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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디자인은 세기 후반 이후에 역사 문화 사회 정치 기술 소재의 발전   20 , , , , , 

과 영향을 주고 받으며 다양한 개념으로 발달되어 왔다 디자인 이론가 샤론 . 

헬머 포겐폴 은 저서 디자인 통합(Sharon Helmer Poggenpohl) (Design 『

Integrations: Research and Collaboration)』에서 디자인은 기술 발달 사회 , 

시스템 규모의 확장 정보 처리 능력의 향상 도시 문제 등의 복잡한 문제의 , , 

패턴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술 및 과학 발달과 연계된 디자인의 새로, 

운 분야들이 현저히 발전하게 되며 타 영역 간의 통합된 디자인 영역도 등, 

장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세기 후반 디자인 다원화에 주목하여 현대 디   20 , 

자인의 다원화를 고찰하고 그를 유형화 할 수 있는 적합한 기준의 모색을 , 

분석 및 진화 특성을 알아보는 것이다 디자인 용어는 지적인 역사의 기록이. 

며 새로운 단어의 창조는 학문 영역의 발전을 드러내거나 의미의 변화는 사, 

회적 이해와 인식의 변화를 드러낸다 (Poggenpohl, Chayutsahakij, & 

따라서 연구 대상은 세기 후반에 포스트모더니즘의 시Jeamsinkul, 2004). 20

기의 등장 이후인 년 이후부터 년을 기준으로 디자인 다원화가 등1970 2016

장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디자인 용어 및 사전적 개념 정의를 중심으로 한다.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된다 세기 후반 이후 나타나는    . (1)20

다원화된 디자인의 유형 및 개념들을 수집하고 정의한다 기존의 유형화의 . (2)



- ii -

기준을 조사한다 디자인 지식 관련 자료와 디자인 연구 및 산업에서 디. (3)

자인을 바라보는 견해에서 주장되는 기준을 중심으로 유형화 기준들을 추출

한다 각각의 기준을 통한 유형화 가능 여부를 매트릭스 분석법을 통하여 . (4)

진행한다 분석을 기반으로 현대 디자인의 지식 구조를 파악하고 현대 디. (5)

자인 진화의 특성을 타임라인을 통하여 파악한다.

연구 방법은 년부터 년의 시기 동안 국제 디자인 저널 서적   1970 2016 , , 

정기간행물 디자인 전기 및 기타 인쇄물 등의 매체 에서 각, (Lagana, 2004)

각 인용 빈도가 높은 순의 개 대표 집단을 선정하고 디자인의 언어는 50 , 

추출법을 사용하여 대표 용어의 형태로 ATR(Automatic Term Recognition)

개념을 추출하고 중복되는 개념 제거 상 하위 개념 위계 정리 비, (1) , (2) , , (3)

슷한 개념은 서로 합침에 기준하여 조정 및 정리한다 이 과정을 거치어 정. 

제된 디자인 언어 및 사전적 개념을 정리한다 그를 유형화 즉 제한된 수의 . , 

속성에 따라 복잡한 현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기준을 모색한다. 

유형화의 기준은 도서 산업 연구의 유형화 등 기존의 구분으로 사용되는 , , , 

기준 및 학제 구분 및 학자들의 주장 등 새로운 기준을 조사하여 유형화의 

기준들을 조사하고 유형화의 기준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개념 형태 대상, , , , 

기능 융복합 단일 등으로 정리된다 추출된 기준으로 유형화 가능 여부를 , , . 

확인하는 매트릭스 분석이 진행된다 매트릭스 표에서의 세로축은 디자인의 . 

언어의 리스트 매트릭스의 가로축은 앞서 학제 및 문헌 분석에서 추출된 유, 

형화 기준의 개념들을 제시한다 이의 유형화가 가능함의 여부를 체크하는 . 

조건을 왼쪽 세로축에 제시된 각 디자인 사전적 개념의 형태소 분석을 통하

여 가능한지 여부를 로 표기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 연구가 진행된다O,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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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진행을 위하여 각 장별 과정을 자세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제 장에서는 연구의 배경을 서술하고 목적을 제시한 후에 연구의 방법 및 1

범위를 설정하고 연구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한다 이후 본 연구의 좀 더 명. 

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연구의 주요 용어를 서술한다. 

제 장에서는 디자인 다원화와 유형화 및 진화 특성의 고찰에 관한 선행    2 , 

연구의 이론 및 현황을 고찰한다 첫째로 현대 디자인의 다원화의 개념 및 . 

현대사회의 디자인을 정의하고 둘째로 유형화의 개념에 대하여 정의 및 구, 

성 기준 및 유용성을 기준으로 알아본다 셋째로 디자인의 유형화에 대한 선, . 

행 연구를 알아보고 유형화의 현황을 고찰하여 쓰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 , 

파악한다. 

제 장에서는 세기 후반 이후 등장한 디자인 현상을 중심으로 분석하   3 20

여 본다 우선 새롭게 등장한 디자인 영역 및 개념과 용어를 새로운 디자인. 

의 조사 방법 및 범위의 서술과 디자인 개념의 분화 및 새로운 디자인 영역

의 탄생 배경의 서술 마지막으로 새로운 디자인의 종류 및 유형들의 개념 및 

특징을 정리한다 연구의 진행은 현대 디자인의 데이터를 앞서 언급한 분석. 

적 방법으로 수집한 후 디자인 언어 및 개념의 샘플을 추출한다 데이터의 , . 

분석의 방법은 데이터 수집 관련 용어 및 개념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그 (1) : ,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광범위한 문헌 검색이 진행된다 선택 디자인 용. (2) : 

어 추출을 위한 디자인 용어 추출을 위한 실험 설계를 진행한다 정보 생. (3)

성을 위한 모델 설계 및 테스트 현상을 관찰하여 그를 통해서 디자인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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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추출할 수 있는 문헌에 등장하는 빈번도를 기반으로 단어의 추출을 진행

한다 수집된 원 자료의 선택은 언어는 추출법을 사용하여 대표 용어의 . ATR

형태로 개념을 추출하고 중복되는 개념 제거 상 하위 개념 위계 정리 비, , , , 

슷한 개념은 서로 합침에 기준하여 조정 및 정리한다 설계 모델을 통한 . (4)

결과 도출에 의거한 리스트화 디자인 관련 문헌 안에서 빈번도가 높은 단어: 

의 리스트를 구성된다 이 과정을 통해 세기 후반의 나타나는 다원화된 디. 20

자인의 정제된 언어 의 리스트 및 사전적 개념을 정의한다. 

제 장에서는 디자인 다원화에 따른 유형화의 기준 모형 설계를 제안하   4

고 본격적인 디자인의 유형화를 위한 분석 모형을 통해서 유형화의 기준을 , 

개발하고 검증한다 새로운 디자인의 종합 및 유형화 방법의 모색을 앞장에. 

서 제안된 현대의 새롭게 등장한 디자인 용어들을 종합하고 이들을 어떻게 , 

유형화할지 가설을 서술한다 더불어서 디자인의 유형화 기준의 설정을 위하. 

여 모형 설계를 가설 목적 대상 범위 및 연구방법 분석 및 분석 결과의 , , , , 

순서대로 정리한다 본 장에서는 디자인 다원화에 따른 유형화 기준의 추출. 

을 위한 실험적 연구가 사용된다 차로 도서 산업 연구의 유형화 등 기존. 1 , , , , 

의 구분으로 사용되는 기준 차로 학제 구분 및 학자들의 주장 등 새로운 . 2 , 

기준을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형화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유형화의 기. 

준은 개념 형태 대상 기능 융 복합 단일 등으로 정리되고 유형화 매트릭, , , , , , 

스 분석을 진행한다 세로축은 디자인의 종류로 구성된다 매트릭스 분석법을 . . 

활용하여 디자인의 종류가 가로에 정의된 기준에 의거하여 유형화의 가능함, 

의 여부를 체크하는 조건의 사전적 정의를 놓고 조건에 맞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분석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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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는 유형화 기준의 개념 중 대상 중심의 유형화는 개중에 영   ‘ ’ 44

역 부분에서 개로 가능성이 에 해당하고 단일 중심의 유형화가 가36 81% , ‘ ’ 

능함이 개로 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개념 을 통한 유형화는 개로 42 95% . ‘ ’ 76

약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를 통하여 대상 보다 개념 의 유형화의 기준81% . , ‘ ’ ‘ ’

이 새로운 디자인 유형화에서 높은 가능성을 보임을 알게 되었고 전체 언어, 

를 완벽한 단일 기준으로 유형화하는 것을 불가능함을 알게 되었다100% .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 결과에서 유추하여 가 결합되는 방법인 복합 기A+B ‘

준법 을 제안한다 이를테면 대상 에 개념 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 . ‘ ’ ‘ ’

디자인으로 기준을 나누면 약 전체 까지 유형화가 ‘sustainable +chair’ 85%

가능하다 이는 완벽하지 않지만 신규 디자인의 설명력을 높이고 디자인의 . , , 

개념이 혼재된 과도기적 시점에 유형화에 적합하다. 

제 장에서는 장에서 이어 타임라인 분석법에서 더불어 디자인의 대상   5 4 ‘ ’

에서 개념 으로의 디자인 개념의 진화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인식하게 된‘ ’

다 연구의 결과 유형화 과정을 통해 세기 후반 이후의 디자인 현상이 대. 20

상에서 개념 중심으로 유형에서 무형으로 단일에서 복합적 개념의 디자인으, , 

로 진화한다는 현상을 발견하게 된다. 

제 장에서는 결론으로 요약 및 연구를 통하여 발견한 점 향후 연구에    6 , 

대하여 소개한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세기 후반 이후의 디자인 다원화된 . , 20

현대의 디자인의 유형화를 위한 적절한 기준을 모색하였다 하지만 현대 디. , 

자인은 복잡하고 디자인의 대상 및 개념의 변수가 너무 많고 유형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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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기준이 혼재하는 현상 속에서 더불어서 세기 후반 이후의 디자인 현20

상이 대상에서 개념 중심으로 유형에서 무형으로 단일에서 복합적 개념의 , , 

디자인으로 진화한다는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복합 기준으. 

로서의 유형화를 제안한다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현대의 전반적인 교육 문. , , 

헌 산업의 디자인 연구의 시스템 체계를 마련할 때에 현대 디자인의 변화된 , 

이유를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디자인의 유형과 디자인의 유형에 . 

따라 디자인의 구축되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여 서로 다른 디자인의 세계

가 결합된 진화된 디자인 수행의 프로세스를 향상시킬 수 있다. 

연구의 차별성은 기존 연구들은 새로운 디자인 영역이 무언인가를 찾는    

연구나 새로운 디자인에 대응에 관한 견해는 많았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이, . , 

를 현대 디자인의 실제 현상에 근거하며 증명하고 신구 디자인의 전체를 체. 

계화 하는 시도한다는 점이 다르다 더불어서 이러한 발견은 앞으로 디자인. , 

계가 다원화된 디자인의 복잡다단한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현대의 디자인 교

육 커리큘럼을 짜거나 산업 조직 시스템을 짜거나 지식 구조 시스템을 마련, , 

할 때 유형화를 활용할 때 능동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 

것이다. 

주요어 현대 디자인 디자인 지식 디자인 다원화 유형화 진화 특성 : , , , , 

학  번 : 2009-3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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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서 론1 

제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디자인 다원화     1. 

디자인은 세기 후반 이후에 다원화되고 분화되고 있다 이론가 샤론 헬머 포겐   20 . 

폴 의 디자인 통합(Sharon Helmer Poggenpohl) (Design Integrations: Research 『

에서 디자인은 기술의 발달 사회 시스템의 규모의 확장 정보 and Collaboration) , 』

처리 능력의 향상 도시 및 사회 문제가 증가하며 등장한 디자인은 복잡한 문제의 , 

패턴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 이라고 이야기하였다 디자인은 기존의 (Moore, 1973) . 

영역을 넘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분화되고 또 진화한다. 

   

또한 디자인은 대량 생산에서 대중화 에 이르기까지 산업의 진화   , (Morelli, 2011)

에 다양한 방법으로 기여해 왔다 그에 대해 이론가 및 디자이너들을 다음과 같이 . 

언급한다 디자인은 공학 및 과학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달된 디자인 이론 . 

으로 점차 진화된다 디자인은 더불어 생태학적 시스(Bertalanffy, 2003; Hall, 1962) . 

템 산업적 사회적 시스템 등 대규모의 복잡한 시스템을 모형화 및 시뮬레이션 하는 , , , 

방식으로도 발전 하게 된다 그에 더 나아가 디(Mesarovic, 1970; Warfield, 1973) . , 

자인은 점차 대규모의 복잡한 디자인 프로젝트에서 참여 및 의사 결정을 지원

하였고 디자인은 기존의 과학과 공학의 분석적 방법으로 해결되지 (Warfield,1976) , 

않는 불분명한 디자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방법을 개발하는 수단의 역할을 

하거나 (Helmer & Keiichi, 2011; Levi-strauss, 기업이나 산업의 조직 및 1974), 

서비스 설계 전략 설계 상호 작용 설계 및 사회 혁신을 위한 설계 등 다양한 영역에, , 

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이처럼 현대 디자인은 점차 다원화되며 타영역 간의 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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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통합된 영역이 등장한다 이러한 디자인의 변화는 새로(Von Bertalanffy, 1968). 

운 디자인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의해 다양한 개념이 생성되게 된다 따라서, . , 

디자인이 다원화되고 변화하는 시점에서 유형화를 통하여 디자인 지식을 체계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유형화 는 디자인 지식의 주제에 관한 최근의 연구 지식의 설계 및 과   (Typology) , 

정에 대한 이해의 증진 등 여러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Muller & Pasman, 1996). 

또한 현대 디자인의 유형화는 대상의 디자인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객체의 인과적 , 

시스템이나 디자인 진화에 대한 이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준다 , (Marradi, 

디자인의 다원화에 따른 최근의 연구는 디자인과 디자이너를 위한 새로운 역1990). 

할을 확인했지만 일부 연구에서만 현재 디자인의 다원화의 개념 및 그에 상응하는 , 

디자이너의 역할만이 제한적으로 제시 되고 있다 따(Wilson & Zamberlan, 2015) . 

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 디자인의 다원화된 현상을 고찰하며 복잡해진 현대 디, 

자인의 유형화 및 그의 기준을 규명한다. 

디자인의 유형화의 필요성    2. 

크리펜도프 는 디자인은 비즈니스 및 인간과 컴퓨터 상호   (Krippendorff, 1995) ‘

작용 등 담론들과 연계되며 발전하는데 있어서 다른 학문들은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 

있는 반면 디자인은 다소 혼란스럽고 지식 체계가 혼란스러운 디자인은 타 분야에 

종속되기 쉬우며 디자인의 핵심 역량과 그 영역의 범위에 대한 관점이 여러 가지라 , 

이 현상은 심각해진다 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디자인의 하부 분야들은 서로 고립되.’ . 

어 내부적으로 자체의 발달만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Helmer & Keiichi, 2011). 

다원화 된 디자인은 구조화 되지 않은 영역이기에 새로운 지식을 적용하는 것은 복 

잡하다 따라서 디자인이 다원화되고 변화하는 시점에서 (Muller & Pasman, 1996). 

유형화를 통하여 디자인 지식을 체계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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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세기 후반 이후에 나타난 디자인의 개념들을 파악하고 그의    20 , 

유형화를 위한 디자인 기준을 마련하고 나아가 진화하는 현대 디자인의 흐름을 파악, 

하는 것이다 연구의 진행은 문헌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세기 후반 다원화 된 디. 20

자인의 개념을 파악하고 매트릭스 분석법을 이용하여 다원화된 현대 디자인의 유형, 

화 및 그의 기준을 모색한다 유형화는 개념을 이루는 계층의 특성의 중심 개념을 . 

분석하고 유형화의 기준을 추출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원화된 현대 디자인의 구체적

인 속성 및 특성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 

미처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였던 현대 디자인의 진화 속성을 인식할 수 도 있다 연구. 

의 목적에 따른 진행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대 디자인의 다원화의 분석을 통해 유형화를 위한 배경 지식 정리 1. 

현대 디자인의 다원화 유형화의 개념 정리 및 사전 연구 조사  2. , 

현대 디자인의 다원화의 경향에 대한 조사 3. 

디자인 유형화를 위한 기준 설정 및 검증 모형을 통한 유형화의 기준 도출 4. 

유형화의 분석 과정을 통한 진화 특성 도출 및 향후 연구 제안  5. 

또한 다음과 같은 연구 목표에 따른 문제 제기와 연구의 진행의 과정이 제안된다, . 

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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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제기� 연구의�진행

현대�디자인의�다원화�및�유형화는�무엇인가1.� ?

현대� 디자인의� 다원화의� 분석을� 통해� 유형화를� 위한�!

배경�지식�정리

현대�디자인의�다원화의�개념�고찰=>�

현대�디자인의�유형화의�개념�고찰=>�

다원화된�디자인의�유형화를�위하여서는�어떤�2.�

기준을�사용하는가?

현대�디자인의�다원화 유형화의�사전�연구�조사,�!

디자인�유형화�기준�고찰�타�연구자들의�레퍼런스�조사=>� �

디자인�유형화�기준�연구자의� 에�의거�새롭게�제안�=>� insight

어떠한�종류의�새로운�디자인이�생겨나고�현3.�

대�디자인의�다원화의�현황은�어떠한가?

현대�디자인의�다원화의�경향에�대한� 조사!

새로운�현대�디자인의�다원화�개념 언어� 고찰�=>� ,�

디자인의� 유형화의� 새로운�기준은� 어떤� 것4.�

인가 유형화를� 위하여�무엇이�가장�적절할까? ?

디자인� 유형화를�위한� 기준�설정�및�검증�모형을�통한�!

유형화의�기준�도출

디자인�유형화� 기준�고찰=>� �

유형화� 기준을� 통한� 새로운� 디자인의� 분5.� �

석� 통해서�우리는� 무엇을�통찰하고�분석해� 낼�

수�있을까?

유형화의� 분석� 과정을� 통한� 진화� 특성� 도출� 및� 향후�!

연구�제안

디자인�흐름�및� 진화�특성�고찰=>�

표� 연구�목표에�따른� 문제�제기와� 연구의�진행[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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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연구 범위 및 방법2 

연구 범위와 대상   1. 

연구 대상은 디자인의 다원화가 등장하는 세기 후반에 포스트모더니즘의 시기   20

의 등장 이후인 년 이후부터 년 월의 기준으로 디자인 범위를 디자인 1970 2016 12 ‘ ’ 

언어 및 사전적 개념의 범주로 축소하였고 그 디자인 다원화의 현상에 집중하였다, . 

