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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ging Changed Design for Universal Design Convergence

1.1 Design Changes
People wish to age agelessly and this in�uences design to change rapidly for the aging 
society to make them feel ageless. More comfortable and �exible designs and improved 
textile and functional techniques are coming into clothes. Colors will be brighter and 
the unisex look will be more spread as body shapes of men and women become similar 
in old ages.

Also, for elderly people, round instead of rectangular designs in hospitals, homes, and 
o�ces will come to prevent them from getting injured by pointed corners and sharp 
edges if they walk or fall from walking. Further, elderly people will prefer �at �oors, 
open-bathroom and kitchen type of aged housing models. 

Elderly or youth’s desire for wearable high-tech machines and equipment will be equal-
ly high. More chips and sensors will be used in clothes and shoes. People will be well 
equipped, and sometimes symbiotic with new technologies. 

1.2 Reasons for Change
In the global population, Caucasian Americans in 1900s were 50%, in 2000, they were 
20%, and in 2050, they will only be 2%. Fertility rates are very important in the com-

�e future of design will be changed according to megatrends in the future such as 
aging, blending, climate change and energy, development of science & technology, 
eastward movement, female empowerment, globalism, homes alone, internet3 educa-
tion, and joblessness. For aged, universal designs for disabled and aged with edgeless 
and smooth corners; for blending, multi-culture designs and blended forms will come 
in; for climate change and energy saving, more energy conscious designs will come in; 
for science technology development, many more strange and more technology con-
scious designs will come in; for eastward movement, more Asian looks will come in; 
for female consumers, more sensitive and smooth and colorful designs will come in; for 
home alone people, one person oriented designs will come in.

Researchers in smart fabrics and intelligent textiles (SFIT) are working with the fashion 
industry to bring us gizmos such as color-changing or perfume-emitting jeans, wrist-
watches that work as digital wallets, and running shoes like the Nike +iPod that watch 
where you're going. Industry watchers estimate that a $400 million market for SFIT is 
already in place and predict that smart fabrics could revitalize the U.S. and European 
textile industry, according to Patrick Tucker.

미래의 디자인은 미래사회 메가트렌드에 따라 변한다. 메가트렌드는 우선 고령사회, 다문화 
사회, 첨단과학기술의 발전, 동구화, 여성성 강화, 글로벌화, 1인 가구화, 인터넷3과 교육변화, 
일자리 소멸 등이 있다. 고령화에서는 유니버설 디자인이 표준화되어 장애인과 노인들의 사회

가 다가오면서 대부분의 빌딩이나 건물, 가구가 타원형으로 끝이 뾰족하지 않게 바뀐다. 다문

화 인종융합이 오게 되면 다문화 취향의 디자인이나 퓨젼화 된 혼합형 디자인들이 많이 나타

난다. 기후변화와 대체 에너지 개발에 모두가 역량을 쏟아 부어, 주택이나 건물은 에너지절감

에 가장 많은 신경을 쓰게 된다. 첨단과학기술 발전에서는 보다 최첨단적인, 그래서 새로운 디
자인 첨단기술을 융화 시킨 제품들이 많이 나온다. 산업시대부터 서구화 하던 권력이동이 동
쪽으로 이동하면서 아시아는 강대국이 된다. 그러면서 여성성 강화가 일어나는데, 여성이 점
차 사회지휘적 일자리에서 여성 구매력이 강화되고 여성감각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디자인이 
나온다. 1인 가구가 대세가 되면서 1인용 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1인용 가구 및 세재 등 소
형, 1회 용품이 늘어날 수 있다. 
이미 스마트 패브릭 텍스타일 연구소 (Researchers in smart fabrics and intelligent textiles: 
SFIT) 발표를 보면, 이미 다양한 패션 즉 옷이 온도에 따라 색상이 변하거나 향수 냄새를 뿌
려주는 청바지, 디지털 지갑에 들어가는 손목시계, 나이키신발에 iPod가 붙어있는 조깅슈즈

로 자신이 어디를 가고 있고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안내하는 시스템 등 기발한 아이디어 상
품들이 스마트한 디자인과 함께 부상하여 세계시장이 4억불 시장으로 커질 것이라고 본다. 
패트릭 터커(Patrick Tucker)는 스마트 패브릭 즉 칩이 들어간 옷감이 나오면서 활발하지 않
은 미국 유럽 텍스타일 산업의 재 부활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1. 디자인 컨버전스, 고령사회에 유니버설 디자인이 대세

1.1 디자인 변화

사람들이 이제 나이를 먹어도 몸은 늙고 싶지 않은 욕망을 가진다. 이로 인해 다양한 디자인 
변화가 급속히 진행된다. 고령사회에서는 노인들이 나이를 들지 않게 느끼도록 해주는 각종 
디자인들이 나온다. 더 편안하고 자유로운 디자인, 다양한 스마트 텍스타일 기능성 강화가 의
복에도 적용된다. 칼라도 더 밝아지고 유니섹스 룩은 더욱 빠르게 보편화 되는데, 그 이유는 
나이는 먹어도 먹지 않는 즉 젊은 체력을 가지게 되고 남녀노소가 비슷한 체형을 가지게 되어 
남녀 옷의 구분이 흐릿해진다.
 
고령사회에서는 네모난 사각형 가구나 각진 디자인 대신에 둥글거나 타원형 디자인이 부상한

다. 특히 병원, 주택, 사무실에서도 노인들이 걷다가 넘어져도 다치지 않게 모난 모서리나 코
너가 점점 사라진다. 화장실과 부엌이 붙어있고, 문이 없어지고, 투명유리를 사용하며 천장 
끝까지 붙이지 않아 사고 시 ‘쿵’하는 소리도 들을 수 있게 모든 방이나 거실을 오픈하는 트렌

드가 온다.

노인들이나 젊은 층도 몸에 착용하는 기기나 장비를 더욱더 많이 요구하게 된다. 더 많은 칩
이나 센서가 옷이나 신발에 장착된다. 미래의 인간은 다양한 첨단장비를 착용하고 움직인다. 
또한 실제로 노인들 몸의 절반은 기계, 절반은 사람으로 변형되어간다. 안경을 쓰고, 연골이 
닳은 무릎을 인공으로 갈아 끼운다. 그러므로 다양하고 새로운 디자인이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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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oungsook ing decades, shifting power from the West to East with population of 5.6 billion in 
Asia in 2020 and China 1.9 billion and India 1.7 billion people, according to the NIC 
Global Mapping 2020. 

