정교성(풍부

한, 상세한, 완전한 아이디어)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제시된 아이디어의 장·단점

을 따지거나 토의 하려고 하지 말고 아이디어들이 자유롭게 흘러나오도록 해야 한다.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쉬운 가능성들을 섣불리 결정하려 하기 보다는 단순한 기

억으로부터 산출된 아이디어를 넘어서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산출하도록 노력해야 한

다. 새롭고 독특한 아이디어, 생각해낼 수 있는 판타지, 새로운 연결, 전혀 다른 맥락

과 목적의 아이디어와 대상을 결부시키는 법, 유추, 비유, 역설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F(초점화하기, 수렴적 사고)는 생성하기를 통해서 산출된 많은 아이디어 중에

서 문제해결의 핵심에 해당하는 아이디어를 분류해내고 결정해야한다. 흥미로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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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어, 유망한 아이디어, 최선의 해결방법 등에 대한 질문을 통해 아이디어를 평가

하고 선별한다. 

순응적(Adaptive) 아이디어를 선택할 경우 이미 존재하고 있는 체제 내에서 효

과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고, 다른 가능성보다 실천하기가 한층 용이하다는 장점

이 있다. 그러나 과거에 해 오던 것과 크게 다르거나 새롭지 않을 수 있는 우려가 

있어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할 수 있다. 

반면 혁신적(Innovative)아이디어를 선택하게 되면 기존과는 다른 신선하고 극

단적 아이디어여서 새로운 혁명을 가져올 수도 있으나 시장의 상황에 대처하기에 위

험부담이 크고 실천해 나가는데  노력과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자신이 

계획한 초기의 목적과 의도에 맞는 핵심적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도전이나 

가능성이 실제 행동으로 전환될 수 없는 바람이나 막연한 꿈은 피하도록 한다.

아이디어 발상과 체계적 접근을 위해 구조 트리(Tree), 구조 매트릭스(Matrix)

를 활용할 수 있다. 구조 트리의 목적은 본인이 의도에 따라 선택한 디자인의 세부요

소를 위계에 따라 정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디자인의 방향이 어떻게 만들어 나아가야 

하는지를 나무(Tree), 위계의 모양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논리체계를 따

르지만 디자인의 특성상 요소와 내용에 중복이 있어도 무방하다. 이는 디자인요소들

의 가설과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사용한다. 

구조 트리에서 정리한 위계의 가설을 디자인의 구체화로 완성하려면 구조 매트

릭스를 이용해서 체계화 할 수 있다. 구조 매트릭스를 만들기 전에 우선 컨셉에 일정

한 단서를 달고 필요한 요소나 조건을 정리해 두어야 구조 트리에서 정리한 위계의 

가설을 디자인의 구체화로 완성하려면 구조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가능하다. 한다. 구

조 트리는 가설이고 디자인 사고의 응축성을 단계적으로 표현하는 지도이다.

요소의 정리는 디자인 방향을 위한 각종 요건, 자료, 환경 등을 정리하는 것이

다. 디자이너 관점에 따라 또는 사용자나 고객의 관점에 따라 디자인 사고의 숙성은 

디자인의 창의적 사고를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압축하고 가설화한 것을 확산, 전환 등 풍부한 사고를 통하여 선택사항들을 정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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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8]� 4단계_모듈의�추가내용

것이다. 물론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숙성시키고 정교화 해야 

한다. 

선택된 기본 모듈에 따라 하위요소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서로에게 영향력

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위계에 따라 상충되는 요소나 내용이 생길 경우 우선

순위에 따라 요소를 버리고 선택하는 과정을 가진다.

디자인 사고에 적용을 위한 G(생성하기)의 점검요소

· 다른 어떠한 대안이 있을 수 있는지 여부

· 다른 방법이나 새롭거나 독특하거나 재미있는 대안에 대한 고려

· 다른 제약조건이나 장애가 없다면 어떤 것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

· 현재 할 수 있는 가장 큰 판타지가 있는지 여부

· 어떤 유추나 비유가 있을지에 대한 여부

· 만약 정반대의 것이 사실이라면 어떨까에 대한 고려

· 가장 황당하게 희망하고 꿈을 꾼다면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여부

· 새로운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여부

디자인 사고에 적용을 위한 F(초점화하기)의 점검요소

· 가장 매력적이고 그럴만한 대안은 무엇인가

· 어떤 대안이 새롭고 유망한 방법을 시사해주고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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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9]� 5단계_구조트리와�구조�매트릭스�활용

5.3.4. 실행을 위한 준비 (Preparing for Action)

아이디어를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로 해결책 개발단계와 실제적용을 위한 수용

안 세우기의 두 가지 하위단계가 있다. 