디자인의 영역은 시대별로 주요한 특징이 나타나는 모든 분야의 디자인으로 디자(1)

인 저널 서적 정기간행물 디자인 전기 및 기타 인쇄물 그래픽 자료 등 , (2) , (3) , (4) , 

다양한 형식 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Lagana, 2004) .

연구 방법   2. 

연구 방법은 이론가 주장의 고찰 및 선행 연구 파악을 위한 문헌 고찰을 통한 이   

론 연구1)및 사례연구2)가 진행되었다 이는 다원화된 디자인의 개(Creswell, 2013). 

념 및 유형화를  이론적 관찰 및 분석한 현상으로 제안 및 검증할 수 있는 이론적 

모형을 제공하는 토대가 된다 기준의 적용 가능 여부를 판별을 위한 매트릭스 모형. 

을 활용한 분석 방법 및 타임라인 작성법이 활용 된다 (Helmer & Keiichi, 2011).

디자인 용어를 선별 및 고찰하기 위해서 관련 문헌 서적은 년 년 시기    1970 - 2016

동안 디자인과 관련 지식 범위의 문헌 조사를 통하여 인용 빈도가 높은 순의 문헌1) , 

연구 학술지 교육 기관 등의 자료에서 대표 집단을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2) , 3) 

1) 이론 연구는 정성적인 논점에 관여하는 사회 과학의 방법으로 연구자의 논리적 구성을 글로 쓰인 언어로  

설명하려고 자한다. 
2) 사례 연구는 분석적이거나 정성적 방법으로 할 수 없는 복잡한 주제들을 조사할 때 수행한다 특히 연구자들 . 

이 사건을 동시대 현상을 초점에 둘 때 선호하는 방법이다 더 깊은 리서치를 위한 데이터 비교와 축적. 

을 위해 표준화된 기록의 형식들이 여러 사례에 걸쳐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출처. : Yin, Robert K 2003.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Thousand Oaks: 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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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디자인의 언어는 추출법을 사용하여 대표 . ATR (Automatic Term Recognition)

용어의 형태로 개념을 추출하였고 중복되는 개념 제거 개념 위계 정리 비슷한 개념, , 

은 서로 합침에 기준하여 조정 및 정리하였다 유형화의 기준은 매트릭스를 통하여 .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기준을 추출하는 분석하는 방법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디자인 . 

기준의 적용 가능 여부를 매트릭스 실험적 연구는 디자인 실험을 참고하여 (Takeda, 

디자인 문서 분석 Hamada, Tomiyama, & Yoshikawa, 1990) (Ericsson & Simon, 

이 사용된다1993) .

연구 내용 및 구조   3.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된다 세기 후반 이후의 나타나는 다원   . (1) 20

화된 디자인의 유형 및 개념들을 수집한다 기존의 유형화의 기준을 조사한다. (2) . 

디자인 지식 관련 국제 저널 및 문헌 및 참고 자료들을 토대로 디자인의 연구 (3) 

및 산업에서 디자인을 바라보는 견해에서 주장되는 기준을 중심으로 새로운 유형화 

기준을 추출하였다 유형화를 진행하고 다원화 된 디자인의 유형화 기준 및 진화 . (4) 

특성을 파악한다 각 장별 연구 과정을 자세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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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디자인의�다원화에�따른�유형화�및�진화� 특성� 연구의�진행�[ 1-1]� –�

제 장에서는 연구의 배경을 서술하고 목적을 제시한 후에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

를 설정하고 연구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한다 이후 본 연구의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 

기 위하여 연구의 주요 용어를 서술하였다. 

제 장에서는 디자인 다원화와 유형화 및 진화 특성의 고찰에 관한 선행 연구의    2 , 

이론 및 현황을 고찰한다 첫째로 현대 디자인의 다원화의 개념을 정의 현대 디자인. , 

의 현상을 고찰하고 둘째로 유형화의 개념에 대하여 정의 및 구성 기준 및 유용성을 , , 

기준으로 알아본다 셋째로 디자인의 유형화에 대한 선행 연구를 알아본다. .

제 장에서는 세기 후반 이후 등장한 디자인 현상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우선    3 20 . 

새롭게 등장한 디자인 영역 및 개념과 용어를 새로운 디자인의 조사 방법 및 범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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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과 디자인 개념의 분화 및 새로운 디자인 영역의 탄생 배경의 서술 마지막으로 

새로운 디자인의 종류 및 유형들의 개념 및 특징을 정리한다 연구의 진행은 현대 . 

디자인의 데이터를 앞서 언급한 분석적 방법으로 수집한 후 디자인 언어 및 개념의 ,  

샘플을 추출하였다 데이터의 분석의 방법은 데이터 수집 관련 . (1) (Data Gathering): 

용어 및 개념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광범위한 문헌 검색이 , 

진행되었다 선택 데이터를 유형화하여 디자인 용어 추출을 위한 디. (2) (Selection): , 

자인 용어 추출을 위한 실험 설계를 진행하였다 정보 생성을 위한 모델 설계 및 . (3)

테스트 현상을 관찰하여 그를 통해서 디자인 용어를 추출할 수 있는 문헌에 등장하: 

는 빈번도를 기반으로 단어의 추출을 진행한다 수집된 원 자료의 선택은 언어는 . 

추출법을 사용하여 대표 용어의 형태로 개념을 ATR(Automatic Term Recognition)

추출하였고 중복되는 개념 제거 개념 위계 정리 비슷한 개념은 서로 합침에 기준하, , , 

여 조정 및 정리하였다 설계 모델을 통한 결과 도출에 의거하여 디자인 관련 문. (4)

헌 안에서 빈번도가 높은 단어의 리스트를 구성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세기 후반. 20

의 나타나는 다원화된 디자인의 정제된 언어 의 리스트 및 사전적 개념을 정의한다. 

제 장에서는 디자인 다원화에 따른 유형화의 기준 모형 설계를 제안하고 본격   4 , 

적인 디자인의 유형화를 위한 분석 모형을 통해서 유형화의 기준을 개발하고 검증한

다 첫째로 새로운 디자인의 종합 및 유형화 방법의 모색을 앞장에서 제안된 현대의 . , 

새롭게 등장한 디자인 용어들을 종합하고 이들을 어떻게 유형화할지 가설을 서술한, 

다 둘째로 디자인의 유형화 기준의 설정을 위하여 모형 설계를 가설 목적 대상. , , , , 

범위 및 연구방법 분석 및 분석 결과의 순서대로 정리한다 셋째로 디자인의 유형화 , . , 

구조를 기본 원리 및 기준 및 유형화 모형의 구조를 도출한다 본 장에서는 디자인 . 

다원화에 따른 유형화 기준의 추출을 위한 실험적 연구가 사용되었다 도서 산업. , , 

연구의 유형화 등 기존의 구분으로 사용되는 기준 및 학제 구분 및 학자들의 주장 , 

등 새로운 기준을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형화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다 유형화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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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의 종류는 개념 형태 대상 기능 융복합 단일 등으로 정리되었고 추출된 기준, , , , , , 

으로 표현된 유형화 매트릭스 분석을 진행하였다 세로축은 디자인의 종류로 구성된. 

다 매트릭스 분석법을 활용하여 디자인의 종류가 가로에 정의된 기준에 의거하여 . , 

유형화 가능함의 여부를 체크하는 조건의 사전적 정의를 놓고 조건에 맞는지를 평가

하는 방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림 ( 1-2). 

그림� 징의�다원화의�유형화를�위한� 기준추출을�위한�프레임워크[ 1-2]� 4

제 장에서는 디자인의 대상 에서 개념 으로의 디자인 개념의 진화를 데이터를    5 ‘ ’ ‘ ’

기반으로 재인식하게 되었다 연구의 결과 유형화 과정을 통해 세기 후반 이후의 . 20



- 10 -

디자인 현상이 대상에서 개념 중심으로 유형에서 무형으로 단일에서 복합적 개념의 , , 

디자인으로 진화한다는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다. 

제 장에서는 결론으로 요약 및 연구를 통하여 발견한 점 향후 연구에 대하여    6 , 

소개한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세기 후반 이후의 디자인 다원화에 따른 현대의 . , 20

디자인을 유형화 하고 현대 디자인을 기존의 디자인을 유형화하는 기준을 가지고 , 

유형화되는 적절한 기준 및 체계를 발견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하지만 현대 . , 

디자인은 복잡하고 디자인의 대상 및 개념의 변수가 너무 많고 유형화를 위한 여러 

기준이 혼재하는 현상 속에서 더불어서 유형화 과정을 통해 세기 후반 이후의 디20

자인 현상이 대상에서 개념 중심으로 유형에서 무형으로 단일에서 복합적 개념의 , , 

디자인으로 진화한다는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복합 기준으로서의 . 

유형화를 제안한다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현대의 전반적인 교육 문헌 산업의 디자. , , , 

인 연구의 시스템 체계를 마련할 때에 현대 디자인의 변화된 이유를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디자인의 유형과 디자인의 유형에 따라 디자인의 구축되는 방식에 . 

대한 이해를 높여 서로 다른 디자인의 세계가 결합된 진화된 디자인 수행에 프로세

스를 향상시킬 수 있다. 



- 11 -

제 절 용어 및 범례3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은 사전적인 이론의 의미를 기준으로 하였다 본 문   . 

에서 언급되며 사전적 개념의 정의가 필요한 용어 정의 및 범례는 아래와 같다.

용어의 정의    1. 

디자인    1) (Design):

디자인은 가시적인 형태로 표현되거나 행동으로 옮겨지기 위한 아이디어를 공식   

화하는 개념 활동이며 디자인은 개념화 상상력 및 해석에 관한 것 이다 어원적으, , .  

로 동사 디자인 은 접두사 데 와 라틴어 동사 시그나레 에서 파생되는" " (de) (signare)

데 이 동사는 또는 을 의미하고 는 파생의 의미로 사용된다 따라, mark out sign , de . 

서 언어적 기원에 따르면 디자인 이라는 단어는 사실 조건 또는 품질의 존재 또는 , " " , 

존재를 암시하는 무언가의 유도에 관한 것이다 또한 디자인은 계(Terzidis, 2007). , 

획과 생각의 과정이며 또한 개인이나 집단이 볼 수 있는 특별한 목적의 계획이다, . 

예술적 기능적 디자인을 실행하는 창의적인 기술로도 정의될 수 있다 , (Friedman, 

디자인은 상징적 및 은유적 의미 직관적 지식 및 행동에서 파생된 다양한 2000). , 

형태의 지식을 지칭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디자인 개념은 이 디(Cross, 1986). 

자인의 정의의 개념을 통칭하며 제품 디자인 시각 디자인 환경디자인 등을 포함하, , 

여 광의적으로 사용한다 권명광( , 2000).

유형화    2) (Typology):

유형학이라는 용어는 사회과학학자들의 유형화적 활동과 분류 활동을 모두 가리   , 

키는 데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언급되는 유형화는 레너트 (McKelvey, 1978).  

의 정의에 따르면 유형화는 제한된 수의 속성에 따라 복잡한 현상(Lehnert,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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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이론적 경험적으로 도출된 개념 의 측면의 개념을 지칭한, ”

다 유형은 계층적으로 구성되며 개념은 색인 작성에 사용될 수 있는 하위 클래스가 . 

있는 클래스로 정렬될 수 있다 (Ahmed, 2005). 

다원화    3) (Diversification):

다원화의 본래의 정의는 형성하는 근원이 많아짐을 뜻한다 본 연   (Waite, 2012). 

구에서의 다원화는 다양성 의 측면에서 디자인의 개념을 형성하는 근원이 (Diversity)

다양해지고 풍부한 종류가 형성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러 종류의 디자인이 등장하, 

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다원주의 의 다원화와는 구별된다. , (Pluralization) . 

진화 특성    4) (Evolutionary Characteristics): 

진화 특성은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방향을 의미하는 것 으로   (Waite, 2012) ,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이 점차 변천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추이 양상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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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2. 

본 연구의 표기법은 의 표기 양식을 1) APA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따른다 더불어 정확한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번역서의 경우 원서의 이름을 추가하였. 

다.

표제어는 한글 영문 순으로 한글 영문 의 방식으로 정리하였다2) , ( ) .

맞춤법과 표제어는 한글 맞춤법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3) ( 2014-0039 (2014. 12. 

의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을 따랐다5) .

외래어 표기는 제 호 의 새 외래어 표기법을 따랐다4) 85-11 (1986. 1. 7.) .

외국어 표기는 원어를 괄호 안에 넣어서 표기하였다5) .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하단의 각주를 추가하였다6) . 

외국인 인명 표기는 한글로 표기하고 영문 표기를 괄호 안에 넣어 첨가하였다7) .

나열된 용어들은 각 분야별로 가나다 순으로 정리하였다8) , ABC,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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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이론적 고찰2 

본 장에서는 디자인 다원화와 유형화 및 진화 특성의 고찰에 관한 선행 연구의    , 

이론 및 현황을 고찰한다 첫째로 현대 디자인의 다원화의 개념을 정의 현대 디자인. , 

의 현황을 고찰하고 둘째로 유형화의 개념에 대하여 정의 및 구성 기준 및 유용성을 , , 

기준으로 알아본다 셋째로 디자인의 유형화에 대한 선행 연구 및 이론들을 고찰한. 

다. 

제 절 현대 디자인 다원화1 

본 절에서는 현대 디자인의 다원화의 개념을 디자인 다원화의 정의 현대 디자인    , 

다원화의 유형화 새로운 디자인 지식과 미래를 위한 디자인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 

그리고 현대 디자인의 다원화의 보편적 현상을 집단들 사이에 특징을 추출하여 현대 

디자인의 개념을 개념화하여 정리해 본다 (McKelvey, 1978).

현대 디자인 다원화의 정의 및 유형화   1. 

디자인은 기존의 영역을 넘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분화되고 또 진화한다 그에    . 

대해 이론가 및 디자이너들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부캐넌 에 의하면  . (Buchanan)

디자인은 사진이나 영화 사운드 모션 및 디지털 표현과 같은 새로운 미디어 , TV, , 

및 도구의 도입으로 점차적으로 인쇄물이나 그래픽 표현의 매개체로 진화되었다 또. 

한 산업 디자인은 현재는 기호와 사물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디자이너는 새로운 제

품을 만들고 우리 삶의 디자인 가치를 반영하기 위하여 디자인이 인간의 살아 있는 

경험의 일부가 되도록 진화해왔다 디자인은 생태학적 시스템 산(Buchanan,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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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적 사회적 시스템 등 대규모의 복잡한 시스템을 모형화 및 시뮬레이션 하는 방식, , 

으로도 발전 하고 점차 대규모의 복잡한 디자인 (Mesarovic, 1970; Warfield, 1973) , 

프로젝트에서 참여 및 의사 결정을 지원 한다 이제 디자인은 기존(Warfield, 1976) . 

의 과학과 공학의 분석적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불분명한 디자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방법을 개발하는 수단의 역할을 하거나 (Helmer & Keiichi, 2011; 

기업이나 산업의 조직 및 서비스 설계 전략 설계 상호 작용 Levi-strauss, 1974) , , 

설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디자인은 공학 및 과학과 영향. 

을 주고 받으며 발달된 디자인 이론 으로 점차 진화(Bertalanffy, 2003; Hall, 1962)

된다 더불어 디자이너는 사회 혁신을 위한 설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참여하고 혁신. 

의 중요한 주역의 역할을 한다 (Wilson & Zamberlan, 2015). 

새로운 디자인 지식과 미래를 위한 디자인   2.   

교육 이론가 로널드 바넷 은 초 복합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미래    (Ronald Barnett)

디자인에 대하여 언급한다 바넷 은 미래가 항상 알려지지 않았지만 알려지. (Barnett) , 

지 않은 것에 대한 감각은 지금처럼 생생하지 않고 콤플렉스 세계는 불확실성 예측 , 

불능성 경쟁 가능성 및 가변성으로 특징 지어지며 그 복잡성은 프레임 워크의 다양, 

성에서 된다고 언급한다 복잡한 현대의 세계에서  급속한 인구 변화(Barnett, 2004). , 

기술 진화 사회 진화 및 경제 위기로 인해 디자인의 전략적 틀이 끊임없이 재구성된, 

다 디자인은 조직의 설계 산업 서비스 전략 상호작용 기술 문화 (Morelli, 2011). , , , , , , 

등의 지식과 상호 교류하며 지식을 누적적으로 새로운 디자인 지식으로 축적되어지

고 새로운 진화 형태를 보인다, (Sch n, 1988). ö

디자인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시스템을 수용하고 규율 경계가 흐려지   

고 새로운 프레임 워크가 요구되는 사고방식을 끊임없이 재조정하고 진화하는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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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미래(Wilson & Zamberlan, 2015). 

의 혁신에 중요한 원동력으로 디자인의 사고와 실천을 진화시키게 된다. 

제 절 유형화2 (Typology)

유형화의 개념은 지식의 개발과 적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설계 지식에    . 

접근하고 구조화 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복, (Muller & Pasman, 1996). 

잡한 개념의 정리 정돈 및 지식의 틀을 잡는데 유용한데 션 에 따르면, (Sch n, 1988) , ö

디자인은 유형화는 누적적으로 축척되고 복잡 다양화된 현대 디자인의 지식들을 그, , 

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설명할 수 있는데 기초의 틀을 제공한다 그리고 조직화를 . 

통하여 필요할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주장한다 유형화는 설계 지식의 . 

계층적 다중적 레벨 구조이며 상위 수준의 개념부터 문맥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이다, , 

(Oxman, 1990). 

유형화 의 정의    1. (Typology)

뮬러와 파스만 의 정의에 따르면 유형화 는    (Muller & Pasman, 1996) , (Typology)

기존의 형식적 개념에서 추출할 수 있는 지식 조각으로 기술하고 분해 하는 수단으

로 복잡한 지식의 단편들의 구조화 및 설계자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사용에 대한 가

능한 시나리오를 기술할 수 있는 유용한 개념이다 마라디 의 정의에 . (Marradi, 1990)

따르면 유형화는 여러 기본 단위를 고려하여 구분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이는 내적인 

혹은 외적인 확장된 구분을 통하거나 소유 개념들의 응축을 통해서 수행된다 옥스, . 

만 의 정의에 따르면 유형화는 일반화의 한 형태로 스키마 내에서의 (Oxman, 1990) , 

일부 경험을 수용하기 위해서 전형적인 케이스를 만들거나 개념을 조직화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만드는 일반화의 한 형태이다 따라서 유형화는 지식의 구조의 일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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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은 차원의 추상화의 범주 안에서 통제되며 주어진 상황의 해결책의 관점에서 , 

선례의 두드러진 측면을 추상화하고 구분하는 것으로 정의된다(Oxman, 1990). 