A significant number of countries in Europe and Asia face severe population aging 
after 2020.  In these regions, within twenty years many countries will face a situation 
where the largest population cohort will be those over 65 and the average age will be 
approaching 50. Population growth now depends largely on immigration together with 
population momentum which arises from previous large generations now enjoying 
longer life expectancy.

According to UN 2001 report on population, other than African nations, most ad-
vanced nations will have more female elderly. Italy and the US in 2025 show that the 
old population over 80 years are going to be considerably larger than those who are in 
their 60s-80s. Population-shaped pyramid are now taking co�n shapes.

1.2.1 Aging Korea
�e report "Social Indicators in Korea 2008" shows the growing elderly Korean popu-
lation. �e population grew 0.31 percent to 48.6 million in 2007, with those aged 65 
and more accounting for 10.3 percent. Koreans were expected to live 79.6 years, 5.2 
years longer from a decade ago. Women were expected to outlive their counterparts by 
6.6 years, with their life expectancy of 82.7 years and men’s at 76.1 years. 

1.2 디자인, 삶이 변화하는 이유

세계인구는 1990년대에 백인인구가 50%였고, 2000년에는 20%, 그리고 2050이 되면 2%로 
줄어든다고 짐 데이토 (Jim Dator) 교수가 말했다. 다가오는 미래사회에는 출산율이 아주 중
요한 변수가 되어, 권력의 이동이 서구에서 동구 즉 아시아로 옮겨온다. 미국정보위원회 글로

벌 매핑 2020 (NIC Global Mapping 2020)에 따르면 2020년에 아시아인구가 56억 명이 되
며 중국이 19억 명, 인도가 17억 명이 된다. 유럽과 아시아는 이미 2020년이 되면 심각한 고
령화 사회로 진입한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20년 후가 되면 65세 이상이 최대 인구군으로 등
장하게 되고, 국민 평균연령은 50세가 된다. 유럽이나 아시아 특정국가의 인구 증가는 이제 
이민으로 채워지며, 수명연장을 통해 고령인구가 최대 인구로 부상하게 된다. 

2001년 유엔 인구보고서에 의하면 아프리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선진국은 여성 고령인구가 
증가하며, 이탈리아나 미국은 2025년이 되면 60-80대 인구보다 80세 이상 인구가 더 많아지

는 인구분포가 이뤄진다. 피라미드 형 인구분포는 이제 장례식의 관 모양으로 변화한다. 

5. United States 2025: Projected Old Population

1. Nigeria 2000: Youthful Population 2.Italy 2000: Aged Population

3. United States 2000:  Intermediate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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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taly 2025: Projected Extremely Old Population

Aging Society, Source United Nations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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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고령화되는 한국

한국의 “2008년 사회지표”를 보면, 한국의 고령인구가 늘어남을 알 수 있다. 2007년에 4천 8
백 60만 명으로 0.31%만 증가하였다. 이들 중 65세 이상 인구가 10.3%에 이르게 되며 한국

인은 평균수명이 79.6세로 10년 전보다 5.2년이 늘어났다. 여성이 남성보다 6.6년 수명이 더 
긴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 평균 수명은 82.7세이고 남성은 76.1세다. 

유엔 출처의 도표에서 2050년에 15-59세를 비교하여 노동력을 분석해본 결과 한국이 최악

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나라에서는 가장 급격한 인구감소가 일어나는 나라를 한국으로 꼽고 
있다.

1.2.2 고령화되는 세계인구

유엔의 인구예측 중 낮은 예측으로 보았을 때 세계 인구는 2008년 7월 현재 66억 7천 7백만 
명이며 이는 매년 1.16%의 증가율을 보인다. 이런 추세면 2050년이 되면 92억 명으로 증가하

고 곧이어 98억까지 증가해 최정상에 오르지만 2100년에는 55억으로 급감한다. 과학자들은 
인구 최고치가 50년 후 즉 2060년에 온다고 예측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더 장수하고 더 생
산적인 삶을 살게 된다고 예측한다. 글로벌 인구는 고출산율 고사망률에서 저출산율에 수명

연장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은퇴 연령이 바뀌어야 하며, 의료제도가 근본적으로 재조정되어

야 한다고 본다. 선진국의 고령화가 제 3국보다 훨씬 빨리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가난한 제 3
지역에서도 이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보다 유럽인구는 줄었다. 유럽의 생산노동자 

인구는 줄고 있고 이민자는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민자들과의 갈등 또한 지속되고 있다. 아
프리카나 아랍 국가는 현재 2.1% 정도로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고, 중국의 1명 낳기 운동은 
다음 중국 세대를 고령사회로 넘어가게 할 것이다.  

고령화 붐이 막 시작되었다. 수명연장은 20세기보다 두 배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1900년
대 이후 65세 이상 미국 인구는 10배로 증가하였다. 100세가 평균수명이 되는 것은 먼 미래

가 아니다. 가까운 미래이다. 인구학자들은 평균수명은 곧 85세가 될 것이며, 수년 후에는 그
보다 더 수명이 연장 될 것으로 본다. 이미 130세까지 살아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므로 디
자인은 고령사회를 중심으로 크게 변해야 한다. 

1.2.3 유니버설 디자인

고령인구에게 유니버설 디자인은 더 손쉽게 사용가능하고,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해야 한다. 건
물이나 도로의 경계선 등도 타원형이 될 것이며, 더 부드러워지고 더 둥글어질 것이다. 곧 유
니버설 디자인은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장애물이 없는 누구

나 접근 가능한 디자인이 된다. ‘모두를 위한 디자인’, ‘모두가 통할 수 있는 디자인’, ‘모든 것이 
연결되는 기술’ 등으로 설명되는 것이 바로 유니버설 디자인이다.