1) 해결책 개발

해결책 개발하기는 가능한 해결방법으로 전환하기 위해 유망한 선택들을 정련

시키고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이 단계의 목표는 하나의 유력한 아이디어를 발견

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에 도움이 될 모든 가능성을 찾는데 있다. 보다 엄밀하게는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유망한 아이디어를 실행하기 위하여 해야 할 일들을 명료화하고 그 일을 수행

하는데 필요한 유용한 도구를 결정하게 된다.

G(생성하기:확산적 사고)과정을 통해 유망한 가능성을 조직, 분석, 정련, 강화

해야한다. 해결책 들을 분류하고 서열화한다. F(초점맞추기:수렴적 사고)과정을 통해 

유망한 해결책을 조합,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매겨서 선택해야 한다.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대안을 개발하거나 범위를 좁히기, 평가하기의 경로가 있다.

몇 가지 의미 있는 선택 항목을 가지고 작업을 할 경우 아이디어를 강화하거나 

향상시키는데 장점(advantage), 제한점(limitation), 극복방법(overcome), 독특한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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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que quality)에 대해 탐색하는 ALoU 도구를 이용한 분석방법이 유용할 수 있다.

선택된 아이디어가 여러 가지 한계점으로 실행할 수 없는 경우, 몇 개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확인한다. 모든 가능성을 순열의 조합으로 알아봄으로써 선호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다. 흥미롭고 유망한 가능성이 매우 많은 경우는 무엇을 선택 할지 

고민이 되는데 이 경우 신중하게 선택들을 다시 검토하고 가장 큰 잠재력을 갖고 있

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가능성과 요소별로 평가해본다.

2) 수용안 세우기

지금까지 제시 되었던 유망한 해결책들을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 바라보고 행

동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검토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해결책에 

대한 지원 및 지지를 확대하고 반대나 저항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G (생성하기: 확산적 사고)에서는 생성된 해결책이 행동으로 옮겼을 때 발생 

가능한 지원요소들과 저항요소들을 검토해야 한다. 현실을 인식하여 예상되는 저항

이나 장애요소를 미리 예측해 피하거나 피할 수 없다면 저항 요소들을 다루거나 극

복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F (초점맞추기: 수렴적 사고)단계에서는 최종적으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개발

하고 실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수정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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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교육모형의 기대효과

6.1. 디자인 사고의 가이드라인

디자인을 배우는 학생들은 대개 창의성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하는 단계에 막연

한 어려움을 가진다. 대부분 개인의 영감에 해당하는 역량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수많은 디자인 

프로세스와 방법론, 디자인의 구성요소들이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매우 잘 인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과정으로 적용하려하면 난관

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자가 제시하는 단계별 모듈식의 요

소 선택적 방법은 학생들에게 훌륭한 가이드가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 교육 모형에서는 선택된 요소와 단계의 설정, 즉 위계(Hierarchy)의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같은 내용적 요소를 가져도 위계에 따라 디자인 결과물이 완전히 달

라지기 때문이다. 접근의 출발유형에 따라 하부요소와 절차, 그리고 디자인 사고체계 

내에서의 연관성 등을 앞서 구성한  디자인 사고체계와 구성요소의 체계에 따라 사

례로서 적용하면 아래와 같다.

주관적으로 접근하는 디자인은 대개 Inspiration & Rule breaking부터 시작하

고 객관적 접근의 디자인은 Research와 Analysis부터 시작하는 경향이 강하다. 

6.1.1. 객관적 접근 디자인의 디자인 체계 적용

1) 시장 · 환경 중심디자인 – 환경의 분석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의 창출과 개선

① 파이 페이먼트 (‘Pi’ Payment Platform and ‘Albert’ Point-of- Sale Device, 

개인 결제 시스템), IDEO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개선하기 위해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시장 · 환경 중심 

디자인에 기초하였으며, 생산자가 가상의 사용자를 정의하고 행동패턴을 예측,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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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0]� ‘Pi’� Payment� Platform,� IDEO,�

2012.