 

수많은 학자들이 유형화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고 이는 종합하여 보면 유형화는    , 

복잡한 대상을 소유 개념의 응축인 기준에 의거하여 개체들을 구분하고 지식을 규명

하는 과정이다 이는 분류와도 가까운 의미를 지니는데 각기 지식의 영역에 따라 다. , 

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문헌 정보학 용어 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유형화란 사물의 . “

현상이나 개념 등 유사한 것들을 모으고 상이한 것은 구분하여 체계화 하는 것 이다”

사공철 철학 사전 철학 사전 편찬 위원회 은 유형화란 개념의 구분( , 1996). ( , 2012) “

을 사용하는 특수한 경우에 있어 구분이 유개념 에 포함되어 있는 종개념( ) (類槪念 種

으로 나누는 것이라면 유형화는 이 구분의 어떤 총계를 가리킨다 라고 정의한) , .”槪念

다 일반적으로 유형화의 기초를 이루는 것은 문제되는 각 대상의 본질적 특징이다. . 

생물학 사전 강영희 에서는 유형화란 보통 개체를 대상으로 하여 종류를 나( , 2011) “

누고 상하 위의 집단에 있어 종류의 구성 및 질서를 세워 인식 하는 표현 을 지칭하”

며 대상이 되는 생물 각각에 대해서 형질 가장 편의적인 것으로 외견상 분명한 “ (1) (

것 의 특징을 명확하게 하고 나아가 형질 해석을 하고 이미 알려진 종과 대비) , (2) , 

대조하여 소속시킬 분류군을 정하고 다른 종과 관계를 분석하고 소속하는 분류(3) , 

군 중에서도 위치를 부여한다 학명을 결정한다 진정한 과정은 에 해당하고 . (4) . (3)

대상을 바르게 인식하는 출발점이 중요하다 라고 정의한다 교육 심리학 용어 사.” .  

전 박승호 한국 교육 심리학회 에서는 유형화를 범주화( & , 2000) “ ( , 範疇化

라고 정의한다 다시 말하여 사물이나 개념들이 지닌 classification,  categorization) . 

공통적인 속성 용도 관계 등을 이용하여 사물이나 개념들을 조직하는 전략 을 뜻한, , ”

다 범주화 전략은 개념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인간이 사상을 손쉽게 변별. , 

하고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기록학 용어 사전 한국 기록학회, , . ( , 

에서는 유형화란 기록을 조직화하고 내적인 질서를 부여하여 기록들 간의 유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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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과정을 말한다 라고 정의한다 사회학 사전에서는 유형화.” . “

는 사회 구조에서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형태를 확인하는 시도이다 라고 정의한다.”

고영복 컴퓨터 용어 사전 전산 용어 사전 편찬 위원회 김남용 신동철( , 2000). IT ( , , & , 

에서는 유형화란 어떤 집합을 특별한 순서로 바꿔 배열하는 조작 방법이다2005) “ . 

데이터의 파일을 지정한 순서로 배열하여 조작하는 방법으로서 정렬 이 있(sorting)

다 또는 데이터 처리에 필요한 각종 코드화 체계이다 라고 정의한다 국어 국문학 . .” . 

자료 사전 국어국문학 편찬 위원회 에서는 유형화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 , 1998) “

개념을 어떤 기준에 따라 특징짓고 분류하는 것 이다 라고 정의한다 언어 유형화는 .” . 

그러나 실제에 있어 언어의 변이 는 점진적 이며 복잡하기 때( variation) ( )變異 漸進的

문에 어떤 한 가지 기준에 따라 한 언어가 특징 지어질 수는 없다. 

유형화의 목적   2. 

유형화의 형식과 방식은 점점 지식이 고도로 복잡해지고 추상화되면서 다양한    , 

형태와 관련될 수 있는 디자인 개념 및 원칙의 대상의 원리를 규명하는데 유용하다. 

또한 유형화는 개념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자연스러운 지적 활동의 일환이다, 

디자인의 유형화를 통하여 디자인의 대상의 정보 수집을 통해 디(Marradi, 1990). , , 

자인의 계보 역사를 재구성하고 진화 과정 및 관련 학문에 지식에 필요한 기반 지식, 

을 정돈할 수 있다 디자인의 유형화의 한 형태는 제약 및 목표 상황을 기준으로 유. , 

형화 하는 것이다(Oxman, 1990). 

유형화의 방식   3. 

유형화의 방식은 옥스만 에 따르면 디자인의 대상이 놓인 상황과    (Oxman,1990)

디자인을 통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측면으로 상황의 유형화 목표의 유형화 형식, ,  

화된 유형화로 크게 세 가지 방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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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의 유형화   1) (Situation Typification)

상황의 유형화는 전통적인 카테고리의 방식으로 상황의 용어를 놓고 디자인을    , 

유형화하는 방식이다 디자인에서는 만일 산업 디자인이라면 디자인의 특히 물리적. 

인 측면의 본질적 제약의 요건 이나 혹은 환경 디자인이라면 (Intrinsic Constraints) , 

지형 방위 등의 상황에 유래한 디자인을 위한 제약 조건을 기준으로 유형화하는 것, 

을 이야기한다(Oxman, 1990). 

 

목표의 유형화   2) (Goal Typification)

목표의 유형화는 디자인의 목표에 의하여 유형화 되는 방법으로 디자인 전반에    , 

걸쳐 계속되며 목표의 추구와 실행을 위해서는 경험과 통찰력을 요구로 하기 때문, 

에 디자이너의 경험을 반영한다 이를 테면 건축물의 초기 목표 유형화에 대한 추론, . , 

은 이미 형식적 건축 지식과 같은 지식을 기반으로 한다 목표 유형화는 디자인 전통 . 

지식의 내용 이데올로기적 움직임 또는 스타일의 일부인 목표나 주제와 같은 하이 , 

레벨 수준의 지식을 포함한다(Oxman, 1990).

 

형식화된 유형화   3) (Formal Typification)

형식적인 유형화는 형태학적 기능적 유형을 사용하는 표현을 기준으로 프로토    , 

타입을 토대로 디자인을 유형화 한다 유형화는 현재 디자인이 추상(Oxman, 1990). 

화되어 메모리의 구조화 되는 형식으로 디자인 경험을 기반으로 한다 지식 추상화는 . 

문제의 새로운 재구성 혹은 새로운 문제 해석을 위한 은유적 사고를 통해 디자인에 , 

대한 창조적 응용에 기여한다(Oxman, 1990).

유형화의 요소 및 구조   4. 

보통 유형화의 요소를 살펴볼 때 유형화의 군은 클래스 타입 또는    , (Class),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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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군 으로 나눠질 수 있다 대상을 정렬할 때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타입(Taxon) . , 

을 정의할 때 기본적인 분류군을 정의할 때 기본적인 요소가 고려된다 유형화도 , .  

이 개념과 같은 흐름에 의하여 유형화의 요소 역시 개념은 서로 상호 배타적이어야 

하며 클래스와 같은 위계를 지녀야 한다, (Marradi,1990). 

유형화의 기준 및 유용성   5. 

유형화는 다양한 유형의 디자인 콘텐츠를 다이어그램을 통하여 표현하거나 복잡   , 

한 지식에 다양한 계층의 구성을 표현하기 위한 매체의 기반 기초를 제공한다 또한. , 

기능 및 구성과 개념에 대한 다양한 지식 범주를 통합하여 사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조직 및 형식화를 위한 프레임 워크이며 디자인 영역에서 유형 구분에 대한 복

잡한 지식 체계를 표현하는 하나의 툴이 될 수 있다 이는 유형의 다양성 생성 과정. , , 

하위 유형의 계층의 변수 프로세스의 제어와 같은 지식도 포함될 수 있다 진화하는 , . 

디자인의 다원화적인 지식 기반 설계 시스템과 관련하여 설계 조직을 위한 효과적인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Oxman,1990). 

제 절3  디자인 유형화에 대한 선행 연구 

디자인 유형화에 대한 선행 연구는 이는 새로운 유형화의 기준을 제시하기 전 디   

자인 개념 및 디자인의 유형화를 이해하려는 목적이 있다 뮬러와 파스만. (Muller & 

에 따르면 구조화 되지 않은 지식의 전달은 사례를 기반으로 확인 Pasman, 1996) , 

하여야 한다. 

디자인 유형화의 시초   1. 

보니 의 이론에 따르면 산업 혁명 이후 새로운 기술과 재료의 발달   (Bony, 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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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능주의적 사고 장인 정신과 이상적 아름다움의 추구의 디자인 역사의 시기에서 , 

세계 최초의 만국 박람회가 년 월 영국 런던의 크리스탈 궁전1851 5 (Crystal Palace)

에서 예술 과학 산업의 당대의 산업 발전의 최고의 성과물을 총망라한 업적을 홍보. , 

하고 교류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이 박람회에서는 대상의 심미성 산업 발전에 . , 

기반 하여 심사 위원이 점수를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여 유형화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자재 기계 섬유 및 공업 제품 유리 자기 철 등의 공업 제품(1) , (2) , (3) , (4) , , ,  

기타 제품 예술품의 카테고리로 나뉘었다 이는 세기 후반의 최초의 디자인 (5) , (6) . 19

유형화이다 이들은 참신성 경제성 견고성 실용성 기능성 혁신성 심미성을 기준. , , , , , , 

으로 판단되었는데 이들은 당시의 디자인의 개념 및 디자인 범주 및 구성 요소를 ,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Bony, 2008). 

 

현대 디자인의 유형화   2. 

현대 디자인의 유형화에 대하여는 디자인 학계에서의 관점과 움직임을 보면서도    

그 추이를 관찰 할 수가 있는데 노만 의 연구에 따르면 , (Norman & Verganti, 2014)

년 런던의 최초의 디자인 방법 회의 에서 디자인이란 1962 ' '(Jones & Thornley, 1963)

무엇인가가 디자인 방식이란 무엇인가가 논의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설계 방법론의 . 

개시를 주제 또는 조사 분야로 나누었다 년대의 새로운 디자인에 대한 기원은 .  1960

제 차 세계 대전의 사회와 과학적 방법의 적용과 디자인의 복합적 활용이었다 더 2 . 

나아가 문제 해결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작 창의성에 대한 디자인 방법론의 , 

책이 나왔다 바야지트 에 따르면 년 카네기 멜론 대학 . (Bayazit) 1968 (Carnegie 

의 노벨상 수상자 인 허버트 사이먼 의 디자인Mellon University) (Herbert A. Simon)

이 과학의 주제 인 공학 및 기타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학의 과학에 광범위한 과학적 

접근법을 적용 할 것을 제안했다 년대에는 디자인 방법론의 선구(Bayazit, 2004). 70

자였던 크리스토퍼 알렉산더 가 세계 여러 곳에서 준비된 패(Christopher Alexander)

턴을 활용하여 문제를 디자인하고 사용자 디자인 참여에 자신의 패턴 언어를 계속 



- 22 -

적용했다 년 나이젤 크로스 가 주최한 사용자 참여 및 디자인 참. 1971 (Nigel Cross)

여를 중심으로 하는 회의가 개최된다 나이젤 크로스 가 년 디자인. (Nigel Cross) 1980 , 

과학 방법 컨퍼런스가 조직되었으며 또한 그 당시의 근본적인 디자인 연구 도구와 , , 

기술이 같은 논문으로 유형화된다 그 이 후 시간이 흐르며 다양한 (Bayazit, 2004). 

과학기술의 발달 세계화 문화의 교류 및 재료의 발달 등의 복잡한 현대사회의 변화, , 

와 함께 디자인도 함께 진화하고 정의한다(Norman & Verganti, 2014). 

켄 프리드먼   1) (Ken Friedman)

“Four areas of design research must be considered in creating the foundation of 

progressive research programmes within and across the fields of design: 1 Philosophy and 

theory of design, 2 Research methods and research practices. 3 Design education, 4 

Design practice.” - Ken Friedman, 2000.

“One model for the field of design is a circle of six fields. A horizon bisects 
the circle into fields of theoretical study and fields of practice and application. The 
triangles represent six general domains of design. Moving clockwise from the 
left-most triangle, these domains are (1) natural sciences, (2) humanities and 
liberal arts, (3) social and behavioural sciences, (4) human professions and services, 
(5) creative and applied arts, and (6) technology and engineering.” - Ken Friedman, 

2000. 

켄 프리드먼 에 따르면 디자인은 이론적 기반과 실습으로 유형화   (Ken Friedman)

된다 성공적인 디자인은 풍부한 경험과 이론적 설명 원리 모델 및 패러다임이 적절. , , 

히 균형 있게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디자인은 풍부한 이론적 틀의 개발의 가능성을 , 

가진다고 언급한다 프리드먼은 디자인은 산업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텍스타일 디. , , 

자인 또는 가구 디자인과 같은 잘 정의된 영역 내에서의 정보 디자인 프로세스 디자, 

인 제품 디자인 인터페이스 디자인 교통 디자인 도시 디자인 디자인 리더십 및 , , , , , 

디자인 관리로 나뉘며 어떤 요인도 특정 도메인에서 주어진 설계 관행의 위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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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지 않는 중립적 입장을 가진다고 정의한다 따라서 오늘날의 지식 경제에서 . 

디자이너는 리더십 학습 분석 지식 습득 연구 및 문제 해결의 특정 기술 범위와 , , , , 

관련된 광범위한 일반적인 관점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디자인 분야 내에서 . 

그리고 디자인 분야 전반에 걸친 진보적 인 연구 프로그램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서는 디자인 연구의 네 가지 영역 철학과 디자인 이론 연구 방법 및 연구 사: (1) , (2)

례 디자인 교육 디자인 연습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3) , (4) (Friedman, 

2000).

 

프리드먼에 따르면 오늘날의 복잡한 환경에서 디자이너는 문제를 식별하고 적절   , 

한 목표를 선택하고 솔루션을 실현하여야 한다 디자이너는 목표와 솔루션을 실현하, . 

기 위해 팀을 구성하고 이끌 수 있다 오늘날의 디자이너는 여러 단계에서 작동한다. . 

디자이너는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종합 주의자 해결책을 실현하, 

기 위해 종사 하는 인재의 범위를 이해하는 일반 전문가 디자이너는 한 가지 재능으. 

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 팀을 구성하는 리더이다 또한 설계자는 솔루션 분석을 통해 . 

올바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평가이다 디자이너는 생각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 

사상가이다 디자이너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하고 공감적인 방식으로 . 

마음의 능력을 사용한다 그런 다음 디자이너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결과를 . 

테스트하고 솔루션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언급한다(Friedman, 2000).  

 

프리드먼은 디자인 분야는 자연과학 인문학 및 인문과학 사회 및 행동과  (1) , (2) , (3)

학 인간 전문 직업 및 서비스 기술 및 엔지니어링으로 유형화한다 디자인은 , (4) , (5) . 

목표 당면 과제의 성격이나 해결할 문제에 따라 다양한 측면과 비율로 영역의 일부 , 

또는 전체를 포함할 수 있다고 하며 디자인 유형화를 제공한다 그의 디자인 지식의 . 

유형화는 연구 활동의 토대를 형성한다 디자인 (Friedman, 2000; Simon, H. 1982). 

지식 영역의 유형화 로 각 영역마다 광(Taxonomy of Design Knowledge Dom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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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한 기술 지식 및 인식이 필요한데 디자이너가 행동하는 프레임을 기술한다 표, , (

2-1; 2-2)(Friedman,2003, Simon, H. 1982).

표� 프리드먼의�디자인�유형화�사례�� [ 2-1]� :� A� Progressive� Research� Program� for� Design� Knowledge

출처( :� FRIEDMAN,� K.,� 2000.� Creating� design� knowledge:� from� research� into� practice.� IDATER�

2000� Conference,� Loughborough:� Loughborough� Univers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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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프리드먼의�디자인� 유형화�사례�[ 2-2]� :� Domains� of� Design� Knowledge:� a� Taxonomy

출처( :� FRIEDMAN,� K.,� 2000.� Creating� design� knowledge:� from� research� into� practice.� IDATER�

2000� Conference,� Loughborough:� Loughborough�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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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부캐넌 2) (Richard Buchana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ype of problem addressed, research may be clinical, 

applied, or basic.” - Richard Buchanan, 2001.

리처드 부캐넌 은 자연 과학이나 행동 과학과 사회 과학을 모  (Richard Buchanan)

델로 삼아 디자인을 제안한다 그림 그는 기본 연구 응용 연( 2-1)(Buchanan, 2001). , 

구 임상 연구로 나누어 디자인을 설명하는데 기본 연구는 현상을 규명하고 설명하, , 

는 원리 를 이해하는데 있어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연구이다 이것은 디자인 공동. 

체에서 드문 형태의 연구이지만 일부는 디자인의 본질이나 경험적 조사에 대한 체계

적인 추측으로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연구는 디자인 이론과 관련이 . 

있으며 이는 설계의 다른 모든 활동을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또한 기초 연구의 발전. , 

은 문제가 전개되고 집중화되면서 다른 분야의 교량을 제시한다 응용 연구는 기초 . 

연구의 발견을 문제의 부류에 적응시킨다 또한 이러한 종류의 문제에 대한 이론을 . 

개발하고 테스트 할 수도 있다 임상 연구는 조직 된 연구 활동 및 프로그램에서 중. 

요한 역할을 한다 임상 연구는 기초 연구의 발견과 특정 상황에 적용된 연구를 적용. 

한다 또한 새로운 질문을 생성하고 테스트 할 수 있으며 임상 상황에서 기본 및 적. 

용된 연구 결과를 테스트 한다 임상 연구는 기초 연구 또는 응용 연구의 주제가 되. 

는 질문을 개발하거나 생성한다 (Buchanan, 2001;Friedma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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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리처드� 부캐넌의� 디자인�유형화�사례� 가지�순서의�디자인�[ 2-1]� :� 4 (Four� Orders� of� Design)

출처( :� Buchanan,� R.� (2001).� Design� Research and� the� New� Learning.�  Design� Issues,� 17(4),�

pp.3-23.)

  

허버트 사이먼 3) (Herbert Simon)

“To design is to devise courses of action aimed at changing existing 

situations into preferred ones" - Herbert Simon, 1982 

허버트 사이먼 은 디자인을 기존 상황을 선호하는 상황으로 바꾸   (Herbert Simon)

는데 목적을 둔 행동 과정을 고안하는 과정을 디자인으로 정의하는데 이는 대부분의 

디자인을 포괄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통합적인 분야로서 디자인의 본질은 여러 분. 