장애물이 없는 디자인,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기술은 모든 장애인들에게 손쉽게 들어가고 나
오는 연결을 해준다. 종래에는 입구가 하나이던 빌딩들이 입구가 여러 개로 나뉘면서 계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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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Universal Designs
For the aged population, Universal Design makes things more accessible, safer, and 
convenient for everyone. Corners will be curbed, and sharp edges will be smoother and 
round. Universal design is a relatively new paradigm that emerged from "barrier-free" or 
"accessible design", “Design for All” or “Inclusive Design” and "assistive technology." 

Barrier free design and assistive technology provide a level of accessibilit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e will see more ramps that lead to di�erent entries to a building 
than a main stairway. Universal design include utensils with larger handles, curb ramps, 
automated doors, buses with telescoping ramps, houses with no-step entries, closed 
captioning in television, and the accessibility features incorporated into computer op-
erating systems and software.

�e Center on Inclusive Design and Environmental Access (IDEA Center), State Uni-
versity of New York at Bu�alo developed and supports universal Design E-World that 
provides web based tools to support the "community of practice" in universal design. 
�e IDEA Centre was established initially to support the activities of the Rehabilita-
tion Engineering Research Center on Universal Design and the Built Environment 
(RERC-UD), a grant based at the IDEA Center. �e photos are Jim Mueller’s designs 
for Aging in Place, better products for elderly people, products for everyone, universal 
designs in industry, handling, designs living places and game players. More �exible, 

1.2.2 Aging World Population
According to the UN’s lower forecast, the world population was 6.677 billion as of July 
2008 and growing at 1.16% per year, and  is expected to reach 9.2 billion by 2050, 
peaking soon afterward at 9.8 billion before falling to 5.5 billion by 2100,. Scienti�c 
breakthroughs over the next 50 years will give people longer and more productive lives. 
�e global population is changing from high mortality and high fertility to low mortal-
ity and low fertility, requiring changes in retirement and medical systems. Richer popu-
lations are aging more rapidly than poorer regions, although poorer regions are also ag-
ing. �ere are fewer Europeans today than last year; Europe’s working-age population 
is shrinking, immigrant populations are increasing, and cultural conflicts continue. 
African and Arab states have the highest population growth rates at 2.1%. China’s one-
child policy will lead to an aging society in the next generation . 

�e aging boom has started. Life expectancy nearly doubled in the 20th century. Since 
1900, the number of Americans age 65 and older has increased 10-fold. Living to 100 
likely will become more commonplace. Some gerontologists suspect an average life ex-
pectancy of 85 years or more may be possible in the near future. Others have speculat-
ed that the �rst person destined to live 130 years or more is alive today. Design changes 
for elderly are necessary. 

Universal Design, IDEA Center

Jim Mueller’s designs, universal desi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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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램프로 연결시켜 휠체어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게 해준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큰 손잡이가 
있는 부엌가구나 식기, 둥글고 평평한 진입로, 자동문, 통로나 집에는 계단으로 된 입구가 아니

며, 버스도 확대경이 있어 도로사정을 손쉽게 볼 수 있게 하고, TV도 글자나 영상을 크게 보게 
하는 장치, 모든 곳에 컴퓨터나 소프트웨어로 손쉽게 자동문으로 드나들 수 있게 해 준다.

총체적 디자인 & 환경 접근 센터(The Center on Inclusive Design and Environmental 
Access: IDEA Center)는 버팔로 뉴욕주립대학교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개발, 지원하는 센
터이다. E-World라는 프로젝트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웹사이트에서 웹 베이스 툴을 이용하여 
‘커뮤니티 훈련’을 실시할 수 있게 하였다. IDEA 센터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재활 엔지니어 연
구센터에서 활용하게 만든 것으로, 정부지원을 받고 연구를 진행 중이다. 아래 사진들은 짐 
뮬러 (Jim Mueller)의 “고령인구 자택주거 (Aging in Place)” 모델이다. 노인들에게 편리한 제
품들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편리한 가구가 들어간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생활공간에서도 
편리한 가구들이 놓여지고 활용 할 수 있게 했다. 더 유연하고, 부드럽고, 심플하고 편리한 디
자인이 부상한다.

지구촌에 장애인이 늘고 있다. 장애의 원인은 고령 때문이다. 60세 이상 인구의 1/3이 적어도 
한가지의 장애를 가진다. 고령인들은 점점 나이가 들면서 결국 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모두 장
애인으로 숨을 거둔다. 

smooth, simpler, and convenient products and looks are in demand.

�ere are also increasing the disability population in the world and the biggest cause 
of disability is age.  More than one-third of people over 60 have at least one disability. 
Aged people will become wholly disabled at the end of their lives.

2. Future Female-Oriented Design Convergence

2.1 Female Oriented Design Trend
In hunting and gathering society, agricultural society, and industrial society, men’s 
strength and power was needed. However, in information age and upcoming conscious 
technology society, women’s detailed, �ne and sensitive and service-minded attitudes 
are  more preferred. . Also, women are more motivated due to opening up the areas 
which were prohibited from the previous societies. For example, women now can join 
the army and marines, and are included in space travels and hardship sectors as well. 
Consumer powers are also going to females. Therefore, female-oriented designs are 
more in demand.

2.2 Women Consumer Power Increasing
In the United States, women now control $3.3 trillion in consumer spending. Women 

are responsible for more than 80 percent of the household buying, control more than 
50 percent of the wealth in the country, make 62 percent of all car purchases, and 
take more than 50 percent of all business trips. Yet, many marketers fail to recognize 
and reach them fully, still treating women as a part of niche demographic, rather than 
major drivers of purchasing decisions. While men are the primary purchaser of cer-
tain product and service categories, such as video gaming systems, �at-screen televi-
sions, and pizza delivery, women are the purchase decision makers for 85 percent of 
the household spending such as food, toys, durable goods, consumer-packaged goods, 
health care, baby products, clothing, books, cars, consumer electronics, homes, and 
many other categories. 