(출처:�

http://www.ideo.com/work/pi-payment-pla

tform-and-albert-point-of-sale-device)

하는 데에서 시작하였다. 사용자의 소비행

동경험 리서치라는 정보(information) 분석

이 디자인의 출발점이다. 현실을 인식하고 

실생활에서 소비자와 그들의 잠재적 욕구를 

면밀히 관찰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자

와의 직접 인터뷰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를 얻는다. 단계를 거치면서UI와 UX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스

토리보드를 활용하여 소비자의 경험을 구상

한다. 마지막으로 개선 또는 새롭게 창출될 

부분을 평가하고 상업성에 바탕을 둔 새로

운 콘셉트를 실천한다.  

뱅크 오브 오스트리아의 ‘Pi’ Payment 

Platform은 개별적으로 지불 가능한 결제시스템으로 개인의 소비생활을 스스로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디자인이다. 이와 더불어 온라인 어플리케이션과 결제 기

기를 디자인하여 함께 연동이 되도록 하였다. 

면밀한 관찰(Observation)과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의 정보리서치와 분

석의 단계, 정보 통합과 가능성을 조직화하는 단계, 아이디어의 실현을 위한 서비스

와 제품의 프로토타이핑(Rapid Prototyping)단계, 조형과정을 통해 반복적 사용성 

테스팅을 하는 실행(Implementation)의 단계를 거친다.

디자인의 출발점과 프로세스는 [그림 81]의 내용과 같으며, 선택된 과정과 해

당 요소, 위계의 설정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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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하부요소

내용
사용자조사� I�서비스� I�인간과�환경� I�트랜드� I� �마케팅� ·�비즈니스� I�인지심리학� I� �

� I�제품분석� � I� �독자성� I� �정체성� I�사용성� � I�모형제작� �

절차 Research�&�Analysis�⟶ Synthesis�⟶ Ideation�⟶ Implementation

<표� 43>� ‘Pi’� Payment� Platform� and� ‘Albert’� Point-of-� Sale� Device(개인� 결제� 시스템)의� 하부요소의�

내용과�절차

[그림� 81]� � ‘Pi’� Payment� Platform� and� ‘Albert’� Point-of-� Sale� Device�디자인체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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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 카본� 체어(Carbon� chair),� Bertjan� Pot� &�

Marcel�Wanders,� moooi,� 2004.

(출처:http://www.marcelwanders.com/products/seatin

g/carbon-chair/

[그림� 83]�카본�체어(Carbon� chair),� Bertjan�

Pot� &� Marcel�Wanders,� moooi,� 2004.

(출처:http://www.marcelwanders.com)

2) 목적 · 기능 중심디자인 – 새로운 재료를 통한 경량성의 목적 실현

②  카본 체어(Carbon chair), Bertjan Pot&Marcel Wanders, moooi.

카본 파이버와 에폭시 레

진을 혼합한 물질을 이용하여 

탄생시킨 카본 체어(Carbon 

Chair)이다. 단단하지만 충격에 

약한 탄소 물질을 에폭시레진과 

혼합 하여 충격에 강하게 제작

함으로써 의자의 재료로 사용될 

수 있었다. 새로운 이 재료를 사

용함으로써 시각적으로나 물리

적으로는 매우 가볍지만, 실제 

내구성은 대단히 뛰어난 튼튼한 

의자가 만들어 질 수 있었다. 

의자의 프레임을 구성하고 있는 카본 파이버는 선들이 새끼줄처럼 꼬여 있는데 

이 구조가 시각적인 아름다움과 구조적인 견고함을 동시에 달성 할 수 있게 해준다. 

대단히 실험적인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는 과

정을 거쳐 디자인으로 완성하였고, 장인들에

게 헌정하는 의미로 하이테크 소재인 카본을 

사람의 손으로 꼬아서 수공예방식으로 제작

하였다. 얇은 털실처럼 꼬이고 얽힌 카본 선

들이 정교하면서도 우아하다. 하이테크의 재

료와 장인정신의 결합을 통해 최고의 제품을 

제작하고자 하였다. 전체적인 외형은 찰스임

즈에 대한 오마주로 에펠 체어(Eiffel Chair)

라 불리는  DSR 사이드 체어의 형태를 따르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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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 카본�체어(Carbon� chair)의� 디자인체계�적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하부요소