야의 교차점에 배치되며 디자인은 사고와 순수한 연구 분야이며 동시에 실습 및 응, , 

용 연구 분야이다 또한 응용 프로그램이 특정 설정에서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 , 

용되는 임상 연구 분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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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렌스 러브   4) (Terence Love)

“The hierarchy consists of a generic structure with a family of different forms 
suited to analysing theory in different situations. Versions have been developed for 
research into designing and designs, cognition, information systems, e-business 
education, and the inclusion of qualitative social, environmental and ethical factors 
in quantitatively based activities.” - Terence Love, 2001.

테렌스 러브 는 디자인은 수십 년에 걸쳐 수행 된 광범위한 연구에   (Terence Love)

도 불구하고 수 백 개의 실천 영역에 걸쳐 그리고 다양한 관점에서 많은 연구가 진, , 

행되어 왔지만 새롭게 생성되는 범주를 포함하지 못하기에 통합 된 지식 체계를 위  , 

한 개선 된 토대를 만들기 위한 메타이론의 개념과 그의 이론을 주장한다 이는 통일. 

된 지식 체계의 토대가 되고 이론을 검증하고 연구 분야의 범위 및 초점의 명확한 , 

설계를 위한 이론의 기반이 된다 그림 ( 2-2)(Love,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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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테렌스� 러브의� 디자인� 유형화� 사례� 인간의� 활동에서의� 메타이론적� 위계의� 컨셉� 및� 이론�:�

Meta-theoretical� hierarchy� of� concepts� and� theories� in� human� activities�

출처( :� Love,� T.� (2002).� Constructing� A� Coherent� Cross-disciplinary� Body� of� Theory� about�

Designing� and� Designs:� Some� Philosophical� Issues.� Design� Studies,� 23(3),� 345-361.)

� �

브루스 아쳐5) (L. Bruce Archer)

“Design, also, is a process. However, Design is directed towards meeting a 

particular need, producing a practicable result and embodying a set of technological, 

economic, marketing, aesthetic, ecological, cultural and ethical values determined by its 

functional, commercial and social context. If we are to sustain a claim that Desig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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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is a distinctive discipline, we must identify the descriptors that set it apart 

from other disciplines. .” - L. Bruce Archer, 2007.

브루스 아처 는 디자인 연구는 인간 활동으로서의 건축 디자이   (L. Bruce Archer) , 

너의 활동 방식 사고방식 및 설계 활동 수행 방법과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디자, . 

인 연구는 디자인과 디자인 활동과 관련된 지식을 체계적으로 검색하고 습득하는 것

입니다 디자인 연구의 목적은 인위적인 인공물에 대한 연구 연구 및 조사 그리고 . , , 

이러한 활동이 학술 연구 나 제조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그는 디자인 연구, “

는 인공물과 시스템에서 구성 구성 구조 목적 가치 및 의미에 대한 지식을 가진 , , , , 

체계적인 탐구다 라고 정의하였다” (Archer, 1981; Archer, 2007).

나이젤 크로스   6) (Nigel Cross)

“Just as the other intellectual cultures in the sciences and the arts concentrate on 

the underlying forms of knowledge peculiar to the scientist or the artist, so we must 

concentrate on the 'designerly' ways of knowing, thinking and acting.” - Nigel Cross, 

2001.

나이젤 크로스 는 디자인이 핵심 지식을 전통적 직업적 디자인 교육   (Nigel Cross) , 

과 관련된 도구적 용어가 아닌 본질적인 교육적 가치로 주장한다 디자이너가 일하는 . 

방식과 생각하는 방식 그리고 그들이 해결할 문제들에 관해서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에 대한 디자인 연구 분야에 중점을 두며 내재적 교육 가치 측면에서 일반 교육의 , 

일환으로 디자인 할 수 있는 타당성을 개발하는 교육가이다 그는 (N. Cross, 1982). 

디자인에 중점을 둔 설계 방법을 주장하며 디자인을 설계 프로세스 관리 디자인 문, , 

제의 구조 디자인 활동의 본질 디자인의 기본 개념에 대한 반영 으로 나눈다 그리. , ' ’ . 

고 그들이 설계가 이루어지는 환경에 대한 지식 설계에 필요한 지식 즉 객체(1) , (2) , 

에 대한 지식 설계 프로세스와 함께 상호 작용하며 적용되고 개발된다고 주장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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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Love, 2000). 

찰스 오웬7) (Charles L. Owen)

   “Design thinking, as a complement to science thinking, embodies a wide range of 

creative characteristics as well as a number of other special qualities of distinct value to 

decision makers. In advisory roles, properly prepared design professionals could make 

substantial contributions to a process now dominated by political and economic views. 

” - Nigel Cross, 2001.

찰스 오웬 은 디자인 사고와 디자인을 과학적 사고에 대한 보   (Charles L. Owen)

완적인 보완으로 간주한다 오웬은 디자인 유형화를 제공하여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 

노력의 다른 분야와 관련하여 디자인을 제안한다(Owen, 2007). 이를 기반으로 디

자이너에게 필요한 특성 목록과 그 특성을 개발할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교육자가 

해야 할 질문을 개발한다 하향식 분석은 시스템의 구성과 동작은 시스템에서 수행되. 

는지 사용자에 의해 수행할 기능을 밝히고 분석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세부 수,  

준을 제공한다 그림( 2-3)(Owen, 1992).   



- 32 -

그림� 찰스오웬의�액션�분석 이�기능�중심의�디자인� 유형화의� 구조를�형성하는�사례�� [ 2-3]� (Action� Analysis)

출처( :� Charles� L.� Owen,� 1993.� A� Critical� Role� for� Design� Technology.� Keynote� Article,� Design�

Management� Journal,� Design� Technology� Issue.� pp.� 10-18)�

� �

� � � � � � � �

그림� 찰스오웬의�기능�중심의�유형화�구조의� 모형의�사례� 탑다운�분석 의� 개� [ 2-4]� :� (top-down� analysis) 3

의� 레벨 은�시스템�및� 디자인의� 요구를� 위한� 기능을� 찾는데도� 사용됨� 좌 찰스오웬의� 프로(level) ( ),� VTCON�

그램을�활용한� 기능을�구조화를�위한�정보위계의�클러스터링�모형의�사례� 우( )

출처( :� Charles� L.� Owen,� 1993.� Context� for� Creativity� .� Adapted� from� a� paper� given� at� the�

National� Design� Engineering� Conference� held� in� Chicago,� Illinois� on� April� 10,� 1991.� Published� in:�

Design� Studies� [England]� 13,� No.� 3� (1992):� 216-228;� and� Design� Processes� Newsletter� 4,� No.� 4�

(1992):� 1-6)�

프로그램은 그래프를 분해하여 상호 연관성이 높은 함수의 클러스터VTCON 

를 찾은 다음 클러스터를 클러스터링하여 함수를 총 프로젝트를 대표하는 구조로 재

조합하는 계층 구조로 만든다 그림( 2-4)(Owen,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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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2-5]�찰스오웬의� 프로그램의�연결된�기능과� 관련된�링크의�다이어그램�구조화좌RELATN� ( ),� VTCON�

은� 기능이� 긴밀히� 연결된� 클러스터를� 찾아줌중 찰스오웬 의� 기능에� 기반한�program ( )� (Charles� L.� Owen)

을�활용한�디자인� 유형화�구조우VTCON ( )

출처( :� Charles� L.� Owen,� 1993.� Context� for� Creativity� .� Adapted� from� a� paper� given� at� the�

National� Design� Engineering� Conference� held� in� Chicago,� Illinois� on� April� 10,� 1991.� Published� in:�

Design� Studies� [England]� 13,� No.� 3� (1992):� 216-228;� and� Design� Processes� Newsletter� 4,� No.� 4�

(1992):� 1-6)�

그림 은 주택 시스템 프로젝트를 위해 구성된 정보 구조로부터 두 번째 레   ( 2-5)

벨 클러스터의 예이다 세 개의 첫 번째 레벨 클러스터의 함수가 표시된다 이 다이어. . 

그램은 함수 눈금에 주어진 링크의 강도 프로젝트에 대해 생각한 모든 추측(0-1 – 

과 관련하여 함수의 상호 작용 또는 독립 정도를 나타내는 함수 간의 연결을 보여준) 

다 각 기능에 대한 설명과 이를 지원하는 또는 방해하는 추론 및 이와 관련된 디자. ( ) 

인 요소도 있다 이는 디자인 개념의 개발에 창의적이고 총체적인 접근을 위해 필요. 

한 토대를 제공한다(Owen,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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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현대 디자인의 다원화 3 

본 장에서는 현대 디자인의 다원화의 개념에 대하여 문헌 조사 및 사례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는 현대 디자인의 다원화를 이루고 있는 현대 디자인의 언어  및 . 

개념 조사 다원화된 디자인의 유형들의 특징들을 추출하고 다원화 개념을 구성하는 , , 

디자인 언어 리스트를 제작하여 현대 디자인의 다원화된 개념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

로 한다. 

제 절 디자인 다원화 현황의 조사 및 분석의 프레임워크1 

연구 범위 및 대상   1. 

디자인의 다원화의 조사를 위하여 포스트모더니즘 이후부터 현재 시점까지    , 

년 년 시기 동안 산업 디자인 재료 디자인 기계 디자인부터 디자인학에 1970 2016 . , –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디자인과 관련 지식 범위의 디자인의 문헌을 문헌 자료 연구 , 

저널 대표 웹 데이터 기관 자료로 인용 빈도가 높은 순의 대표 집단을 선정 및 조사 , , 

연구를 진행하였다. (Bayazit, Esin, & Ozsoy, 1981; Karana, Pedgley, & Rognoli, 

의 문헌 조사 및 분석의 방법을 참고하여 현대 디자인의 다원화를 이루고 있는 2015) , 

디자인의 언어 데이터 주요 개념 및 대표할 수 있는 디자인 현상들을 조사하였다, . 

  

국내외 도서 단행본     1) 

국내외 도서 문헌의 조사는 국내의 주요 온라인 서점의 대표 집단 가나다 순 으   ( )

로 교보문고 반디앤루니스(https://www.kyobobook.co.kr/), (https://www. bandin 

영풍문고 를 선정하고 디자인 관련 서적 lunis.com/), (https://www.ypbooks.co.kr/)

중에서 인용 및 이용의 빈도수가 높은 기준으로 개의 대표 국내 도서 국내저서,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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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번역서 를 선정하고 조사하였다 해외 문헌은 주요 온라인 서점의 대표 집단을 ) . 

아마존 구글 도서(Amazon, https://www.amazon.com/), (Google books, https:// 

엘세비어books.google.co.kr/), (Elsevier, https://www.elsevier.com/ books- 

더엠아이티프레스 테일and-journals), (The MIT Press, https://mitpress.mit.edu/), 

러 앤 프란시스 를 참고로 하여 인(Taylor & Francis, http://taylorandfrancis.com)

용의 빈도수가 높은 디자인 관련 대표 국외도서 권을 조사하였다30 . 

연구 학술지 2) 

연구 학술지는 국내로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 http://www.riss.kr /index 

에서 각 저널별로 현대 디자인의 다원화 디자인 유형화 분류 미래 디자인.do) ‘ ’, ‘ ( )’, ‘

의 진화 특성 의 주제와 관련도가 높은 논문을 읽고 참고하였으며 디자인 분야의 학’ , 

술지 대표 집단을 디자인 스터디스( (Design Studies, https://www. journals. 

디자인 이슈elsevier. com/design-studies/), (Design Issues, http:// www. 

인터네셔널 저널 오브 디자인mitpressjournals .org/loi/desi), (International Journal 

디자인 리서치 쿼터리of Design, www.ijdesign.org/), (Design Research Quarterly, 

디자인 매니지먼트 저널http://www.drsq.org), (Design Management Journal, 

로 대표 집단을 선정하고 각 저널별로 http://www.dmi.org/?page=Journal) , 

‘Design Diversification’, ‘Design Typology’, ‘Future Design’, ‘Evolutionary 

의 주제와 연관도가 높은 대표 연구 저널을 최근 연구 중Characteristics of Design’

심으로 총 편을 검색 및 분석하였다150 . 

교육 기관3) 

서울대학교 중앙 도서관 에서 다원화 디자인 현대 디   (http://library.snu.ac.kr) ‘ ’, ‘

자인 디자인 역사 디자인 미래 디자인 분류 디자인 유형화 의 키워드를 중’,  ‘ ’, ‘ ’, ‘ ’, ‘ ’

심으로 관련 정보 검색을 통합 검색 소장 자료 지정 도서 학위논문 온라인 저, , ,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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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 전자책 멀티미디어 컬렉션 고문헌 디지털자료 의 순으로 기관 자료를 중심으로 , , , ( , )

진행하였다 에서 선정한 예술과 디자인 부분의 세계의 . QS Quacquarelli Symonds 

대학 랭킹 에 선정된 (World University Rankings by Subject 2016 Art & Design)– 

대표 교육 기관의 에서 리(https://www.top universities.com/university-rankings/)

스트에 수록된 교육 기관의 사이트를 검색하여 디자인 교육을 위해 사용되는 디자인 

개념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연구 방법 및 진행    2. 

데이터 수집    1) 

현대 디자인의 다원화를 위한 디자인 언어 및 개념 데이터들을 문헌 및 사례 조사   

를 기반으로 데이터 수집이 진행된다 앞서 언급된 국내외 (Poggenpohlet al., 2004). 

문헌 연구 저널 대표 웹 데이터 및 교육 기관 자료에서 현대 디자인의 다원화를 , ,   

이루는 용어를 (Bayazit, Esin, & Ozsoy, 1981; Karana, Pedgley, & Rognoli, 2015)

의 문헌 조사의 분석 방법을 참고하여 디자인 용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데이터 분석하여 단어의 리스트를 추출    2) 

디자인 다원화를 구성하는 다양한 현대 디자인 언어를 추출하기 위하여 각 문헌   ' ' 

의 디자인 용어 관련 텍스트를 검토하고 디자인 관련 문헌 안에서 빈번도가 높은 , 

단어를 전문용어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방법인 ATR(Automatic Term Recognitio

n)3) 방법을 사용하여 오종훈 이경순 최기선 리스트 목록을 구성한다 ( , , & , 2002) . 

3) 의 방법은 오종훈 이경순 최기선 의 연구에 따르면 문서 내의  ATR(Automatic Term Recognition) , , & (2002)

용어의 빈도수와 같은 단순한 통계 정보를 이용하여 전문용어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방법이다 전문분야의 기계. 

가독형 사전의 구축으로 인하여 전문용어를 추출하는 데 있어 전문분야 사전의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전문용. 

어사전에서 나타나지 않는 전문용어를 추출하기 위하여 용어의 빈도수 외래어 및 외국어 위계 등을 포함하여 , , 

분석하고 용어를 추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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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의 리스트의 조정 및 정제된 리스트 생성    3) 

단어의 리스트 목록을 다음의 세 가지의 원칙에 의거하여 정리한다 디자인    .  1)

언어의 중복되는 개념은 제거한다 디자인의 언어의 상 하위 개념이 추출될 시에.  2) , 

는 단어의 위계를 두어 정리한다 디자인 언어가 비슷한 개념으로 중복되면 그를 . 3)

대표하는 한 단어로 합친다.

정제된 디자인의 언어의 사전적 개념의 정리    4)

정제된 디자인 언어의 각 개념을 객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디자인 사전을    , 

참고하여 사전적 개념을 정리하여 각 정제된 디자인의 언어의 개념을 각각 재 정리,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진행된 현대 디자인의 언어 추출의 과정을 도식화 . 

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1). 

그림� 현대�디자인의�다원화� 현대�디자인의�언어�추출�프로세스[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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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3. 

디자인 언어 추출하기 위하여 디자인 관련 참고문헌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본 결   , 

과 다음과 정제된 리스트가 탄생되었다 표 현대의 디자인의 언어는 사회적 이( 3-1). 

슈와 맞물려 있는 사용자의 기본 요구 사용자와의 소통 정보 모델 의사 결‘ ’, ‘ ’, ‘ ’, ‘ ’, ‘

정 개발 교육 기능 미래 계획 문제 프로세스 전략 시스템 가치’, ‘ ’, ‘ ’, ‘ ’, ‘ ’, ‘ ’, ‘ ’, ‘ ’, ‘ ’, ‘ ’, ‘ ’

와 관련된 다양한 디자인 언어가 존재하였다(Poerksen,1995; Poggenpohl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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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현대�디자인의�언어�추출� 가나다�순[ 3-1]� ( )

현대�디자인의�언어� 좌 국문 우 영문( :� ,� :� )�

�

가구�디자인� Furniture� Design

감성�디자인� Emotional� Design

건축�디자인�Architectural� design

견고한� 디자인�Refuse� Design

게임�디자인�Game�Design

공간�디자인� Space� Design

굿�디자인�Good�Design

그래픽디자인� Graphic� Design

네트워크�디자인� Network� Design

도시�디자인�Urban� Design

디자인� 매니지먼트�Design�Management

디자인� 액티비즘� Design� Activism

디자인� 전략�Design� Strategy

디지털� 디자인�Digital� Design

디지털� 인터페이스�디자인� Digital� Interface� Design

메타�디자인�Meta� Design

모바일� 디자인�Mobile� Design

모션�그래픽�디자인�Motion� Graphics� Design

미디어� 디자인�Media� Design

미디어� 파사드�디자인�Media� Façade� Design

라이프스타일� 디자인� Lifestyle� Design

로�디자인� low� design

로보틱� 디자인�Robotic� Design

반성적� 디자인�Reflective� Design

본능적� 디자인�Visceral� Design�

반응하는�환경디자인� Responsive� Environmental� Design

바이오미미크리�디자인� Biomimicry� Design

범죄�예방�디자인�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브랜드� 디자인�Brand� Design

메뉴팩춰링�디자인�Manufacturing� Design

모바일� 디자인�Mobile� Design

모션�그래픽�디자인�Motion�Graphic� Design

미디어�디자인�Media� Design

사용자�경험�디자인�User� Experience� Design

사용자�인터페이스�디자인�User� Interface� Design

사용자�중심�디자인�User� Centered� Design

사운드�디자인� Sound�Design

사진�디자인� Photography� Design

사회적�디자인� Social� Design

산업�디자인� Industrial� Design

생애주기�디자인� Lifecycle� Design

서비스�디자인� Service� Design

서체�디자인� Typographic� design

세라믹�디자인�Ceramics

소재�디자인�Material� Design

소프트웨어� 디자인� Software� Design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 Visual� Communication�

Design

스포츠�디자인� Sport� Design

시각�디자인�Visual� Design

시각�문화�디자인�Visual� Culture� Design

신발�디자인� Shoes� Design

실내�건축�디자인� Interior� Architecture� Design

프린팅�디자인�3D� 3D� Printing� Design

디자인�CI� Corporate� Identity� Design

어페럴�디자인�Apparel� Design

에니메이션� Animation

에콜로지�디자인� Ecology� Design

영상�디자인� Film� Design

요리�디자인� Food�Design

운송�수단�디자인�Vehicle� Design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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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디자인�Glass� Design

융합�디자인�Convergence� Design

일러스트레이션�디자인� illustration� Design

웨어러블�디자인� Wearable� Design

웹서비스�디자인� Web-service� Design

인스턴트�디자인� Instant� Design

인터랙션�디자인� Interaction� Design

인테리어디자인� Interior� Design

일상의� 디자인� Everyday� Design

정보�디자인� Information� Design

정체성의�디자인� Designing� Design

쥬얼리� 디자인� Jewelry+�Metalsmithing

지속가능한�디자인� Sustainable� Design�

재활용� 디자인�Recycling� Design

제스츄어�인터페이스�디자인�Gesture� Interface�

Design

조경�디자인� Landscape� Design

조명�디자인� lighting� Design

진화하는�디자인�� Evolutionary� design

친자연적인�디자인� Eco-friendly� Design

커뮤니티�디자인� Community� Design

컨셉츄� 얼디자인� Conceptual� Design

컴퓨테이셔널� 디자인�Computational� Design

코디자인�Co-design

콘셉트� 디자인�Concept� Design

타이포그래피� 디자인� Typography� Design

탠저블� 미디어�디자인� Tangible�Media� Design

텍스타일�디자인� Textiles� Design

통합�디자인� Integral� Design

패션�디자인� Fashion� Design

패키징� 디자인� Packaging� Design

퍼블릭� 디자인� Public� Design

편집�디자인� Editorial� Design

포스트디지털디자인�Post� Digital� Design

프로그래밍� 디자인� Programming� Design

프로덕트�디자인� Product� Design

환경디자인� Environmental� Design

활동�중심�디자인�Activity-Centered Design

해체�가능�디자인�Design� for� Disassembly

행동적�디자인�Behaviora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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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개념들의 정확한 구분을 위하여 정제된 디자인 언어 및 사전적 개념을 아래 표기

된 레퍼런스를 참고 정리하여 각 표 표 표 표 표 를 만들고 출처 , ( 3-2, 3-3, 3-4, 3-5)

표기는 아래와 같다. 