According to the Business Week magazine special report on female consumer buying 
power, women pack a one-two punch of purchasing power and decision-making au-
thority. Although women typically earn only 78 cents for every dollar men make, they 
are responsible for more than 80 percent of the buying decisions. Women account for 
the following:

• 85 percent of all consumer purchases, ranging from cars to computers
• 91 percent of new homes
• 66 percent of personal computers
• 92 percent of vacations

Universal Design by rosemariespeakers.com:

www.RosemarieSpeak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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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ed tools, enhancing the female user with informed choices, high quality continu-
ous care, and su�cient medical decision-making involvement, are noticeable change

2.4 Female Preferred Designs for Consumer Products
Most product designers are aware of high popularity of female consumer oriented 
products with the soft, delicate and female oriented smooth looks.  According to To-
wards Female Preferences in Design – A Pilot Study by Lishan Xue and Ching Chiuan 
Yen (2007), there is an increasing trend to create and adopt non-gendered designs 
(Carlton, 1997), with the tactful aim of not "discriminating" and of displaying an ac-
ceptance of alternative lifestyles in today’s society. . 

�e following selections for female-oriented designs for mobile phones were then re-
viewed and re-con�rmed by a panel consisting of three professional designers, from th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s Department of Architecture, from Orcadesign Con-
sultants Sdn Bhd, and from the Innovative Design Center of Lenevo in Beijing. 

Table 8. Final selection of mobile phones: Top row, left to right, choices 1 to 5: Sie-
mens Xelibri 6, Handspring Palm Treo 700p, Motorola Pebl, LG L1150, Nokia 6600. 
Bottom row, left to right, choices 6-10: Motorola Razr v3c, Nokia 3250, Nokia 7610, 
Motorola V70, KDDI Talby.

2. 여성성강화로 여성취향의 디자인 컨버전스 부상 

2.1 여성취향의 디자인 트렌드

사냥과 채집사회에서 농경시대, 산업시대에는 남성의 강한 힘과 파워가 필요했다. 그러나 정
보화시대 그리고 다가오는 의식기술시대에서는 여성의 세밀함, 섬세함, 감각 있고 서비스 마
인드 태도가 요구되는 사회가 더 경쟁력을 가진다. 여성들은 또 지금까지 못하게 하던 것을 모
두 허용에 의한 동기유발로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여성들이 군대에도 가고 심지어 
해병대에도 들어갈 수 있다. 우주여행에도 아주 힘든 일터에도 여성들이 진출하고 있다. 그러

므로 여성들이 경제력을 갖게 되고 여성들이 구매력 상승이 일어나, 여성들이 디자인이나 다
양한 제품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여성중심, 여성이 좋아하는 디자인, 여성친화적인 디자

인이 더 많이 요구된다.

2.2 여성의 구매력 증가

미국에서 현재 여성의 소비는 3.3조 달러 이다. 여성이 가사관련 구매에서 80%를 결정한다. 
미국에서는 여성이 이미 부의 50%를 가지고 있다. 62%의 자동차 구매가 여성이 결정하고, 
비즈니스 여행의 50%를 여성이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마케팅이나 기업인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여성을 특정시장 분야 즉 니치 마켓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사실 여성은 이미 
구매력, 구매 의사결정의 주체이다. 남자는 단지 특정 제품, 서비스 분야에서만 의사결정을 
한다. 비디오 게임기를 사거나 평면 TV를 사거나 피자를 주문하는 것만 한다. 식품, 장난감, 

가정의 기기나 가구, 소비재, 헬스 케어, 아동용품, 의복, 책, 자동차, 전자제품, 주택구입, 그 
밖의 다양한 것들을 여성이 구매한다. 

얼마 전 비즈니스 위크 (Business Week) 잡지에서 구매력에 대한 특집을 다루었는데, 여성이 
대부분을 결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은 남성보다 78% 정도 수입이 적지만 구매에 관한 
의사결정권은 80% 정도 된다. 

• 85%의 컴퓨터 자동차 등 소비재 구매

• 91%의 주택 구입

• 66%의 PC 구매

• 92% 휴가 여행지 결정

• 80% 헬스 케어 결정

• 65% 자동차 구매

• 89% 은행 등 자산관리

• 93% 식품 구매

• 93% 가정용 의약품

중국의 여성소비주의 부상(�e Rise Of Female Consumerism in China)이라는 소비자 서
비스 전문기관의 보고서에서 지난 10년 동안 상당한 경제적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80 percent of health care decisions
• 65 percent of new cars
• 89 percent of bank accounts
• 93 percent of food purchases
• 93 percent of over-the-counter pharmaceuticals

In a report entitled “The Rise Of Female Consumerism in China”, the professional 
services �rm found that huge economic and social changes in China in recent decades 
have had a dramatic impact on the average female consumer. Conway Lee said: “�e 
economic status of modern Chinese women has been greatly in�uenced by the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she lives in and is exposed to, her education background and 
the commercial opportunities open to her. This means that not only does she have 
control over how she spends her own money, but she also has a big in�uence over how 
household income is spent.” 78% of married women make the decisions for grocery 
and clothing purchases for the family. 

2.3 Female power grows as more female elderly 
More female longevity increase female population. Medical sectors are already focus-
ing on female oriented designs. According to Architectural Research �ink Tank, as 
a female client participation in medical decision making increase, the Female-Client 
Centered Care design is the most important in healthcare. Design with female-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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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연구에서는 성별이 없는 유니섹스 디자인도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Carlton, 
1997). 그 이유는 차별 없이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로 변하는 현대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적절

한 대응이라고 본다.  . 

아래 사진들은 여성취향의 핸드폰을 보여준다. 우선 다양한 선택을 하고 재확인하는 방법

으로 3명의 전문디자이너가 뽑은 것으로, 싱가폴 국립대학의 건축과 소속 오카 디자인 컨
설턴트 신 받 (Orcadesign Consultants Sdn Bhd), 중국의 이노베이션 디자인 레네보 (the 
Innovative Design Center, Lenevo) 등이 참여하였다.

피콜로 컨셉 1은 모토롤라 (Motorola) 전화기이다. 전화 컨셉이 섹시하고 잘 빠진 모습이며, 
여성용 전화라고 한다. 멋진 여성취향의 스타일이다. 피콜로의 빤짝이는 전화는 모든 다른 전
화와 완전히 색다른 것이다. 그러나 얼마나 편리한지는 잘 모르겠다. 

을 알렸다. 여성 구매자들의 엄청난 영향력 부상을 볼 수 있다. 이 연구를 마친 콘웨이 리 
(Conway Lee) 소비자 연구 전문가는 현대 중국여성들이 자신의 환경을 변화시키는데 속도를 
내고 있으며, 여성의 권리가 강화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성의 교육, 일할 기회 증가 등 다양

한 이유가 있음을 밝혔다. 여성 자신의 돈을 사용하는 권리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한 식품, 의
복 구매의 결정을 여성이 한다고 말했다. 