내용
기술� ·�하이테크� I� �소재,�재료� I� �기능성� I�수공예�제작기법�

역사적�선례,�오마주� I�디자이너� I�형,�형태� � I�구조� � I�실험정신� I�모형제작� �

절차
Research�&�Analysis�⟶ Synthesis�⟶ Inspiration�&� Rule� Breaking�⟶ 

Ideation�⟶ Implementation

<표� 44>� 카본체어(Carbon� chair)의�하부요소의�내용과�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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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5]� 포르카미제리아(Porca� Miseria),�

Ingo�Maurer,� 1994

(출처:http://www.ingo-maurer.com/en/p

roducts/porca-miseria)

6.1.2. 주관적 접근 디자인의 디자인 체계 적용

1) 디자이너의 자기표현 – 무작위의 예술성, 예술로서의 디자인

① 포르카미제리아(Porca Miseria), 잉고 마우러 (Ingo Maurer)

디자이너는 자신의 내재된 심상을 조명 디자인에 표현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예

술작품을 감상할 때와 같은 감동을 느끼게 한다. 세라믹의 식도구를 깨트려 조명의 

재료로 사용한 파격적인 조명의 형태는 디자이너의 놀라운 창의력과 감성적 충동을 

공감하게 한다. 공중에서 폭발 하는듯한 모습은 위태로우면서도 강렬한 인상을 남긴

다. 예상치 못한 의외의 재료 사용과 실험정신으로 건조한 기능주의 디자인에 예술적 

감동을 더하였다. 단순한 조명을 디자인 했다기보다 빛을 활용한 무한한 판타지의 

세계를 제공하고 있다. 

 기술적 표현은 재료의 물리적 성질

을 이용한 수작업으로 진행되며 1년에 정

해진 소량의 제품만을 생산한다. 접시를 깨

트리는 과정에서 어떤 형태의 파편이 나올

지 예상할 수 없다는 우연성을 디자인 요

소로 도입하였다. 그러므로 매번 다른 디자

인으로 완성되며 이 세상에서 단 하나인 

원 오프 (one-off)디자인이 된다. 

인간의 비합리적 정서, 정감, 영감 등

과 같은 요소들이 디자인 사고의 주요부분

이 되며 디자인의 출발점이 된다. 디자인 

해법은 직관에 의한 디자이너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를 바탕으로 하며, 직관적 

유추가 창조적 메커니즘으로 중시된다. 디자인의 표현적 요소를 형태결정의 1차적 

요인으로 간주하며 그 형태가 주는 표현의 힘과 심리적 효과에 높은 가치를 부여한

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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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6]�포르카미제리아(Porca� Miseria)의�디자인체계�적용

하부요소

내용

이미지� I�소재,�재료� I� �제작기법� I�물리적�성질� I�

변칙� I�형,�형태� � I�장식� � I�이미지� I�질감� I�원-오프�디자인,�오감

감성적�충동� I� �감각과�정서� I�시각과�촉각의�공감각� I�심미성,�수공예

절차 Inspiration�&� Rule� Breaking�⟶ Synthesis�⟶ R&A�⟶ Ideation�⟶ Implementation

<표� 45>� 포르카미제리아(Porca�Miseria)의� 하부요소의�내용과�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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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7]�웰�템퍼드체어(Well-tempered�

chair),� Bronze,� 론�아라드(Ron� Arad),�

1986.

(출처:http://www.ronarad.co.uk/studio-

pieces)

2) 디자이너의 철학 · 메시지 전달– 재료의 특성을 통한 고정관념 타파

① 웰 템퍼드 체어(Well-tempered chair), 론 아라드(Ron Arad) 

디자이너는 가구를 금속으로 디자인함

으로써 사람이 앉는 의자나 소파는 쿠션이 있

는 섬유나 가죽으로 디자인 되어야만 한다는 

고정관념의 룰을 깨뜨렸다.  1980년대 말부터 

금속을 주된 소재로 작업을 진행한 론 아라드

는 예술가로 디자이너로 장인으로서 장르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자신만의 예술성과 디자인 

철학을 대상에 표현해 내고 있다. 

기존 소파에 대한 고정관념에 반기를 들

고 금속 판재의 물리적 성질로부터 영감을 얻

어 금속 시리즈물을 탄생시켰다. 거칠고 차가

운 금속 판재는 표면착색이나 도금을 하지 않은 브론즈 소재 자체의 질감을 가감 없

이 그대로 드러내었으며,  금, 은 세공사와 같은 태도로 재료의 원초적 구조를 추구하

면서 용접, 연마 등 철저한 장인적 기법으로 완성하였다. 