출처 권명광 안상수 조영제 이순종 디자인 사전 개정판 : , , , . (2000). (The Dictionary of – 

서울 안그라픽스Contemporary Design).  : . 

오창섭 가지 키워드로 읽은 디자인 세미콜론. (2006). 9 . .

디자인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들Bony, A. (2008). (Everything You Need to Know About 

박찬규 역 서울 다빈치Design)( , ). : .

디자인은 예술이 아니다 김미숙 역 서울 시지락 원서출판 Brandes, U. (2006). ( , ).  : . ( 1998).

유니버셜 디자인 서울 세종출판사Hashmi, D. (2005). .  : .

디자인의 디자인 파  주  안그라픽스Hara, K. (2007). (Design of Design).  : .

디자인 통합 통합적 사고를 위한 가지 전략Helmer, P. S., & Keiichi, S. (2011). : 13 (Design 

정연숙 김현경 역 이순종 감수 파주 안그라픽Integrations: Research and Collaboration)( , , , , ). : 

스 원서출판 . ( 2009)

세기 디자인 디자인의 역사와 문화를 읽는 새로운 시각 박진아Woodham, J. M. (2007), 20 ( )( , 

역 서울 시공아트 원서출판 ). : . ( 1997) 

사회를 위한 디자인 김상규 역 서울 시지락 원Whiteley, N. (2006). (Design For Society ( , ).  : . (

서출판 1997).

커뮤니티 디자인 파주 안그라픽스Yamazaki, R. (2012). ( ).  : .コミュニティデザイン

Erlhoff, M., Marshall, T., & Board of International Research in Design. (2008). Design 

Dictionary: Perspectives on Design Terminology. New York, NY: Birkhauser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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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현대�디자인�언어의�사전적�개념�및�정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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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현대� 디자인�언어의�사전적�개념�및�정의� 앞�페이지와�연결됨[ 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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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현대� 디자인�언어의�사전적�개념�및�정의� 앞�페이지와�연결됨[ 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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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현대� 디자인�언어의�사전적�개념�및�정의� 앞�페이지와�연결됨[ 3-5]� ( )�

제 절 현대 2 디자인 다원화의 유형

본 절에서는 추출된 현대 디자인의 언어 중에서 대표적인 개념들을 사회 문화   , ‘ ’, 

기술 환경 예술 및 기타 로 분류하여 디자인 언어는 가나 다 순으로 나열‘ ’, ‘ ’, ‘ ’ ‘ ’ ( , , )

디자인 언어의 발생 기원 및 의미를 서술한다. 

사회 문화와 디자인   1. , 

반성적 디자인   1) (Reflective Design)

반성적 디자인   ( 은 도널드 노먼 의 저서Reflective Design) (Donald A. Norman)

『 감성디자인(Emotion design: Why we love (or hate) everyday things)』에 수록

된 디자인 언어로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사고 행위를 위하여 디자‘

인하는 것 을 의미한다 노먼의 새로운 의견은 행동적 디자인만으로는 사람들이 정말’ . 

로 즐겁게 사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들기 힘들다는 것이다 사람들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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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진정한 즐거움을 느끼며 디자인을 사용하려면 디자이너는 사용자의 본능적인 측, 

면과 행동적인 측면 그리고 사고적 측면에서 모두 만족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한

다는 개념이다(Norman, 2004).

범죄 예방 디자인  2)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범죄 예방 디자인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는 )

범죄예방디자인연구정보센터에서 제안된 디자인 언어이다. 범죄 예방 디자인은 

범죄는 법 대상물 범죄자 장소 가지 요소에 의해서 발생되며 특히 장소가 가장 , , , , 4 ,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목하는 환경과 연계하여 그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디자인, 

이 활용되는 것을 지칭한다(범죄예방디자인연구정보센터, 2016). 

본능적 디자인   3) (Visceral Design)

본능적 디자인 은   (Visceral Design)  도널드 노먼 의 저서(Donald A. Norman) 『 

감성 디자인(Emotion design: Why we love (or hate) everyday things)』에 수록된 

디자인 언어로 인간의 감각과 감성적인 측면에 주안을 두어서 디자인하는 것으로 ‘

자연현상에서 조류에서 수컷이 암컷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깃털의 화려함이 

자연 진화된 현상 향기롭고 매혹적인 꽃의 형태와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고 인간도 , , 

진화를 통해 지능이 높아졌지만 포유류로써 본능적 디자인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본능적인 행동과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연결된 디자인이다 의 개념으로 정의.’

되어질 수 있다(Norman, 2004).   

사회적 디자인   4) (Social Design)

사회적 디자인 은 디자인은 나이젤 휘틀리 의    (Social Design) (Nigel Whiteley)

사회를 위한 디자인 에서 제안된 디자인의 언어로 후기 소비주의 사회에(2004) ‘『 』

서 상업적인 이윤 창출에만 목적을 두고 디자인이 비즈니스에 종속됨을 개탄하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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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디자인 을 주장한다 나이젤 휘틀리 또한 사회적 디자인(Social Design) ( , 2002).’ , 

은 사회를 이롭게 하는데 활용되며 방법도 이슈도 그 활용도 사회적 (Social Design) , 

목적으로 이용되어질 수 있다 사회적 디자인(Lees-Maffei, 2012; Love, 2007). 

은  제품 개발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방식으로 행동하거나(Social Design) ,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 기술을 사용하거나 디자이너가 혁신적인 솔루션, 

을 만들기 위해 사회 문제 이를테면 교육 안전 및 건강에 디자인 사고 및 디자인 , , 

방법론을 적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또는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소수자의 . , 

목소리를 대변하는 캠페인과 같은 예술 활동으로서의 디자인 영역도 이에 해당한다

제품 디자이너이자 작가 안토(Hjelm, 2005; Tromp, Hekkert, & Verbeek, 2011). 

니 도니 는 디자인의 시각화로서 기능을 사용하여 숨겨진 사회적 (Anthony Dunne)

기술적 메커니즘을 비판을 제안한다 도니 와 파트너인 피오나 라비. (Dunne) (Fiona 

의 연구는 감지할 수 없는 전자기학을 고려한 것으로 햇빛에 의해 방사되는Raby) , "

자연 라디오 에서부터 어플리케이션에서  누출되는 방사선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제"

품 디자인 내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전자 문화의 측면을 비판하고 시각화한다.

스포츠 디자인   5) (Sport Design)

스포츠 디자인 은 자유 시간의 확대 개인주의 쾌락과 감각의 추구   (Sport Design)

라는 새로운 문화 현상과 인과로 연결된 새롭게 대두된 개념의 디자인 언어이다.  

스포츠 디자인 은 스포츠 활동을 위하여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면(Sport Design)

서 유행에도 민감한 대량 소비 제품으로 고도의 기술 및 기능을 발휘하는 신소재 , , 

개발과 맞물려 진화된다 스포츠 디자인 은 년대를 거치며 전 세. (Sport Design) 1980

계적으로 확산되었다(Bony, 2008). 

유니버설 디자인   6) (Universal Design)

유니버설 디자인 은 사회적 소수이자 약자인 장애인과 노약자   (Universa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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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다양한 디자인 활동을 지칭하는 디자인 언어이다 유니버설 디자인. 

은 사회적 약자의 요구와 불편함 혹은 사회적 소수의 목소리에 귀 (Universal Design)

기울여서 그들의 문제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데에 기여한다 유니버설 디자인. 

을 계기로 디자인은 사회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디자인으로 활용되(Universal Design)

는 인도주의의 개념으로 진화되게 된다 (Hashmi, 2005). 

   

이모셔널 디자인    7) (Emotional Design)

이모셔널 디자인 은 도널드 노먼 의 저   (Emotional Design) (Donald A. Norman)

서『 감성 디자인(Emotion design: Why we love (or hate) everyday things)』에 

수록된 디자인 언어로 디자인의 새로운 대상인 감성 을 중시하는 개념이다 사용자‘ ’ . 

의 감성을 자극하고 이를 통하여 디자인의 프로세스 및 디자인의 대상이 감성적 가, 

치로부터 소비자의 요구로 연결되고 이는 감성적 감흥에 까지 연결된다 체계화된 , . 

감성의 요소들이 디자인 요소 디자인 프로세스 디자인 결과물 사용자와의 관계과 , , , 

디자인 사용 후의 결과에 이르기까지 주요하므로 디자이너는 감성을 주되게 고려해

야한다는 디자인의 개념이다(Norman, 2004).    

일상의 디자인    8) (Everyday Design)

일상의 디자인 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생활 속의 모든 것들이    (Everyday Design)

디자인의 대상 혹은 오브제가 될 수 있다는 개념의 디자인 언어이다 일상의 디자인. 

은 특별히 관심을 끌지 않는 일상의 사물에 대하여 그것들이야 말(Everyday Design)

로 진정한 디자인이자 예술이라고 주장한다(Antonelli, 2007; Pantzar, 1997).

정체성의 디자인    9) (Designing Design)

정체성의 디자인 은 하라켄야 의 저서 디자인   (Designing Design) (Kenya Hara) 『

의 디자인 에서 파생된 디자인의 언어이다 하라켄야는 일본의 디자인의 특(20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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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인 비움의 미학 전통에서 유래된 정신과 이미지를 활용한 디자인을 이야기하며, , 

그의 디자인을 통하여 시대의 정체성과 전통에서 유래된 일본의 정체성과 미의식이 

담긴 디자인을 이야기한다 이 문헌을 기반으로 정리하면 정체성의 디자인 . 

은 디자인이 시대적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디자인의 언어이(Designing Design) , 

다(Hara, 2007).

커뮤니티 디자인   12) (Community Design)

커뮤니티 디자인 은 디자인이 함께 어울려 사는 우리의 삶과   (Community Design)

보이지 않는 물질 이면을 설계하는 디자인을 정의하는 디자인 언어이다 커뮤니티 . 

디자인 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도구 로서의 (Community Design) ‘ ’

디자인을 지칭하고 지역의 과제를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돕는다, .  

커뮤니티 디자인 은 커뮤니티가 서로 연결되는 방법을 찾기 (Community Design) ‘

위해 탐색하고 현지 주민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그 분석 데이터와 디자인 제안을 , , 

공공사업에 접목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한 디자인적 해결 방법’

을 제시한다.(Yamazaki, 2012). 

통합 디자인    13) (Integral Design)

통합 디자인 은 디자이너가 제조와 연속 공정 유통 및 개발에    (Integral Design) , 

참여하며 점차 총체적인 관점을 가지고 디자인에 참여하게 됨을 지칭하는 디자인 언

어이다 통합 디자인 을 통하여 디자이너는 점차 기업의 사업 전략 . (Integral Design)

수립시 총체적인 관점을 가지고 참여하거나 그 과정의 다양한 디자인 부산물을 생성, 

하게 된다 근래에 이르러서는 확장된 디자인의 역할 개념 다양한 학(Bony, 2008). , , 

문과의 융합의 결과물 확장된 디자인 프로세스와 사고 더 나아가 디자인 교육 커리, , 

큘럼에 이르기까지 통합 디자인 으로 표현하기도 한다(Integral Desig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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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 디자인   2. 

서비스 디자인    1) (Service Design)

서비스 디자인 이란 고객이 서비스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 모든   (Service Design)

유 무형의 요소 사람 사물 행동 감성 공간 커뮤니케이션 도식 등 을 디자인하는 , ( , , , , , , )

개념을 지칭하는 디자인 언어이다 서비스 디자인 의(Secomandi & Snelders, 2011). 

회 의 정의에 따르면 (Service Design Council, 2015) “서비스 디자인 (Service 

Design)은 모든 경로 프로세스 시스템 인터랙션 감성 로드 맵 등 에 대해 고객 중( , , , )

심의 맥락적인 리서치 방법을 활용하여 이해 관계자 간에 잠재된 요구를 포착하고 

이것을 창의적이고 다 학제적 디자인 방법을 통해 실체화함으로써 고객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효율적이며 매력적인 서비스 경험을 향상시키는 방법 및 분야를 의미한

다.” 서비스 디자인 (Service Design)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욕구를 충족시키는 디자

인으로 사용자의 기대 요구 경험의 접점을 통합하고 서비스 경험을 위한 세부 사, , , , 

항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지칭하는 디자인 언어이기도 하다 (Moritz, 2005). 

 

사용자 경험 디자인    2) (User Experience Design)

사용자 경험 디자인 은 년 미국의 심리학자 도널드   (User Experience Design) 1993

노먼 이 개념을 처음 고안하였고 새로운 경험 인터페이스의 (Donald A. Norman) , , 

디자인의 방식에서 사용자 층이 확장되고 그 경험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의 제

작을 지칭하는 디자인 언어이자 개념이다(Tromp, Hekkert, & Verbeek, 2011). 

인간 중심의 디자인    3) (User-Centered Design, UCD)

인간 중심의 디자인 은 년 도입된 인간 중심    (User-Centered Design, UCD) 1980

디자인이라는 개념은 인공물 개발에서 사용자 목소리를 옹호하는 디자인의 인간주의

적 역할을 다시 강조한 디자인 언어이다 인간 중심의 디자인 . (User-Centered 

은 디자인 활동 시에 의미 가치 사회적 맥락에서 인간을 중시하고 Design, UC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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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물 간의 상호 작용 등 높은 수준의 인간적 요인들과 행태에 관한 중요성을 강조

하는 디자인 언어로 이 개념으로 인하여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이론 디자인의 사회학, 

적 연구 분야가 발달하게 되었다 (Krippendorff, 1995; Krippendorff, 2006). 

인터랙션 디자인    4) (Interaction Design)

인터랙션 디자인 은 인간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Interaction Design)

상호 간 작용하는 분야를 디자인하거나 개발하는 것을 지칭하는 디자인 언어이다. 

인터랙션 디자인 은 주로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을 디자인하(Interaction Design)

고 컴퓨터에 의해 작동되는 전자 제품 시스템의 행동과 사용자의 행동 간의 상호작,  , 

용을 활용하는 기술이자 응용 예술 분야이다(Fallman, 2008; Forlizzi, Zimmerman, 

인터랙션 디자인 & Evenson, 2008; Niedderer, 2007; Norman & Draper, 1986). 

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가 등장한 이후 급속도로 발(Interaction Design) (GUI)

전되었으며 소프트웨어와 전산학의 영역과 같이 일하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사용자에 

대한 이해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 기본적인 바탕 학문으로는 인지 심리학 전산학. , 

과 관련이 깊으며 이러한 분야에서 나온 멘탈모델 매핑(Mental Model), (Mapping), 

메타포 어포던스 의 개념들이 인터랙션 디자인 (Metaphor), (Affordance) (Interaction 

을 구성하는 기본이다 인터랙션은 디자인 및 예술 장르의 영역에 기반을 둔 Design) . 

인터랙션 디자인 을 지칭하는 아트 오리엔티드 인터렉션 디자(Interaction Design) ‘

인 테크놀로지 및 기술을 첨가한 방법론에 중점(Art-oriented Interaction Design)’ , 

을 둔 인터랙션 디자인 을 지칭하는 테크놀로지 오리엔티드 인(Interaction Design) ‘

터렉션 디자인 비쥬얼 효과 오리엔티드 (Technology-oriented Interaction Design)’, 

인터렉션 디자인 등으로 나누어 질 수 있(Visual Effect-oriented Interaction Design)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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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디자인    5) (User Interface Design)

인터페이스 디자인 은 디지털 매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User Interface Design)

의 빈도수가 많아지면서 더욱 쉽고 편리한 인터페이스의 개발을 위해 인간공학 기호, 

학 인지 공학 컴퓨터 공학과 맞물려 발전되고 연구되어지고 있는 디자인 언어이다, , . 

인터페이스 디자인 은 전자 제품의 인터페이스에서 운송 수(User Interface Design) , 

단의 인터페이스 이르기까지 잠재성이 무한하다 신동희( , 2013). 

  정보 디자인  6) (Information Design)

정보 디자인 은 정보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정보 활용 및    (Information Design)  

네트워크의 구성 등 정보 산업 발달과 맞물려 등장하게 된 디자인 언어이다 

(Pauwels, De Meyer, & Van Campenhout, 2013). 

참여적 디자인    7) (Participatory Design)

참여적 디자인 은 년대 스칸디나비아의 디자인에서    (Participatory Design) 1960

사용자의 참여의 시도로 시작된 디자인 개념이다 참여적 디자인 . (Participatory 

은 디자인의 주체이자 대상인 유저가 디자인에 참여하여 네트워크와 소비자Design)

의 협업과 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경향을 이야기하는 디자인 언어이다 

(Dankl, 2017). 

환경과 디자인   3. 