2.3 여성 고령인구 증가로 여성 구매력도 증가 중
여성이 남성보다 더 장수하기 때문에 여성인구는 늘어난다. 모든 의료분야에서는 여성환자에

게 초점을 맞추고 디자인을 바꾸고 있다. ‘건축연구 싱크 탱크 (Architectural Research �ink 
Tank)’는 의료서비스 결정에서 여성이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환자센터 (the 
Female-Client Centred Care)는 미래사회에 헬스 케어에서 디자인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다고 말했다. 여성에 초점을 맞춘 의료기기, 여성 선택 선호를 감안한 디자인, 고품질 의료서

비스, 더 상세한 의료관련 진료 및 설명, 의료서비스 선택의 결정권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뀌

고 있다고 말한다. 

2.4 소비재도 여성이 선호하는 디자인 부상

이미 대부분의 상품 디자이너들은 여성인구의 증가를 인식하고 있다. 좀더 부드럽고, 섬세

하고, 여성친화적인 우아한 느낌의 상품이 더 잘 팔린다. 여성이 좋아하는 디자인 (Towards 
Female Preferences in Design – A Pilot Study by Lishan Xue and Ching Chiuan Yen, 

Final selection of mobile phones Female Preferred designs 

(Designer : Daniel Mota Vei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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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following Piccolo Concept 1 is inspired by Motorola phone. �e phone concept is 
sexy and sleek and it is known to be the female oriented device. Its stunning feminine 
shape adds to its style. �e glossy look of Piccolo concept 1 sets it apart from the entire 
collection of models. But it’s yet to be seen how this mobile phone functions in reality.
Table 9: Female Preferred designs (Designer : Daniel Mota Veiga)
 

3. Climate Change and Green Energy Focusing on Efficiency and Low Carbon

Low carbon or climate change aware designs will be the next big thing. Already some 
�exible and foldable solar cells came into fashion designs in order to charge equipment 
or sensors in human bodies or in wearable clothes. Housing, o�ces and all the social 
structures will have more energy e�ciency rules in order for people to build energy ef-
�cient buildings. 

3.1 Climate Change Situation 
Water will be in the twenty-�rst century what oil was in the twentieth century. Global 
fresh water shortages and drought conditions can be seen all around the world. In re-
sponse, the dry state of California is building 13 desalination plants that could provide 
10%-20% of the state's water in the next two decades. Desalination will become more 

3. 기후변화로 대체에너지, 저탄소 에너지효율성 강조

저탄소와 기후변화가 이미 모든 디자인의 컨셉에 포함되고 있다. 이 에너지 효율성이 디자인 
변화에 큰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이미 유연하고 접을 수 있는 솔라셀이 나와 패션디자인에 
들어가고 있다. 장비를 충전하거나 인간의 몸이나 의복에 센서를 달거나 주입하기 위한 디자

인들이 나오고 있다. 주택이나 사무실, 사회의 각종 구조물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법칙이

나 에너지 효율적인 빌딩이 되기 때문이다.

3.1 기후변화 상황 
21세기의 물은 20세기의 석유와 같은 가치를 가진다. 글로벌 식수부족이나 가뭄은 이제 흔한 
이야기이다. 캘리포니아의 가뭄 지역은 이미 13개의 담수화 플랜트를 만들어 10년 후에 그 주
에 필요한 식수의 10-20%를 조달하게 된다. 2020년의 식수는 대부분 담수화 플랜트에서 제
공받게 된다. 2080년까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로 사망하는 인구가 70배로 늘어날 전망이

다. 지구의 해수면은 2080년까지 38cm나 높아질 것이다. 2080년까지 아프리카 홍수로 영향

을 받는 인구가 현재 1백만 명에서 7천만 명으로 늘어난다. 
 
아프리카에서 자연적인 물줄기나 탈출할 수 있는 도로 등이 급격한 도시화로 변경되었기 때
문이다. 2030년까지는 도시화가 60% 정도 진행될 예정이다. 인구 증가는 수요증가로 가고, 
더 많은 개발수요가 일어 현재의 환경이나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전염병 확산

mainstream by 2020.

�e number of Africans imperiled by �oods will grow 70-fold by 2080. If global sea 
levels rise by the predicted 38 cm by 2080, the number of Africans a�ected by �oods 
will grow from 1 million to 70 million.
 
�e natural �ow of water and cutting o� escape routes are altered by the rapid urbani-
zation in Africa. Urbanization will hit 60% by 2030. Gradual increase in the world’s 
population moving into cities will lead to rapid development to meet their needs wors-
ening existing environmental and socioeconomic problems. Epidemics will be more 
common due to crowded dwelling units and poor sanitation. Global warming may ac-
celerate due to higher carbon dioxide output and loss of carbon-absorbing plants. 

�ere is no greater challenge for governments and for all of humanity in the coming 
decades than dealing with the causes and effects of human-created climate change. 
Amidst the overwhelming amount of research and opinion on climate change and 
climate policy, there are several fundamental points that must be understood, internal-
ized, and used as a guide for our individual and collective actions. Jim Dator’s students 
at the Hawaii Research Center for Futures Studies (HRCFS) presented the 10 �ings 
Every Leader Must Know about Climate Change: 

Global Climate Change Source: 

Scripps Institute of Oceanography

0.2

-0.4

-0.2

0.4

0.6

0

-0.6

1860 1880 1900 1920 1940 1960 1980 2000

Te
m

pe
ra

tu
re

 A
no

m
al

y 
(  

C)

Annual Average

Five Year Average

174 175



박영숙

PARK, Youngsook Future Design Trends: 

Creative Convergence 2020

미래 디자인 트렌드:

창조적 컨버전스 2020
• 인간은 기후변화를 바꿀 기술을 가지고 있다.
• 기후변화는 복잡하며, 상호 연관되어 있고 체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기후변화를 의식하는 것 자체가 대안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덜 소비하고 기후변화 현상을 
치유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이다.