차가운 감각을 느끼게 하는 금속의 소재와 부드러운 곡선과 유기적인 형태의 

따뜻한 조형미를 더하여 풍부한 감각적 정서를 느끼게 하는 오브제로 재탄생 되었다.

이상과 같이 4가지의 디자인의 유형에 따라 각각의 대표 사례를 들어 디자인 

사고체계를 적용해 보았다. 사례에서 보다시피 교육적 용도로 활용할 경우 다양한 

디자인 접근 유형을 시도해 볼 수 있으며, 막연한 어려움을 체계 내에서 진행함으로

써 디자인의 시작과 과정의 가이드라인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뿐만 아니라 실무 디자이너나 교수자들도 본인의 디자인에 대한 위치를 파

악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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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요소

내용

CMF� I�소재,�재료� I�물리적�성질� I�표면� I�의외성� I

구성� I�구조� I�변칙� I�비례� I�형.�형태� I�스케일

리듬� I�심미성� I�독자성� I

제작공정� I�수공예�방식� I�

절차 Inspiration�&� Rule� Breaking�⟶ Ideation�⟶ Implementation

<표� 46>�웰�템퍼드�체어(Well-tempered� chair)의� 하부요소의�내용과�절차

[그림� 88]�웰�템퍼드�체어(Well-tempered� chair)의�디자인체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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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능동적 운용 능력

학생 스스로 자발적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높이고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방향과 관점으로 디자인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현재 우리나라

의 디자인 교육이 논리적 측면을 강조한 솔루션 도출 프로세스에 편중되어 있는 상

황에서 자신을 차별화 시키고 독창적인 디자인을 하는데 기본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교육 모형을 통해 학생들은 어떠한 종류의 디자인을 하게 되더라도 자신감

과 융통성을 발휘해 과제를 스스로 디렉팅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고, 아이디

어를 도출하기 위한 가능성을 자율적으로 실험할 수 있을 것이다.

디자인의 의도와 목적을 선택하고 스스로 판단하여 구성요소의 유닛을 선택하

고 조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디자인의 전 과정을 능동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능력

을 갖출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자발적으로 시도함으로써 사고력과 

조형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디자인의 유형에 따라 철학, 개념, 디자이너가 갖추어야 할 

지식, 디자인 방법과 기술 등의 세부 요소들을 디자인의 유형에 따라 단계와 적용할 

수 있는 인접학문들의 지식을 파악하고, 의도에 적합한 일련의 우선순위와 단계, 절

차를 운용하고 실행하게 되면 사고의 폭을 확장시켜 미래 디자이너로서의 자질과 능

력을 함양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6.3. 창의적 사고와 조형능력

디자이너는 본인이 경험하고 수행해본 디자인 방법에 익숙해지기 마련이다. 새

로운 방법을 시도하고 싶어도 점차 익숙한 방식으로 수렴되게 된다. 창의적 프로세스

와 방법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 교육모형의 체계를 활용하면 디자인 전 과정에서 

다각적 사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창의적 사고력과 조형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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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의 관점에서는 일반적으로 조형작업을 할 때 주제가 주어지면 관련 자

료를 수집하는 선행연구의 단계를 거친다. 예를 들면 이미 발표되었거나 만들어진 

조형물 또는 디자인을 찾아보기도 하고 시행기술을 찾아서 구조와 원리, 표현기법을 

이해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자신의 조형작업에 적용하기 위한 창

의적 컨셉을 만들어 내야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결국 어떠한 디자인의 유형을 선택하여 프로세스를 진행 하더라도 과정 중에는 

디자인의 출발점이 다를 뿐 창의성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하는 단계와 정보를 분석하

는 단계를 필연적으로 거치게 된다. 로우(Rowe)가 분류한 정보에 의한 접근(객관적 

접근)과 유형에 의한 접근(주관적 접근)방식의 상호보완적 접근, 합리적 사고와 유추

적 사고의 혼용, 사실주의적 해석과 추론적 해석의 보완 등이 이 같은 내용을 뒷받침

하고 있다.