지속가능한 디자인    1) (Sustainable Design)

지속가능한 디자인 은 산업의 급격한 성장의 위협에서 환경    (Sustainable Design)

보호와 인본주의 가치 지속적인 발전이 주요한 관심사로 대두하며 등장하게 된 디, , 

자인 언어이다 환경 및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 .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의 정의에 따르면 지속적인 발전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 19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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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은 다가오는 세대가 기본적으로 필요로 할 것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

재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것 을 지칭한다 지속가능한 디자인 으’ . (Sustainable Design)

로 디자이너는 다 쓰고 버리기보다는 고쳐 쓰는 것이 바람직하는 생각을 퍼트리고, 

상품을 기획할 때 환경문제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업이 생산하는 제, , 

품에 대해 기업이 책임을 지는 쪽으로 법제화가 이루어졌고 제품의 추적이 가능하도, 

록 의무화되었다(Bony, 2008). 

해체 가능 디자인    2) (Design for Disassembly, DFD)

해체 가능 디자인 은 디자인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Design for Disassembly, DFD)

상품의 사후 해체와 재활용까지 고려하는 디자인 언어이다 특허청 (Bony, 2008).  

의 디자인 맵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IPO) (Designmap, http:// 

에 따르면 해체 가능 디자인 www.designmap.or.kr/ipf/IpTrFrD.jsp?p=304) “

을 통해 폐 제품을 간단히 분해하여 제품 처리 시간(Design for Disassembly, DFD)

과 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할 수 있다 주로 단일 재료로 부품을 만들거나 일체 성형 . 

과 같이 부품 수를 줄이는 기술이 핵심인데 재료의 특성과 부품 간의 결함 방식 등, 

의 제품 구성 요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라고 언급한다 특허청.” ( , 

따라서 해체 가능 디자인 은 제품의 지속적2015). , (Design for Disassembly, DFD)

인 사용이나 재활용을 위한 디자인으로 설계 초기 단계부터 분해가 용이한 구조로 

디자인하는 개념을 의미한다.

예술과 디자인 및 기타    4. 

포스트 디지털 디자인    1) - (Post-digital Design)

포스트 디지털 디자인 은 디지털을 넘어선 디자인이라는    - (Post-digital Design)

의미로 인간성의 회복과 디지털 기술의 결합의 디자인을 의미하는 디자인 언어이다.  

포스트 디지털 디자인 의 개념이 고안된 최초의 전시는 - (Post-digital Desig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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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뉴욕 미술 디자인 박물관 에서 큐레이터   (Museum of Arts and Design, MAD)

론 라바코 의 아웃 오브 핸드 포스트 디지털의 물질화(Ron Labaco) “ : (Out of 

전시이다 이 전시에서 디자이너 패트릭 주Hand: Materializing the Post-digital)” . 

앙 이 프린팅의 혁명을 일으킨 머터리얼 라이즈(Patrick Jouin) 3D (Materialise)4) 이 

후로 소개된 디지털 디자인 제품을 선보인다 파라메트릭 디자인. (Parametric 

Design)5)을 추구하는 디자이너들과 건축가들의 작품도 선보이며 포스트 디지털 디

자인의 시대의 디자인의 가능성을 보여준 전시이다 이 전시에서 첨단 (Bony, 2008)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인간적인 아날로그적 정감의 결합의 디자인의 개념을 살펴볼 

수 있다 이주현( , 2005). 

소재 디자인    2) (Material Design)

소재 디자인 은 디자인의 힘은 소재로부터 출발한다는 디자인   (Material Design)

의 미래가 신소재에 달려있다고 주장하며 소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디자인 언어이

다 년 뉴욕에서 메터리얼 커넥션사 가 설립(Bony, 2008). 1997 (Material ConneXion)

은 세라믹 유리 폴리메르 탄소 소재 제품 시멘트 제품 천연 소재 와 같은 소재의 , , , , , 

다양화와 디자이너 건축가들이 여개의 샘플과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게 되며, 3000 , 

다양한 디자인의 형상이 탄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더 나아가 소재 디자인 

이 디자인의 주요한 화두로 탄생하는 계기가 된다 (Material Design) (Bony, 2008). 

 

4) 프린팅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작 기업 3D 
5) 여러 개의 독립적 변수를 사용한 공식에 의하여 정의되는 직선이나 곡선 또는 표면 등의 그래픽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으로서 컴퓨터 지원 설계 시스템에 쓰이는 기법(C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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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현대 디자인 다원화의 경향3 

   

제 절에서는 앞서 조사 및 분석한 현대 디자인의 다원화를 이루는 각 디자인 언   3

어 및 개념의 이해를 기반하여 현대 디자인의 다원화의 경향을 살펴본다. 

 

새로운 디자인 영역의 등장   1. 

현대 디자인은 점차 다원화되며 타 영역 간의 융합 및 통합된 영역이 등장   (Von 

하고 점차 진화하여 점차 혼성적 개념을 만들어 내게 된다 디자Bertalanffy, 1968) , . 

인은 정보나 기술과 결합하여 인간과 기계의 커뮤니케이션을 디자인하며 커뮤니티 , 

사회와 사용자가 소통하는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 이로써 디자인은 점차 오브제와 . 

탈 물질적인 개념의 혼성적인 새로운 형상이 도래하게 된다 또한(Brandes, 2006).  , 

디자인은 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몸을 도구로 사용하고 인간의 몸의 확장으로써의 역

할도 하게된다 점차 기술의 발달로 인해 몸과 도구로써의 디자인의 형태는 기존의 . 

경계를 허물게 된다 그림( 3-3). 

 

그림� 현대�디자인의�다원화의�경향�분석� 물질적임과�탈물질적임좌 몸과�도구 우[ 3-3]�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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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의 해체를 통한 통합적 사고 2. 

디자인은 경계의 해체를 통한 동양과 서양의 문화의 개념을 넘어선 통합적 사고   

의 결과물로 진화한다 때로는 문화의 아이콘이나 정체성을 나타내거나 문화와 사회. 

적 이슈를 상징하는 디자인으로 나타난다 그림( 3-4).

 

그림� 현대� 디자인의� 다원화의� 경향�분석� 동양과�서양 좌 지역주의와�전지구적인�사고우[ 3-4]� ( ),� ( )–�

디자인 패러다임의 변화        3. 

현대의 디자인의 언어는 다차원적으로 디자인 아이콘들은 인간의 집단 경험을 통   

해 만들어진 것들이며 역사적 표식으로서 기능을 하며 점차 현대사회와 맞물려 디자, 

인도 변화한다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시설물 디자인에 초점을 맞춘 유니버설 디.  ‘

자인 과 나이젤 휘틀리 의 사회를 위한 디자인 등 디자인의 윤리성’ (Nigel Whiteley) ‘ ’ 

을 강조하는 개념의 생성된 새로운 패러다임도 생성된다 그림( 3-4).

 

그림� 현대�디자인의�다원화의�경향�분석� 과거와�미래 좌 나와�다른이들 우[ 3-4]� ( ),� ( )–�

 

새로운 디자인의 개념 및 범주  4. 

현대 디자인의 다원화의 조사를 통하여 인간의 본능 및 매혹적인 감성으로서의 디  

자인의 대두 혹은 커뮤니티가 새로운 디자인의 소재가 되는 등의 다양한 개념이 디



- 57 -

자인의 소재이자 화두가 되게 됨을 알게 되었다 현대 디자인의 다원화의 경향을 문. 

헌 및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면 새로운 디자인의 개념 및 대상 범주들이 등장하게 , 

된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삶의 방식과 주기를 고려하거나 디자인된 오브젝트나 결. , 

과물이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속적 활용이 가능한 소재나 혹은 형태에 신중을 기하

는 것과 같이 새로운 개념의 디자인들이 다양한 사회 및 사용자의 니즈와 문제와 맞

물려 등장한다 미디어와 네트워크의 발달과 산업 발달로 인한 사회의 상처들이 발생. 

하면서 이의 회복의 일환으로써의 디자인이 활용되는 등 그 범주와 활용이 다양해졌, 

다 그림 그림 그림( 3-5; 3-6; 3-7).

  

그림� 현대�디자인의�다원화의�경향� 분석� 매혹적임과� 논리적임좌 연결성과�특수성 우[ 3-5]� ( ),� ( )–�

그림� 현대�디자인의�다원화의�경향�분석� 삶의�방식과�삶의�주기좌 친자연과�욕망우[ 3-6]� ( ),� ( )–�

그림� 현대� 디자인의� 다원화의� 경향�분석� 시간과�공간좌 회복력과�위험우[ 3-7]�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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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현대 디자인은 오브제 즉 대상 을 디자인하던 역할에서 사회의 문화와 개  ‘ ’ ‘

념 을 디자인 하는 것으로 유형 의 형태에서 무형의 디자인 에 이르기까지 진화한’ , ‘ ’ ‘ ’

다 더불어 정보와 기술의 발달 디자인 경영의 보급화 등의 디자인의 활용도가 높아. , 

지면서 단일 대상 에서의 디자인에서 복합적인 시스템과 전략의 디자인 에 이르기‘ ’ ‘ ’

까지의 혹은 복합적인 장르의 결합을 통한 복합적 활용이 가능한 디자인의 진화 등

으로 디자인이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다원화 된 디자인은 계속 진행 중이면서 우리. 

가 현재에 당면하고 있는 현상적 디자인을 지칭하기에 아직까지 디자인의 흐름을 언

급하는 디자인의 역사의 문헌에도 개별적인 주장이나 이론들은 산재하지만 이들 다, 

소 혼란스럽고 지식 체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이러한 아직 . 

구조화되지 않은 복잡하고 다양한 현대 디자인의 다원화의 양상들이 향후 지식 체계

로 체계적으로 구축되고 이를 테면 디자인의 교육 커리큘럼을 구축할 때에 현대의 , 

새로운 디자인을 잘 이해하고 현대의 흐름에 부합한 디자인의 개념들이 활용되는데 , 

기여하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 (Muller & Pasman, 1996). , 

연구자는 다양한 디자인이 생성되고 진화되는 이 시점에서 이를 정리하고 유형화하

기에 적합한 기준을 찾는 과정을 통하여 구조화되지 않은 현대 디자인의 다원화된 

지식을 체계적인 디자인 지식으로 변모시키는 데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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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디자인 다원화에 따른 유형화의 기준 4 

본 장에서는 현대의 복잡해지고 다원화된 디자인의 유형화에 가장 적절하게 적용   

할 수 있는 기준을 모색한다 연구자는 유형화를 위한 적절한 기준을 모색하기 위하. 

여 문헌 분석 및 연구자의 통찰력 을 통하여 유형화의 기준을 추출하는데 유(Insight) , 

형화를 위한 기준의 후보군은 개념 형태 대상 기능 융복합 단일 의 개념‘ ’, ‘ ’, ‘ ’, ‘ ’, ‘ ’, ‘ ’

으로 정리되었다 제 장에서 추출된 디자인 언어들에 유형화의 가능 여부를 확인하. 3

는 매트릭스를 통한 분석을 진행한다 매트릭스 분석법을 활용하여 매트릭스의 가로. , 

축은 유형화를 위한 기준 후보군을 제시하고 매트릭스의 세로축은 앞의 장에서 추출, 

된 디자인 언어의 리스트를 나열한다 그 후 리스트에 제시된 디자인 언어들의 사전. , 

적 정의의 문장을 이루는 형태소의 의미에 기반하여 제시된 개념 형태 대상‘ ’, ‘ ’, ‘ ’, 

기능 융복합 단일 의 기준에 의거하여 유형화 가능 여부를 체크하여 디자인 유‘ ’, ‘ ’, ‘ ’

형화의 기준의 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림(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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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연구의�프레임워크[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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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디자인의 유형화  1 

다원화된 현대 디자인 언어    1. 

제 장의 조사 및 분석에 의하여 현대 디자인의 다원화를 대표하는 언어집단리스   3

트를 아래와 같이 추출하였고 이는 디자인의 유형화를 위한 적합한 기준을 추출하는 

분석에 활용되었다 표( 4-1).

표� 현대�디자인의�언어�추출� 가나다�순[ 4-1]� ( )

현대�디자인의�언어� 좌 국문 우 영문( :� ,� :� )�

�

가구�디자인� Furniture� Design

감성�디자인� Emotional� Design

건축�디자인�Architectural� design

견고한� 디자인�Refuse� Design

게임�디자인�Game�Design

공간�디자인� Space� Design

굿�디자인�Good�Design

그래픽디자인� Graphic� Design

네트워크�디자인� Network� Design

도시�디자인�Urban� Design

디자인� 매니지먼트�Design�Management

디자인� 액티비즘� Design� Activism

디자인� 전략�Design� Strategy

디지털� 디자인�Digital� Design

디지털� 인터페이스�디자인� Digital� Interface� Design

메타�디자인�Meta� Design

모바일� 디자인�Mobile� Design

모션�그래픽�디자인�Motion� Graphics� Design

미디어� 디자인�Media� Design

미디어� 파사드�디자인�Media� Façade� Design

라이프스타일� 디자인� Lifestyle� Design

로�디자인� low� design

모션�그래픽�디자인�Motion�Graphic� Design

미디어�디자인�Media� Design

사용자�경험�디자인�User� Experience� Design

사용자�인터페이스�디자인�User� Interface� Design

사용자�중심�디자인�User� Centered� Design

사운드�디자인� Sound�Design

사진�디자인� Photography� Design

사회적�디자인� Social� Design

산업�디자인� Industrial� Design

생애주기�디자인� Lifecycle� Design

서비스�디자인� Service� Design

서체�디자인� Typographic� design

세라믹�디자인�Ceramics

소재�디자인�Material� Design

소프트웨어� 디자인� Software� Design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 Visual� Communication�

Design

스포츠�디자인� Sport� Design

시각�디자인�Visual� Design

시각�문화�디자인�Visual� Culture� Design

신발�디자인� Shoes� Design

실내�건축�디자인� Interior� Architecture� Design

프린팅�디자인�3D� 3D� Printing�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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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틱� 디자인�Robotic� Design

반성적� 디자인�Reflective� Design

본능적� 디자인�Visceral� Design�

반응하는�환경디자인� Responsive� Environmental� Design

바이오미미크리�디자인� Biomimicry� Design

범죄�예방�디자인�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브랜드� 디자인�Brand� Design

메뉴팩춰링�디자인�Manufacturing� Design

모바일� 디자인�Mobile� Design

유리�디자인�Glass� Design

융합�디자인�Convergence� Design

일러스트레이션�디자인� illustration� Design

웨어러블�디자인� Wearable� Design

웹서비스�디자인� Web-service� Design

인스턴트�디자인� Instant� Design

인터랙션�디자인� Interaction� Design

인테리어디자인� Interior� Design

일상의� 디자인� Everyday� Design

정보�디자인� Information� Design

정체성의�디자인� Designing� Design

쥬얼리� 디자인� Jewelry+�Metalsmithing

지속가능한�디자인� Sustainable� Design�

재활용� 디자인�Recycling� Design

제스츄어�인터페이스�디자인�Gesture� Interface�

Design

조경�디자인� Landscape� Design

조명�디자인� lighting� Design

진화하는�디자인�� Evolutionary� design

친자연적인�디자인� Eco-friendly� Design

커뮤니티�디자인� Community� Design

컨셉츄� 얼디자인� Conceptual� Design

컴퓨테이셔널� 디자인�Computational� Design

코디자인�Co-design

디자인�CI� Corporate� Identity� Design

어페럴�디자인�Apparel� Design

에니메이션� Animation

에콜로지�디자인� Ecology� Design

영상�디자인� Film� Design

요리�디자인� Food�Design

운송�수단�디자인�Vehicle� Design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프로그래밍� 디자인� Programming� Design

프로덕트�디자인� Product� Design

환경디자인� Environmental� Design

활동�중심�디자인�Activity-Centered Design

해체�가능�디자인�Design� for� Disassembly

행동적�디자인�Behaviora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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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종합 및 유형화의 필요성   2. 

디자인 이론가 보니 에 따르면 현대 디자인은 다양화된 디자인을 산   (Bony, 2008) , 

업적 학계적 문헌적으로 유형화해야 하는 쓰임의 상황들이 발생하였다 , , (Bony, 

유형화는 다양한 유형의 디자인 콘텐츠를 다이어그램을 통하여 표현하거나2008). , 

복잡한 지식에 다양한 계층의 구성을 표현하기 위한 매체의 기반 기초를 제공한다. 

또한 기능 및 구성과 개념에 대한 다양한 지식 범주를 통합하여 사고할 수 있도록 , 

한다 이는 조직 및 형식화를 위한 프레임 워크이며 디자인 영역에서 복잡한 지식 .  

체계를 구조적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유형화는 진화하는 디. 

자인의 다원화 지식 기반 설계 시스템과 관련하여 설계 조직을 위한 효과적인 토대

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따라서 앞 장에서 추출된 다원화 된 (Oxman,1990). , 

디자인 언어의 종합적 리스트를 활용하여 현대의 다원화된 디자인의 유형화를 위한 

기준을 찾아본다. 

디자인 유형화의 기준 설정    3. 

다원화된 현대 디자인의 유형화를 위한 기준의 모색을 위하여 디자인과 관련한   , 

국제 저널 서적 웹 데이터 조사에 기반 문헌 연구의 조사가 진행되었다 아래 제시, , . 

콘셉트� 디자인�Concept� Design

타이포그래피� 디자인� Typography� Design

탠저블� 미디어�디자인� Tangible�Media� Design

텍스타일�디자인� Textiles� Design

통합�디자인� Integral� Design

패션�디자인� Fashion� Design

패키징� 디자인� Packaging� Design

퍼블릭� 디자인� Public� Design

편집�디자인� Editorial� Design

포스트디지털디자인�Post� Digita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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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참고문헌에 기반하여 유형화의 기준을 추출해 보았다 표 표 표, ( 4-2, 4-3. 4-4).