3.2 기후변화의 한가지 대안 GENIS
밀레니엄 프로젝트 (Millennium Project, 유엔미래포럼) 제롬 글렌 (Jerome Glenn) 회장이 
글로벌 에너지 집단지성(Global Energy Collective Intelligence)을 디자인했다. 유엔미래포럼

은 글로벌 미래연구 싱크 탱크이다. 현재 기후변화 대안으로 국가, 글로벌, 기업 에너지 전략을 
창의적으로 개선하고 업데이트하는 전략은 아주 복잡하고 시시각각 변하여 지도자들이 기후

변화 관련 정보를 이해하고 적절한 대안이나 정책을 마련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동시에 뒤
죽박죽인 환경 정책이 가져오는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결과는 심각하여 새로운 글로벌 시스

템을 이용하여 기후변화를 파악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며, 최고 효율 에너지를 발굴하고 이를 
시급히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

글로벌 에너지 정보시스템(Global Energy Information System)의 주요 컨셉 디자인은 에너

지 관련 모든 정보를 한군데 모아서 지속적으로 시시각각 업데이트 하고, 조직하여 한가지 집
단지성 포탈을 만들며, 이 정보가 지구촌의 전문가나 비전문가가 손쉽게 들어가서 보고 그곳

it is almost impossible for decision makers to gather and understand the information 
required to make and implement coherent policy. At the same time, the environmental 
and social consequences of incoherent policies are so serious that a new global system 
for the identi�cation, analysis, assessment of possible consequences, and synthesis of 
energy options for decision making is urgently needed.

GEIS (Global Energy Information System)’s central concept design is that the total 
body of energy information would be continuously updated and organized into a sin-
gle, coherent collection of knowledge, with an interface re�ecting the semantics of the 
�eld, viewed as a whole, and oriented toward making the knowledge easily accessible to 
both experts and non-experts in the world. 

3.3 Designs focusing e�ciencies
World energy demand could double in just 20 years. Without major technological 
changes, fossil fuels will provide 81% of primary energy demand by 2030. �e IEA 
projects oil demand to grow nearly 40% from 2006 to 2030 and estimates that in-
vestments of $22 trillion would be required to meet the demand. Some argue that oil 
production is peaking and will end in 40–70 years. Renewable sources are becoming 
competitive due to the dramatic jump in oil, gas, and coal prices. Over 65 countries 
have national renewable energy goals however, currently only 3.4% of world electricity 
is generated by renewable sources.

• Climate change is real, it is here, and we’d better get used to it
• Global Warming leads to Climate Change leads to Global Change
• Climate change is global, but its impacts are local.
• It is too late to prevent climate change, but we can stop making it worse.
• Climate change is a critical issue for national security.
• Climate change can be good.
• Climate must be governed. 
• �e poor are the most vulnerable; yet the poor are the most prepared
• We have the technology
• Climate change is a complex, interconnected, systemic phenomenon 

Being aware of climate change is a solution, as people will consume less and will be 
more involved.

3.2 GENIS, Solutions for Climate Change
Global Energy Collective Intelligence is designed by Dr. Jerome Glenn and Millenni-
um Project, global think tank for futures studies. �e options to create and update na-
tional, global, and corporate energy strategies are so complex and rapidly changing that 

은 복잡한 지역에서 급격히 퍼지고 더러운 위생 때문에 더욱 빨리 번진다. 더 많은 온실가스

로 지구온난화는 심각해지고 탄소를 흡수하는 식물은 줄어든다. 

이 세상에 모든 정부나 인간에게 다가오는 10-20년 사이에 가장 큰 도전은 인간이 만들어낸 
기후변화의 원인과 결과를 해결하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엄청난 양의 연구결과와 의견

들 중에서, 몇 가지 부인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이것들은 우리가 이해해야 하며, 국제적 관심

사가 되어야 하고, 개개인이나 세계시민 모두가 행동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이다. 하와이 대학

교 미래학연구소(the Hawaii Research Center for Futures Studies, HRCFS)가 가장 중요한 
10가지를 제시하며 이는 기후변화에 관해 우리 지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 기후변화는 과장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 다가와있다. 
   그러므로 기후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 지구온난화는 기후변화를 가져오고, 글로벌 변화를 이끌고 있다.
• 기후변화는 글로벌이지만 그 영향은 모든 지역을 포함한다.
• 기후변화를 예방하기는 너무 늦었다. 그러나 더 나빠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 기후변화는 국가안보에 아주 중요한 이슈이다.
• 기후변화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 기후는 반드시 조절이 되어야 한다.. 
• 빈곤층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지만, 또 빈곤층이 기후변화에 가장 준비가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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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종합적이고 분석된 정보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3.3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디자인

세계 에너지 수요가 20년 후에는 두 배가 된다. 주요 기술변화가 없으면 화석연료가 2030
년까지 81%의 기본에너지 수요를 충당 할 수 밖에 없다. IEA는 에너지 수요가 2006년에서 
2030년까지 40% 정도 증가할 것이며, 세계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22조 투자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석유는 40-70년 후는 사라진다고 본다. 대체 에너지가 석유 가스 석탄과 경쟁력을 가
지려고 한다. 65개 국가에서 대체에너지 목표를 세우고 전 세계 전력의 3.4%가 현재 대체 에
너지로 발전되고 있다. 

중국과 인도의 자동차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문제에서 교통 연료에 배기가스를 없애는 것이 
지구촌의 최대 과제이다. 전기 배터리의 가격이나 효율성이 좋아 이제는 전기자동차도 가격

경쟁력을 가진다. 그리고 자동차는 공기압력을 이용하여 달릴 수도 있다. 우주 태양광 인공위

성을 사용하여 지구촌의 전기를 공급하게 될 수도 있다. 현재는 태양광 에너지를 전기 그리드

로 전도하는 기술의 효율성 문제로 대량에너지를 지구로 보낼 수 없다. 하지만 기술개발이 급
속히 진행되고 있어, 태양광 전지(Pv)의 가격하락이 진행되고 있고, 발전소에서 밖으로 나가

는 열을 이용하는 방법, 인간의 몸에서 전기를 내는 방법, 전기를 발행하는 마이크로 칩 개발, 
수소발전, 수소를 발전하는 솔라 에너지, 전기를 생산하는 마이크로 바이얼 연료전지, LED 
전등, 전기를 생산하는 나노튜브 등이 있다. 
그러므로 주택이나 다양한 제품의 디자인이 놀랄 만큼 변하게 된다. 플렉시 솔라셀 (�ex solar 