표현능력의 시각적 발상, 언어적 발상, 논리적 · 분석적 과정, 시각적 · 직관적 

과정을 골고루 사용해 봄으로써 이성적 사고로 문제해결과 창조적 사고를 동시에 발

달시켜 유연한 사고능력을 기를 수 있고, 여러 가지 시각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감으

로써 새로운 형태 발상과 함께 창의적 결과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의도와 목적에 따라 유동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디자인사고체계를 갖게 되면 

디자이너는 경우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고 컨트롤 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 자신

만의 고유한 사고체계와 개성 있는 창의적 디자인 방법이 가능하다. 이러한 방법은 

창의적 디자인의 결과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디자이너 자신도 디자인의 

과정과 방법을 계획하는 단계부터 진행하기 때문에 해결해야 할 문제 자체에 비중을 

두고 다양한 각도로 접근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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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  론

오늘날 디자인의 활동은 다양한 수식어를 가진 언어로 표현되고 있다. 경험 디

자인, 지속가능디자인, 소셜디자인, 서비스디자인 등 시대에 따라 유행처럼 용어에 

반영된다. 그러나 디자인이라는 행위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오늘날 디자이너들은 디자인의 본질을 인식하고 어떠한 형태로 변화하는 사회

에 관여해 나갈 것인지 재인식해야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디자인적 재능과 사회적 

기여, 관계를 재설정해 보아야 할 시점인 것이다. 

본 연구자의 제시하는 다양한 디자인 접근 방향처럼 한 디자이너가 사회에 나

아가 여러 유형의 디자인을 해볼 수 있는 기회는 사실 매우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접근의 체계를 구축한 이유는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형이기 때문이다. 

디자인을 교육 받아야 하는 학생으로서의 시기는 다양한 방식의 디자인을 경험에 보

아야만 본인에게 적합한 디자인적 재능과 방법을 찾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대학의 디자인 스튜디오 수업은 

학생 개개인의 스타일에 따른 디자인 프로세스를 운용하기에 어려움이 많아 교수자

의 디자인 성향에 따라 일방적인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학생의 디자인 성향과 

교수자의 교육 스타일이 일치하는 경우는 매우 만족스러운 교육의 결과로 나타나지

만, 반대인 경우 힘든 학사과정을 거치면서 디자인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예술가적 성향이 강한 주관적 디자인과 논리적이고 합리적 프로세스

를 가진 객관적 디자인은 사고체계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디자인과 학생들의 디자인교육에 실질적 도움을 주

고자 하며 궁극적으로 이 교육 모형을 통해 학생들은 어떠한 종류의 디자인을 하게 

되더라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디자인의 전 프로세스를 스스로 디렉팅 할 

수 있는 능력과 융통성을 키우고,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적용하기 위한 도전적 실험에 

주저하지 않게 될 것이다.

디자인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디자이너가 운용해야 할 인접학문과 지식, 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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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방법과 기술 등의 세부 요소들을 우선순위와 단계, 절차에 따라 자유자재로 운용

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되면 사고의 폭을 확장되어 미래 디자이너로서의 자질과 능력

을 함양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추후 이 디자인 사고체계는 연구자가 지속적인 프로토콜 분석방법을 통하여 내

용을 수정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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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ducation Model Development of Creative 

Design Thinking System

focusing on CPS(Creative Problem Solving)model

Ha Euna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complexity of today's design are increasing with rapidly changing social 

and cultural structures, technology. So, the role of design and designers, and 

design education need to be revisi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design education methods and models that reflect different values. 

First, based on the existing design thinking theory, design approaches can 

be classifed into four types:

1. Designer's self-expression, 

2. Philosophy and message-centered design,

3. Market and environment-centered design,

4. Function and purpose-centered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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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dural steps are divided into five stages : Research & Analysis, 

Synthesis, Inspiration & Rule Breaking , Ideation, Implementation stage.  

And content elements are can be categorized  into four groups : 

Knowledge, Methods & Tool, Principles, Purpose & Object. 

These elements are made into modules for design education model to 

facilitate the practical application. Modules are composed of a base module and 

a optional module that added according to the procedure. After establish the 

starting point and purpose of design, the basic module is selected and the 

optional modules needed are added in the next step. 

The optional module is provided in the form of a unit of design principles, 

expressed tools, ways of thinking from the time the idea and this training method 

can help the students convert general and universal concept into the original 

concept that reflects their personality. This module methods according to the 

procedure enhance the problem-solving skills for students and provides a variety 

of orientations and perspectives.

Keywords : Creative Design Education,  Design Thinking System, , Education 

Model, CPS

Student Number : 2011-30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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