표 표 표 모두 아래 문헌에 해당하는 리스트를 참고하였다( 4-2, 4-3.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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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rterly,� 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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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202-206.� doi:http://dx.doi.org/10.1016/0142-694X(90)9003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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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통합 통합적� 사고를�위한� 가지� 전략[14]� Helmer,� P.� S.,� &� Keiichi,� S.� (2011).� :� 13 (Design�

정연숙 김현경 역 이순종 감수 파주 안그라픽스Integrations:� Research� and� Collaboration)( ,� ,� ,� ,� ).� :� .�

원서출판�( 2009)

디자인은�예술이�아니다� 김미숙 역 서울 시지락 원서출판�[15]� Brandes,� U.� (2006).� ( ,� ).� � :� .�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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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기존�디자인의�유형화의�기준�추출[ 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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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기존�디자인의�유형화의�기준�추출[ 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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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기존�디자인의�유형화의�기준�추출[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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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화의 기준의 기존의 활용 문헌 구분 및 이론가들의 주장들을 고려하고 분석   , 

하여 본 결과 디자인 유형화의 기준을 추출하면 디자인의 이슈를 지칭하고 포괄, ,  (1)

하는 의미 개념 디자인의 결과적 형태를 지칭하는 형태 디자인의 대상을 ‘ ( )’, (2) ‘ ’, (3)

함축하는 대상 디자인의 기능을 중심으로 함축하는 기능 디자인의 융복합 ‘ ’, (4) ‘ ’, (5)

가능성 반대의 측면은 단일성 을 지칭하는 융복합 번과의 반대의 개념임 단( : ) ‘ ’, (6) 5 ‘

일 의 측면으로 유형화의 기준을 정리할 수 있다 표’ ( 4-5).

의미 개념   1) ( )

의미 개념 은 디자인의 이슈를 지칭하고 포괄하는 것으로 디자인이 처음부터 지   ( )

속적으로 생각하는 하나의 아이디어나 의향 결과물을 통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차원

을 의미한다 클라우스 크리펜도르프 는 . (Krippendorff, 1995; Krippendorff, 2006)

산업 디자인의 관점에서 디자인과 그 담론의 바탕이 될 원칙을 제시했는데 인간은 , 

사물의 물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행동하지 않고 그 사물들이 자신에게 지니는 의미에 , 

따라 행동한다는 점을 자명하게 받아들여라 따라서 의미는 인간이 인공적으로 디자.' 

인된 세계를 경험하는데 핵심적인 요소로 디자인된 세계 안에서 디자이너들은 적극

적으로 의미를 중재한다(Helmer & Keiichi, 2011).

 

형태    2) 

형태는 사물의 근본이 되는 조형적 측면을 의미한다 디자인은 대상 중심으로 대    . 

상에 대한 물질적 관심사는 다르지만 모두 심미성과 관련하고 형태를 부여하는 측면, 

이 두드러진다(Helmer & Keiichi, 2011).

대상   3) 

대상은 어떠한 구조나 전체를 이루고 있는 목적의 사물의 대상을 의미한다   

(Helmer & Keiichi,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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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목적   4) ( )

디자인에서 기능은 디자인에서 권한이나 직책 능력 따위에 따라 일정한 분야에   , 

서 하는 역할과 작용을 의미한다.  

융복합   5) 

디자인에서 융 복합은 둘 이상의 요소가 합쳐져 하나의 통일된 감각을 일으키는    , 

일을 의미한다. 

 

단일   6) 

디자인을 하는 대상이나 상황이 하나의 대상으로 되어있음을 의미한다   . 

표� 현대� 디자인의� 다원화� 기존의�유형화의�기준�추출�[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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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디자인의 유형화 기준의 개발 및 검증 모형2 

과업 설정   1. 

본 절에서는 디자인 다원화에 따른 다양한 디자인의 개념을 유형화 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을 제안 할 수 있도록 그를 검증하는 모형 설계를 제안한다 유형화의 , .  

기준의 종류 문헌 구분 및 이론가들의 주장들을 고려하고 분석하여 본 결과 이들은 

주로 디자인의 이슈 디자인의 형태 디자인의 대상 디자인 기능 디(1) , (2) , (3) , (4) , (5)

자인의 융 복합 가능성 반대의 측면은 단일성 등의 측면으로 정리되고 추출된 기준, ( : ) , 

으로 표현된 유형화 매트릭스 분석을 진행하였다 세로축은 디자인의 종류로 구성된. 

다 매트릭스 분석법을 활용하여 디자인의 종류가 가로에 정의된 기준에 의거하여 . , 

유형화 가능 여부를 체크하는 조건의 사전적 정의를 놓고 조건에 맞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의 분석을 위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 디자인은 이슈에 의거하여 유형화 가능하다   1) 1. ' ' .

이슈는 디자인이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하나의 아이디어나 의향 결과물   

을 통한 메시지 또는 이미지의 차원을 의미한다 (Krippendorff, 1995; 2006).  

가설 디자인은 형태에 의거하여 유형화 가능하다   2) 2. ' ' .

형태는 사물의 근본이 되는 조형적 측면을 의미한다 디자인은 대상 중심으로 대     . 

상에 대한 물질적 관심사는 다르지만 모두 심미성과 관련하고 형태를 부여하는 측면, 

이 두드러진다(Helmer & Keiichi,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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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디자인은 대상 에 의거하여 유형화 가능하다   3) 3. ' ‘ .

대상은 어떠한 구조나 전체를 이루고 있는 목적의 사물을 의미한다   (Helmer & 

Keiichi, 2011). 

가설 디자인은 기능에 의거하여 유형화 가능하다   4) 4. .

디자인 기능은 디자인에서 일정한 부분에서 작용하는 역할과 쓰임을 의미한다. 

 

가설 디자인은 융복합에 가능성 및 상태에 의거하여 유형화 가능하다   5) 5. ' ' . 

디자인에서 융 복합은 둘 혹은 그 이상의 요소가 합쳐져 새롭거나 진화되거나   , , , 

혹은 다른 차원의 개념이 생성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제품의 기능 요구 사항이나 특. , 

성 혹은 환경에 의하여 생성된다. 

대상 및 범위 설정   2. 

앞 장에서 제시된 현대 디자인의 다원화의 분석 과정을 통하여 추출된 디자인의    3

다원화를 대표하는 언어의 용어의 리스트와 및 사전적 개념과 유형화의 기준의 개념

들을 연구 진행의 대상의 범위로 설정하였다. 

분석 방법      3. 

유형화의 적절한 기준을 찾기 위하여 연구자는 카질리로와 가르자   , (Cagliero & 

의 매트릭스 데이터 분석법을 참고하였다 또한 포겐폴Garza, 2013) . , (Poggenpohl et 

의 연구의 진행순서를 참고하여 진행하였다 연구 과정은 다음과 같이 요al., 2004) . 

약된다 매트릭스는 다양한 디자인 종류의 유형화 가능한 기준의 적용 가능 여부를 . 

보여준다 축의 구조화된 데이터를 각축의 정렬로 표현한다 여기서 축은 유형. X, Y . X

화 기준의 데이터 항목의 집합이고 축은 현대 디자인의 다원화의 개념들에서 추출, Y

된 언어들의 데이터의 집합이다 매트릭스 분석법을 활용하여 축의 개념의 현대 디.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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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의 언어를 객관적이고 사전적 정의의 문장으로 데이터화한다 이 개념 데이터를 , . 

최소 단위인 형태소로 사전적 정의를 나누어서 각 형태소들을 축의 유형화 기준의 X

정의에 개념에 대입하였을 때 유형화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표기한다 만일 이 데이, . , 

터의 분석에서 유형화가 가능하면 불가능하다면 로 각 매트릭스의 교차 지점에  O, X

표현하였다 보다 정확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축 축의 정의에 문장을 이루는 . X , Y

형태소 및 언어 데이터를 철저하게 사전적 정의의 개념으로 국한하였다. 

축 유형화 기준   1) X : 

축의 개념은 디자인 속성에 따른 유형화 기준 세트 집합 예 디자인의 기능 대   X ( : , 

상 개념 등 의 나열이다 유형화 기준은 축의 데이터의 개념을 유형화 할 수 있는 , ) . Y

디자인의 기준들로 채택되었다 앞서 제안된 문헌 조사에 의거하여 연구 산업 도서. , , 

등의 기존의 유형화에 사용되는 측면 디자인 지식에서 새롭게 제안되는 학자들의 , 

의견 본 연구자의 통찰에 의거하여 제안되는 측면으로 나뉘어 세 가지 측면으로 기, 

준과 관점을 제시된다. 

축 현대 디자인의 개념들에서 추출된 용어들   2) Y : 

축의 개념은 세기 후반 이후의 현대 디자인에 대한 각 도메인을 대표할 수    Y 20

있는 용어들을 추출하여 디자인 언어 데이터의 세트 집합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해당 . 

개념을 두 개 층의 상 하위 개념으로 나누어 데이터의 집합의 속성을 체계화 하고자 , 

하였다.  

매트릭스의 구조    3) 

구조화된 데이터 매트릭스 의 데이터 분석법을 참고하   (Cagliero & Garza, 2013)

여 축의 용어들이 축의 각 속성에 대해 유형화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  Y X

는 작업의 진행이 용이한 구조화된 데이터의 집합을 놓았고 축은 디자인의 유형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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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능하게 하는 기준 축은 현대 디자인의 용어를 대입하였다, Y . 

매트릭스 분석 및 정확도   4) 

축의 용어의 각 사전적 정의에 따른 개념의 속성에 의거하여 축에 나열된 유   Y X

형화 기준의 적용 가능 여부에 따라 가능성을 판단하고 이를 매트릭스에 가능하다면  

또는 불가능하다면 로 표기한다 각 개념의 정의는 유형과 가능 여부의 판가름에 O X .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축의 개념은 사전적 정의의 개념을 기준으로 , X, Y

제한하였으며 사전적 명의가 정확하게 기술되지 않는 불충분한 개념 및 중복 자료는 , 

통합 재편하여 개념의 정확성을 높였다 또한 형태소와 형태소의 매칭 분석 방법으. , 

로 결과의 여러회 걸치어 평균 정확도가 가장 높은 것을 채택하였다 또한 데이터의 . 

알고리즘의 결과에 및 데이터의 집합에 대하여 높은 값을 얻는 유형화 기준의 수치

는 굵은 볼드로 표기하였다.  

 

연구의 진행   4. 

진행 및 과정    1) 

는 의 개념의 형태의 본질을 확인하는 속성의 집합으로 앞서 언급된 것과 같   X Y , 

이 조직화되었고 현대 디자인의 유형화 기준의 추출을 위한 매트릭스 분석법이 진행, 

되었다 예를 들어 축의 개념이 교차하는 란에 를 표기한다면 가 와 관련. , X-Y o Y X

된 속성의 유형화 가능한 현대 디자인의 개념이고 반대로 는 의 개념이 유형화 X Y

가능한 디자인의 유형화 속성 기준 이다 결과에 따라 각 데이터 세트에서 순위가 매( ) . 

기어지고 가장 높은 수치의 결과가 볼드로 표기되었다 표 표 따라서 데, ( 4-6, 4-7).  

이터 분석의 의 수치의 결과에 의거하여 현대 디자인을 유형화 할 수 있는 가장 O, X

가능성이 높은 유형화 디자인 속성 기준 이 선별되어질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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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의 안정성   2) : 

연구 진행에 정확한 결과를 위하여 가능한 디자인 언어 및 디자인의 개념의 각각   

의 정제된 철저히 객관적이고 사전적 정의의 서술 문장의 분석을 기본으로 한다 그. 

들을 각 구의 형태소로 나누어 기준의 적용 가능 여부의 분석에 적용하였으며 한사

람의 데이터 유형화의 방식으로 번의 동일한 실험 결과를 거쳤다 이 방법은 추후 5 . 

안정적인 결과 도출을 위하여 전체 매트릭스에 모두 동일하게 사용되었다(Ahmed, 

2005).  

표� 디자인�용어들의�유형화�기준�추출을�위한�매트릭스�분석표[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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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디자인�용어들의�유형화�기준�추출을�위한�매트릭스�분석표[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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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5. 

연구자는 제 장에서 추출된 현대 디자인에 용어를 기반으로 그들을 유형화할 수    3

있는 기준의 추출을 위한 데이터 분석 실험을 매트릭스 분석법에 의거하여 수행하였

다. 

표� 문헌 산업 연구�분야에서�사용되는�디자인�영역의�유형화�기준에� 따른�유형화� 매트릭스� 분석의�[ 4-8]� / /

결과

   

분석 결과 표 는 유형화 기준의 개념 중 대상 중심의 유형화는 개중에 영   ( 4-8) ‘ ’ 44

역 부분에서 개로 가능성이 에 해당하였고 단일 중심의 유형화가 가능함이 36 81% , ‘ ’

개로 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개념 을 통한 유형화는 개로 약 가능42 95% . ‘ ’ 76 81% 

성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하여 대상 보다 개념 의 유형화의 기준이 새로운 디자인 . , ‘ ’ ‘ ’

유형화에서 높은 가능성을 보임을 알게 되었고 전체 언어를 유형화할 때 완벽, 100% 

한 유형화를 위한 단일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불가능함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개. , 

념 및 복합 기준법이 유형화의 높은 수치의 가능성을 보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 

대상 중심의 기존의 내용이 예기치 않게 많은 수치를 보여주어 개념 및 이슈 위주가 

단어가 월등한 수로  많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 반대의 경향을 보임을 발견하게 되

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 결과에서 유추하여 가 결합되는 방법인 복합 기준. A+B ‘

법 을 제안한다 이를테면 대상 에 개념 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디자인을 유형화하면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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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전체 까지 유형화가 가능하다 이는 완벽하지 않지만 신규 디자인의 설명력85% . , 

을 높이고 디자인의 개념이 혼재된 과도기적 시점에 유형화에 적합하다 그리고 다, . 

음과 같이 결과를 요약하여 볼 수 있다 그림( 4-2). 

그림� 디자인�유형화의�방향 복합기준법의� 추출�[ 4-2]� -�

�

불완전함의 유형화    1) 

매트릭스의 분석의 결과 하나의 디자인 속성의 기준으로 현대 디자인의 개념을    

일관되게 유형화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복합 기준에 의거한 분석법   2) 

현대 디자인의 개념을 유형화하기 위해서 다중 레벨의 기준에 의거하여 유형화   , 

의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다 이로써 다원화되는 디자인의 다양한 창조적 개념을 포. , 

괄하고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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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중심에서 개념 중심으로의 진화    3) 

현대 디자인이 대상 중심에서 개념 중심의 용어의 개념들로 진화함을 알게 되었   

다 그림( 4-3).  

그림� 문헌 산업 연구�분야에서�사용되는�디자인�영역의�유형화�기준�분석�매트릭스� 대상�[ 4-3]� ,� ,� –�
중심에서� 개념�중심으로의�진화�

�

연구의 어려움은 진행 과정 중에 단어의 의미가 사전적 정의일 경우일 지라도 중   

복성 과 모호함을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었다 단어의 의미와 어휘의 구성은 사. 

용의 문맥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어서 정확히 규정하기가 어려웠

다 또한 단어의 정의가 복잡한 개념은 형태소로 및 관련 (Poggenpohl et al., 2004). , 

단어로 명확히 규정하는데에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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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결론3 

 

디자인의 유형화의 기준 도출    1. 

위의 분석에 의거하여 우리는 현대 디자인을 유형화할 때 다차원의 유형화의 기   

준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기준은 새롭게 생겨나는 다양한 개념을 수용 가능하고 더. , 

불어서 기존의 유형화의 방식보다 새로운 개념을 추가하는 데에 유리하다 예를 들어 . 

서스테이너블 인터렉티브 디자인을 표현하는 데에 기존에는 (Sustainable Interactive) 

대상을 중심으로 표현해왔기에 개념을 포괄할 수 없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유형화의 . 

방식을 이용하면 이러한 새로운 개념이 확정적으로 수용을 통한 유형화가 가능하다. 

따라서 현대 디자인을 유형화 할 때에는 축 대상 축 이슈나 개념 의 디자“X : ” + “Y : ”

인 구분을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 4-4).

 

그림� 현대� 디자인의� 유형화의� 기준�도출�[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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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유형화의 방향    2. 

따라서 이는 현대 디자인의 개념의 진화 및 쓰임에 따라 축 대상 축   “X : ” +“Y : 

이슈나 개념 축 추가개념 의 기준으로 유형화의 기준의 확장이 가능하다 이를 ”+ Z : ” . 

도식화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4-5).

그림� 디자인의�유형화의�방향� 복합기준법[ 4-5]� -�

이는 단일 개념이나 대상을 지칭하는 디자인 언어와 혹은 새롭게 탄생한 복합적   

인 개념의 디자인의 언어의 유형화에 적용 가능하다 이러한 유형화의 기준은 현대의 . 

복잡한 디자인의 개념들을 기준에 의거하여 체계적으로 조직화된 지식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그림� 디자인의�유형화의�방향� 복합기준법[ 4-6]� –�

제시된 현대 디자인의 유형화의 모형 그림 은 대상 중심으로의 디자인과 이   ( 4-6)

슈 및 개념의 결합을 통해 연관 지식 영역을 아우르고 찾아내듯이 디자인이라는 복

합 개념을 포괄하고 또한 새로운 개념을 생성해 낼 것이다 이 목록은 축의 대상의 . X

범위에서 축의 개념 범위로 제안된다 축은 대상의 개별 시스템을 잡을 때 다룰 Y . X

수 있고 우측은 개념과 새로운 이슈를 중심으로 세부 분야 및 조직을 구조화 하는데 ,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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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디자인 다원화에 따른 유형화 및 진화 특성5 

제 장에서는 세기 후반 이후의 디자인 개념과 유형화의 기준이 대상에서 개념    5 20

중심으로 유형에서 무형으로 단일에서 복합적 개념의 디자인으로 진화한다는 현상, , 

을 결과를 기반으로 디자인 다원화에 따른 유형화 및 진화 특성을 살펴본다. 

제 절 디자인 유형화 1 

연구자는 유형화의 적절한 기준의 후보들을 찾는 과정에서 다양한 유형화의 시도   

를 살펴 볼 수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다원화된 디자인의 대상을 유형화 할 때 디자, , 

인계의 태도가 아래와 같이 세 가지 타입으로 나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복잡함. (1)

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변화를 수용하는 급진적 태도 아무리 복잡한 디자인이 , (2)

생성될지라도 디자인의 본질적 측면에 충실하고 디자이너의 본래의 능력을 강화하, 

는 데에 충실한 보수적 태도 디자이너의 능력에 충실한 지키지만 변화도 절충적, (3)

으로 대응하는 절충적 태도였다 이들을 보다 개념화하고 구체화하면 유형화의 기준. 

을 모색하고 유형화를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여 본 장에서는 비록 개념적 ,  

단계일지라도 연구 분석 과정을 통하여 발견한 디자인 유형화의 가지의 흐름 및 , 3

기준들과 그에 따른 유형화의 방향에 대하여 제시해 본다.  

   1) 디자인의 시스템 에 포괄되는 유형화의 기준(Design System)

디자인 시스템에 초점을 맞춘 디자인의 유형화 체계이며 이는 시스템에 초점을    , 

맞추면서 적극적으로 변화를 받아들이고 유형화 하자는 입장이다 디자인을 둘러싸, . 