Given the exponential growth of cars in China and India, decarbonizing transport 
fuels should be a global priority. Prices for electric car batteries and capacitors are low 
enough to make fully electric cars competitive, and cars have successfully run on com-
pressed air. Space solar power satellites could manage base-load electricity on a global 
basis, improving e�ciencies and transmitting energy to electric grids, providing sus-
tainable abundant electricity for the world. Innovations are accelerating, such as con-
centrator photovoltaics that dramatically reduce costs; waste heat from power plants, 
human bodies, and microchips to produce electricity; genomics to create hydrogen-
producing photosynthesis; solar energy to produce hydrogen; microbial fuel cells to 
generate electricity;  and compact florescent light bulbs and light-emitting diodes to 
signi�cantly conserve energy, as would nanotubes that conduct electricity.

Designs will be drastically change for housing and other goods if �ex solar cell market 
opens up. Flexible solar cells could go in to tents, hybrid solar powered cars, notebook 
computers & consumer electronics, mobile phones, clothing, and housing solar panels. 
�is will change the rectangular buildings into round and smooth buildings, outdoor 
recreation facilities, military out�ts and equipments, beech umbrellas, indoor curtains, 
solar heaters, and almost every goods which require energy. 

Flex Solar Cell applications

Professor J Owen Lewis UCD 

Energy Research Group, 

EURIMA Congress, 

Budapest June 2007

O.Ustun, M.Yilmaz, C.Gokce, 

U.Karakaya, R.N.Tuncay, 

Istanbul Technical University

& Mekatro R&D Co.

4.  Rising Asia Focusing on Oriental 
Asian Fusion Hybrid Look

�e 21st century can be characterized as 
the Asian century. Asia’s economic and 
political clout is clearly rising Eastward 
forces of economic power and also popu-
lation growth, will be noticeable. The 
world economy will focus on the East to 
sell their products and cultures. People 
in the East will be the largest consumers, 
and most businesses will focus on the East 
rather than the disappearing West. �ere-
fore more Asian oriental look or multi-
culture views will come in every product 
and service.
�e world economic landscape is rapidly 
changing. There is no doubt that China 
will become the world’s largest economy 
in the near future. By 2025, America and 
Europe may both be spending much more 
time worrying about the rise of Asia t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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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 시장이 열리면, 의복이나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의 디자인이 솔라셀 디자인으로 변
형된다. 플렉시 솔라셀로 텐트, 하이브리드 솔라 자동차, 노트북, 컴퓨터, 전자제품, 핸드폰, 
의복, 주택에 솔라 패널을 달게 되며 모든 곳에 태양광전지 즉 솔라셀이 들어간다. 마음대로 
변형 할 수 있는 솔라셀이 나오면 현재 네모난 솔라셀이 둥글게도 변하기 때문에 네모난 빌딩

들이 둥글어지고 부드러운 빌딩, 실외 레크리에이션 시설의 디자인, 바닷가 비치 우산에도 시
원한 바람이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으며, 솔라 히터로 더운 바람도 가지고 오고, 심지어 군인

들의 군복과 국방장비도 바뀌며, 전력을 필요로 하는 모든 제품의 디자인은 네모나지 않고 부
드러운 모습으로 바뀐다.

4. 아시아에 초점 맞춘 오리엔탈 퓨전 룩 부상 

21세기는 아시아의 세기라고 흔히들 말한다. 아시아의 경제 정치력이 확실하게 부상하며, 서
구화가 아닌 동구화의 물결이 인다. 경제도 부상하지만 기본은 인구증가 때문이다. 세계경제

는 동구 즉 이시아로 이동해오는데, 아시아의 인구에게 제품, 서비스, 문화를 팔려는 사람들

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아시아인들이 최대의 시장을 이루며, 대부분의 기업들이 쇠진하는 서
구가 아닌 인구와 부흥의 아시아로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더 많은 아시아 룩, 동
양 패션, 다문화의 시각이 모든 제품이나 서비스에 적용된다.

about each other. �ere seems to be satisfactory evidence for a great and rapid shift of 
wealth and power to China and India. Currently, the economic power of China and 
India is growing at three to �ve times the GDP rate of Western states. �e American 
administration considers China as a potential 'strategic competitor' and has exerted 
enormous pressure on it since the early 1990s. 

Power comes from population. China’s population in 2020 will be 1.9 billion, while 
India will have 1.7 billion. More population will consume more goods, and purchase 
more goods so that Asian looks will be popular. 

5.  ITC Connected and Networked World Focusing on Uni-look, Multi-culture 
Design Convergence

5.1 Networked Society
More decisions will be made by nonhuman entities as humans are unable to keep up 
with changing technologies to avoid disasters due to human error. Electronically ena-
bled teams in networks, robots with arti�cial intelligence, and other noncarbon life-
forms will make �nancial, health, educational, and even political decisions for us.
Everything you say and do will be recorded by 2030. By the late 2010s, ubiquitous, 
unseen nano devices will provide seamless communication and surveillance among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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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everywhere. Humans will have nano im-
plants, facilitating interaction in an omnipresent 
network. Everyone will have unique Internet Pro-
tocol (IP) address. Since nano storage capacity is 
almost limitless, all conversation and activity will 
be recorded and recoverable.
The car’s days as king of the road may soon be 
over as a result of more powerful wireless com-
munication that reduces demand for travel, �ying 
delivery drones to replace trucks, and policies 
to restrict the number of vehicles owned in each 
household. If current trends were to continue, the 
world would have to make way for a total of 3 
billion vehicles on the road by 2025.
World law may not be in the foreseeable future, 
but the world’s legal systems will be networked. 
�e Global Legal Information Network (GLIN), 
a database of local and national laws for more 
than 50 participating countries, will grow to in-
clude more than 100 counties by 2010. �e data-
base will lay the groundwork for a more univer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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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전망은 급속히 변하고 있다. 중국이 곧 세계 최대 경제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된다. 
2025년쯤이면 미국이나 유럽은 양자간의 경쟁보다는 아시아의 부상을 걱정하는데 많은 시
간을 소비하게 된다. 부와 권력이 중국이나 인도로 급속히 넘어가는 다양한 증거가 있다. 지
금 현재도 중국이나 인도의 GDP가 서부 국가보다 3-5배로 늘고 있다. 미국정부는 1990년대 
초반부터 중국이 미래의 전략적 경쟁자라고 보며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
 
국력은 사실상 인구에서 온다. 2020년이 되면 중국의 인구는 19억 명이 되고, 인도는 17억 명
이 된다. 인구가 국력인 시대에, 더 많은 인구는 더 많은 제품을 소비하게 된다. 그래서 아시아 
룩의 인기는 점차 더 높아진다.