고 있는 시스템 즉 사회와 그를 구성하는 인간의 삶과 시스템 그리고 서비스 , , , 

대상 인간 행위 의 구성 요소로 묶이어 이 (Service), (Object), (Human),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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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어떤 것이든 디자인 유형화의 복합적 유형화의 기준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림(

5-1). 

          

그림� 디자인�시스템�개념도�[ 5-1]�

   2) 디자이너의 능력 에 포괄되는 유형화의 기준 (Ability)

다른 하나는 디자이너의 능력과 디자인의 본질의 역량에 주안을 두고 그에 근거   

하여 유형화의 기준을 유형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 , 

본질에 충실하여 기본기와 디자이너의 역량에 중심을 두고 다양성에 휘둘려지지 않

는다는 입장이다 그림( 5-2). 

            

그림� 디자이너의�능력의�개념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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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디자인의 유형화의 기준 적용 2 

디자인 시스템에 초점을 맞춘 유형화   1. 

디자인을 대상 도구 및 공간 을 디자인하는 개념에서 사람 주체자 을 중심에 놓고 ( ) ( )

유형화해 볼 수 있다. 

사용자 중심으로 한 유형화   1) 

주체자의 행위 및 쓰임에 위한 유형화 - 

주체자의 물리적 감성 측면을 고려한 유형화 -  , 

주체자의 사고에 의한 유형화- 

주체자의 목적에 의한 유형화 기능적 심미적인 목적에 따라 디자인 대상의 -   : , 

서로의 체계와 문제 해결 및 대상의 특징 및 제조법 등이 달라진다.

대상의 서비스로서 기능에 의한 유형화   2) 

엔터테인먼트- 

일- 

여가- 

대상의 개념 및 방법론에 의한 유형화3) 

오브젝트의 대상의 개념 - 

서비스 디자인과 같은 복합적 디자인의 개념- 

디자인의 토픽에 의한 유형화 하버드디자인스쿨4) ( , 2015)

컴퓨테이션 및 기술- 

음식- 

하우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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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 

소재   - 

  

디자이너의 능력에 초점을 맞춘 유형화   2. 

디자인의 통합적 특성에 의한 유형화   1) (Owen, 1990; 1992; 1993; 1998;  

   2006; 2007)6)

리서치 영역   - 

프로페셔널 전문가 영역   - 

예술적 디자인   - 

과학적 디자인   - 

기술 공학적 디자인   - 

인문학적 디자인   - 

디자이너의 역량에 의한 유형화 아인트호벤공과대학교 산업디자인과 웹페이     2) (

지   , 2015)

전략적 창의성   - (Strategic Creativity)

장소와 흔적   - (Place and Traces)

6) 찰스 오웬 은 디자인은 예술 과학 기술 공학 인문학적인 기초를 필요로 하며 디자인의  (Charles L. Owen) , , , 

중요한 요인으로 이러한 다른 분야 간의 이러한 통합적 속성이다 부르스 아처 는 디자인은 통합. (Bruce Archer)

적 학문으로 자연과학 과 인문학 외에 만들고 행하는 일련의 행위로 교, (Science) (Humanity) (making & doing) 

육의 중요한 제 영역으로 창의적 문제 해결력과 복합적 창 의사고를바탕으로디자인교육의정당성을설명하였' 3 '

다 스튜어트 푸흐 는 디자인 교육에서 다른 여러 분야와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여 디자. (Stuart Pugh)

인은 예술 및 과학의 지식을 응 용하고 통합하는 특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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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통합적 유형화의 적용    3. 

기술의 개입 여부에 따른 유형화    1) (Norman, & Verganti, 2014)

기초 디자인    - (Basic Design Research(Vision Driven))

주도하는 혁명의 디자인    - (Design-Driven Research(Radical Innovation))

인간 중심의 디자인    - (Human-CenteredResearch(Incremental Innovation))

   

디자인의 다양화된 대상에 의한 유형화    2) (Friedman, 2000; 2003)

디자인 철학과 이론   - 

디자인 지식 - 

디자인 프로세스 및 연습 - 

디자인 형상 등의 대상- 

학술 학습과 지도를 위한 기술- (Skills for Learning and Leading)

인간세계 - (The Human World)

인공물 - (The Artifact)

환경 의 이슈의 결합 - (Th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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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유형화에 따른 디자인의 진화 특성 고찰 3 

디자인의 유형화와 현대 디자인의 고찰을 통한 디자인 변화를 알아보았다 현대    . 

디자인의 다원화는 디자인의 대상 에서 개념 으로의 디자인 개념의 진화를 데이터‘ ’ ‘ ’

를 기반으로 재인식하게 되었다 연구의 결과 유형화 과정을 통해 세기 후반 이후. 20

의 디자인 현상이 대상에서 개념 중심으로 유형에서 무형으로 단일에서 복합적 개, , 

념의 디자인으로 진화한다는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림( 5-3). 

그림� 연구를�통한�발견점�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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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 라인   (Cramsie, 2010; Eskilson, 2012; Heller & Chwast, 2000; Hollis, 

은 디자인의 유형화의 키워드를 시대별로 표시하여 대상 에서 개념 이슈 중2006) ‘ ’ ‘ ( )’ 

심으로의 진화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개념 이슈 가 도표에서 붉은색으로 표( ( )

기됨 그를 토대로 산업 디자인에 중심으로 두고 시대별 디자인 이슈나 키워드의 변). 

화와 디자인에 대한 유형화의 관점의 변화를 살펴 볼 수 있다 그(Fiell & Fiell, 2013)(

림 5-4).  

그림� 디자인�다원화에�따른� 유형화�및�진화�특성� 관찰된� 디자인의�변화�타임라인[ 5-4]� –
출처( :� Cramsie,� P.� (2010).� The� Story� of� Graphic� Design:� From� the� Invention� of� Writing� to� the�

Birth� of� Digital� Design.� � New� York,� NY:� Abrams� Books.

Eskilson,� S.� (2007).� Graphic� Design:� A� New�History.� New�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Heller,� S.,� &� Chwast,� S.� (2000).� Graphic� Style:� from� Victorian� to� Digital.� New� York,� NY:� Harry� N.�

Abrams.

Hollis,� R.� (2006).� Swiss� Graphic� Design:� the� Origins� and� Growth� of� an� International� Style,�

의�연구결과물을�참고하여�타임라인�진행1920-1965.� Connecticut,� CT:� Yale� University� Pr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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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결 론6 

본 연구는 세기 후반 이후의 디자인 다원화에 따른 현대의 디자인을 유형화    20

하고 유형화되는 적절한 기준 및 체계를 발견하고 정리하고자 했으나 실패하였다, . 

하지만 현대 디자인은 복잡하고 디자인의 대상 및 개념의 변수가 너무 많고 유형화, 

를 위한 여러 기준이 혼재하는 현상 속에서 유형화 과정을 통하여 세기 후반 이후, 20

의 디자인 현상이 대상에서 개념 중심으로 유형에서 무형으로 단일에서 복합적 개, , 

념의 디자인으로 진화한다는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복합 기준으로. 

서의 유형화를 제안한다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현대의 전반적인 교육 문헌 산업의 . , , , 

디자인 연구의 시스템 체계를 마련할 때에 현대 디자인의 변화된 이유를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하게 생성되는 진화된 디자인의 개념들이 디자인 지식으로 체계화 . 

되는데에 기여할 수 있다. 

제 절 요 약1 

본 연구는 세기 후반 이후의 디자인의 다원화에 주목하여 디자인의 유형화의    20 , 

기준을 찾고 다원화된 디자인을 제한된 수의 속성에 따라 복잡한 현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 분석을 바탕으로 디자인의 진화 특성을 제안해보는 것이었다 연구의 . 

진행은 다원화된 대상은 년 년 시기 동안 행동 경제학 심리학 마케팅1970 2016 , , , – 

브랜드 디자인 경영 등 디자인과 관련 지식 범위의 문헌 인용 빈도가 높은 순의 , 50

개의 문헌 대표 웹 데이터 기관 연구 학술지의 자료에서 대표 집단을 선정하고 그 , , , , 

디자인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데이터 수집 선택 리스트(Data Gathering), (Selection), 

화 와 같은 순서로 추출법을 사용하여 (Listing) ATR(Automatic Term Recognition)

디자인 언어를 추출하였다 이 과정을 거치어 정제된 현대 디자인의 언어 및 종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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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고 사전적 개념의 정의 역시 정리해 보았다 그들을 유형화를 위하여 도서, . , 

산업 연구의 활용되는 유형화 기준 학제 구분 및 학자들의 주장에 따른 기준 및 연, , 

구자의 통찰력에 기반하여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다음과 같이 이슈 개념 형태‘ ( )’, ‘ ’, 

대상 기능 융복합 단일 등으로 제안한다 다음으로는 유형화 매트릭스를 통‘ ’, ‘ ’, ‘ ’, ‘ ’ . 

하여  매트릭스의 표는 세로축은 디자인의 언어로 구성되며 가로축은 앞서 추출된 , 

유형화를 진행할 수 있는 기준의 리스트로 유형화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유, , 

형화 가능성이 가장 높고 적절한 기준을 찾는 분석이 진행되었다.

분석 결과는 기존 디자인에서 대상 을 통한 유형화는 개중에 영역 부분에서    ‘ ’ 44

개로 유형화 가능성이 에 해당하였고 단일 이 약 개로 의 가능성을 36 81% , ‘ ’ 42 95%

보여주었다 새로운 디자인에서는 이슈 개념 을 통한 유형화는 개로 약 가. ‘ ( )’ 76 81% 

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하여 대상 은 기존 디자인 유형화의 가능성에 높은 비율. , ‘ ’

을 보였고 이슈 개념 은 새로운 디자인 유형화에서 높은 가능성을 보임을 알게 되, ‘ ( )’

었고 전체 언어를 완벽한 단일 기준으로 유형화하는 것을 불가능함을 알게 , 100% 

되었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 결과에서 유추하여 가 결합되는 방법인 복합 기. A+B

준법을 제안하였다 이를테면 대상 에 이슈 개념 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 ‘ ’ ‘ ( )’

디자인으로 기준을 나누면 약 전체 까지 유형화가 가능하‘Sustainable +Chair’ 85%

였다 이는 완벽하지 않지만 신규 디자인의 설명력을 높이고 디자인의 개념이 혼재. , , 

된 과도기적 시점에 유형화에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연구 과정 중 발견 통찰. (Insight)

는 다음과 같이 관찰되었고 타임라인 분석법에서 더불어 디자인의 대상 에서 이슈, ‘ ’ ‘

개념 으로의 디자인 진화를 매트릭스 및 데이터의 분석을 기반으로 재인식하게 되( )’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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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본 연구의 기여2 

본 연구는 세기 후반 이후의 디자인 다원화에 따른 현대의 디자인을 유형화    20

하고 디자인 이슈를 중심으로 디자인이 다원화 되는 양상의 진화의 특성을 파악한, 

다 디자인 다원화에 관하여 보통 새로운 디자인 영역을 규명하거나 정체성에 대한 . 

연구는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하여 왔다 또한 어떻게 이 변화에 대응하여야 하는가의 . 

디자인계의 견해도 다양한 주장이 존재해 왔다 본 연구는 현대 디자인의 실제 현상. 

에 근거하며 분석 증명하는 과정을 통하여 신 구 디자인의 개념 전체를 체계화 하는 , , 

시도를 하는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유형화의 기준을 추출하는 과정을 . 

통해 다원화된 디자인의 이해도 및 지식의 체계화에 기여한다 이러한 발견은 앞으로 . 

디자인계가 현대 디자인의 복잡다단한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현대의 디자인 교육 커

리큘럼을 짜거나 산업 조직 시스템을 짜거나 지식 구조 시스템을 마련할 때 현대 , , 

다양한 디자인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복잡한 현대 디자인의 

체계화에 보다 능동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이다. 

제 절  향후 연구 과제3 

본 연구는 주로 문헌 및 학술 기관의 데이터에 기반한 디자인의 사전적 정의 개념   

을 분석하는 데에만 그치었지만 사실 많은 디자인의 개념이 산업 연구소 설계 현장, , , 

에서 연구 및 활동적인 부분도 포괄하며 이는 사전적 정의 외에 상황의 유연적 개념 , 

외에 다양한 변수들을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디자(McKelvey & Kilmann, 1975). , 

인 개념들이 현실에 부합한 개념의 접근을 위하여 추후보다 디자인 활용 및 실용적

인 활동들의 정의 및 상황의 기술을 포함한 보완적인 개념의 연구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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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cent years, the field of design has diversified and been influenced by the 

orchestration of historical, cultural, and political issues, technological and 

engineering development, and material and social innovation. As a result, a wide 

perspective of design thinking beyond the traditional design domain propels the 

formation of new design. Recent research by design theorist Sharon Helmer   

Poggenpohl — “Design Integrations: Research and Collaboration”— explores the 

emerging roles of design. She notes that the evolution of new design and 

convergence design emerged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the 

expansion of social system complexity, and the diversity of public and urban 

problems. Her ideas form a new perspective lens to examine emerging design 

divergence and new design evolution.

This study examines design diversification including types of new designs and 

suggests the criteria for new design typology and the evolutionary characteristics 

of design. Importantl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work and organize the 

growth of today’s emerging design diversity and evolution. As exploratory research, 



- 105 -

a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emerging design and design 

evolution in the latter half of the 20th century. A matrix analysis methodology was 

proposed to determine the criteria for new design typology and to understand the 

transformation of design evolution. The process of examining and understanding 

a broad range of design research, theory, and practices is central to understanding 

contemporary design beyond the abstract perception of the concept, grasping 

distinct principles of diversified design, and identifying the design evolution 

phenomenon. 

Examples from design research, theory, and practices were employed to navigate 

the expansion of design diversity from the beginning of the post-modern era, 

1970, until 2016. References in all design fields were investigated 

comprehensively: 1) international journals, 2) books, 3) periodicals, 4) web 

resources, and the study focused on key terms and language to understand the 

concepts of design diversity and evolution. Poggenpohl mentioned that as design 

emerges as a discipline, it needs to define and agree on basic terms. Language is 

recognized as a social contract, and language is not static, but evolutionary in its 

use and meaning (Poggenpohl et al. 2004). Her perspective is that, by 

investigating design terms we can understand intellectual design history aswell as 

reveal a shift in social understanding and perception. 

The study progressed as follows. First, diversification types and emerging design 

concepts in the second half of the 20th century were reviewed. Second, the 

modification of existing and new criteria of design typology was introduced. 

Third, new criterion was extracted based on the references. Fourth, the new 

criteria of diversified design were presented using matrix analysis. Finally, the 

paper concludes with suggestions regarding the evolutionary characteristic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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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design.

This emerging design term resources was developed by combining diverse 

references from the industry and academia to research from web data, institutions, 

and international journals. Based on their high citation frequency, 50 articles 

published from 1970 to 2016 were studied, and the Reference list is described 

in further detail. The design terms and language were collected and extracted 

using the ATR(Automatic Term Recognition) extraction method by data 

gathering, selection, and listing based on the following considerations: 1) Creating 

a hierarchy of concepts on design. 2) Merging and rearranging similar concepts 

on design. 3) Producing a summary of the refined list of language on design and 

design concepts. 

This paper introduced attributes, and criteria for new designs: concept, form, 

object, function, fusion, and singularity. Th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a 

matrix analysis. The vertical axis of the matrix was divided into design categories, 

which were further divided into old and new design concepts from 1970 to 2016. 

The horizontal axis represented classification criteria concepts extracted from the 

references. The study conducted an evaluation of new designs’ typology criteria 

and demonstrated design evolution. 

 

The details of the study in each chapter are structured as follows.

Chapter 1 provides the background, purpose, scope, and methods utilized in the 

study. The primary key terms are also described to ensure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study and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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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explores the broader conception of theories and identifies emerging 

design terms in the second half of the 20th century. Design typology criteria are 

articulated as well as design evolution. The study recognizes the potential of 

design criteria in design diversity by referring to the design researchers’ opinions. 

 

Chapter 3 analyzes design diversity that has emerged since the second half 

of the 20th century and articulates emerging design terminology as follows: 1) 

original data is created by extracting concepts in the form of representative 

languages using the ATR(Automatic Term Recognition) extraction method; 2) 

terms are organized based on sub-concept hierarchy; 3) similar terms and 

meanings are merged and rearranged; 4) a list of frequently used words in the 

references is constructed. This process describes the list of words and refinement 

of design language that emerged in the latter half of the 20th century.

 

In Chapter 4, the study suggests the criteria of design typology by matrix analysis 

by proposing that emerging design terms can be classified by criteria. After first 

synthesizing the list and description of design terms for proposing the criteria, the 

paper then indicates the need for design typology criteria. The experiment is 

conducted by following these steps hypothesis, purpose, object, scope, research –
method, analysis, and conclusion. In the matrix analysis, the vertical axis of the 

matrix represents types of design and the horizontal axis describes the types of 

criteria (concept, form, object, function, and complexity). Employing the matrix 

analysis method, design terms are evaluated to gauge whether designs can be 

classified based on the criteria defined in the horizontal axis, following which an 

analysis is conducted to identify the most appropriate criteria based on the 

dictionary definition of the conditions. Results reveal that “concept” typology is 

perceived as a more useful approach to societal evolution than “object” typ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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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it is impossible to clarify a single perfect typification criterion for design 

typology in the contemporary period. As a result, the study proposes “multiple 

criteria classification” a method that is a hybrid of – A + B criteria. For instance, 

if a design term divides the criteria into “sustainable + chair” by applying the 

multiple criteria classification“concept + object,” 85% of all design terms can be 

typified. As design diverges into broader concepts, new insights (multiple criteria 

classification) enhance the explanatory power of new design terms’ typology 

although they are imperfect. Thus, the concept of design criteria is gradually 

evolving and reforming by interacting with a broad range of disciplines. 

Chapter 5 demonstrates timeline analysis and how design phenomena, from the 

second half of the 20th century, evolved from object to concept, type to 

intangible, and single to complex concepts focusing on the design evolution 

perspective. The approach amplifies understanding how design shifted focus from 

the object to the concept.   

 

Chapter 6 identifies the conclusions and findings of this study. The study reviews 

contemporary diverse design and specifically addresses criteria for design typology 

based on the matrix analysis method, eventually proposing a “multiple criteria 

classification” typology. 

The criteria explored in this study that highlight the significant purpose of — 

typology and evolution of new design raise questions about how design — 

emerged and evolved. Discussing this study’s contribution, the results suggest that 

we perceive recognition as a foundation for active and responsive action in 

emerging design and we can employ criteria in constructing a curriculum or 

organization system with complex new designs. The results of the study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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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 an understanding of design evolution in the fields of general education, 

literature, and industry. 

Keywords : Contemporary Design, Design Knowledge, Diversified Design, 

Typology, Evolutionary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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