도표를 보면 인도와 중국은 16-18세기까지 가장 큰 경제국가였다. 17세기에 절정을 이룬 대
영제국이 하락하기 시작하고, 미국이 1900년도 중반에 파워 국가로 올라섰다. 그러나 2000
년 이후에는 미국의 힘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아시아의 재 부상이 시작된다. 일본 경제는 
2000년까지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다 하강하고, 러시아는 2000년도까지 하락하다 다시 부상

한다.

위 도표를 보면, 1800년대는 인도가 최대 인구국으로 세계 전체인구의 40%를 차지하였고, 
중국의 인구가 25%로 2위, 일본이 6% 정도로 3위이다가 1850년대쯤에는 인도의 인구가 급
하강하고 영국이 부상하다, 1930년대에는 미국이 최대 도시인구를 가지며, 2000년대 이후 

현재 중국, 인도, 미국, 러시아, 일본, 영국의 순으로 도시인구를 가지고 있다.

5. 유니섹스, 다문화 디자인 컨버전스에 집중되는 네트워크 세계

5.1 네트워크된 사회

인간보다 인간이 아닌 기계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이 더 많은 의사결정을 하는 시대가 온
다. 인간은 변하는 기술을 따라 잡을 수가 없고 특히 인간의 실수로 재앙이 일어날 수 있어, 
기계가 컨트롤 한다. 네트워크 로봇 등 인공지능이 나오고 인간대신 무탄소 생명체가 금융, 
건상, 교육, 정치적 의사결정을 해준다. 2030년이 되면 인간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기
록된다. 2010년 후반에 이미 모든 것이 유비쿼터스로 연결되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나노 
(nano) 기기로 끝없는 의사소통, 감시, 감독하고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추적이 된다. 
인간은 나노 임플랜트를 하여 상호작용을 통해 네트워크를 용이하게 해준다. 인간은 각각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가진다. 나노 저장용량이 무한대로 되면서 모든 대화나 행동이 
녹화되고 녹음될 수 있다. 

도로에서 왕의 자리를 차지하던 자동차 시대는 결국 끝이 나는데, 이는 강력한 무선 통신의 
결과로 한 집에서 소유하는 자동차 수가 정책적으로 줄게 되어, 자동차 수요가 준다. 현재의 
자동차 시대가 지속된다면 세상은 2025년까지 도로에 약 30억대의 자동차를 수용해야 하는

understanding of the diversity of laws between nations and will create new opportuni-
ties for peace and international partnership. 
“�ere are a lot of exciting things going on right now,” Google research director Peter 
Norvig told THE FUTURIST. He is enthusiastic about Google’s burgeoning online 
translation tools, which allow users to parse text between any pair of 34 di�erent lan-
guages in more than 1,000 combinations. But what excites him most is how Google is 
reinventing the search experience entirely. �e company that made a fortune linking 
key words together is now looking beyond type, beyond the keyboard, for new ways to 
collect, organize, and present information. “With our voice search you can now speak 
your queries, and I think we’ll see more uses of voice input and output in the near 
future,” says Norvig. “What if the information you want is not in words at all, but in 
images or video? We’re working on that, too..
�e digital gap continues to close around the world. �e Internet is evolving from a 
passive information repository (Web 1.0), to a user-generated and participatory system 
(Web 2.0), and eventually to a more intelligent partner with collective intelligence and 
just-in-time knowledge (Web 3.0), eventually connecting humanity with much of the 
built environment. �e Internet and mobile phones are merging, increasing access to 
the world’s knowledge. �ere are 3.3 billion mobile phones active around the world as 
of 2008. However, the deluge of video applications on the Internet has grown to 60% 
of all tra�c and is growing so rapidly that the Internet will slow and may force many 
to eventually skip it entirely and use direct computer-to-computer video �le transfers, 

or it may force a complete redesign of the Internet’s infrastructure to accommodate 
this new tra�c pro�le. �ere are now more Internet users in China than in the United 
States. About 1.4 billion people (21% of the world) are connected to the Net and 3.3 
billion mobile phones are active. Meanwhile, e-mail, phone, instant messaging, and 
collaborative software link groups of people for the �rst time in humanitarian, scien-
ti�c, and business projects. Wikipedia is becoming a global collective intelligence. On-
line social networks are new forms of transnational democracy for emergent collective 
conscience and action. �e greatest entrepreneurial success in history was the sale of 
YouTube for $1.65 billion just 21 months after it was founded.

5.2 Networked Designs
All the designs will have sensors and network imbedded in clothes and machines. It is 
connected and networked in order to communicate with the world or a single person 
on earth. Designs will be a lot more focusing on �exibility and business ori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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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것은 불가능하다. 
세상은 더 이상 예측 가능하지 않게 되지만 세계 법 제도는 네트워크된다. 글로벌 법 정보 네
트워크(�e Global Legal Information Network: GLIN)는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로 50여개 
국가가 이미 국가법, 지방정부법 등을 통합하였고, 2010년에는 100여개 국가가 곧 여기에 동
참한다. 이 법 정보 네트워크는 국가들의 다양한 법을 서로 이해하고 유니버설 법을 만들게 
되어, 평화와 국가간의 파트너 쉽을 손쉽게 해준다. 
“세상에는 너무나 흥미진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라고 구글 (google) 연구소 소장 
피터 노르빅(Peter Norvig)이 퓨처리스트 (THE FUTURIST) 지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는 
구글의 온라인 번역기에 흥분하면서, 앞으로 사용자들이 34개의 언어와 100여개의 콤비네이

션으로 상호 번역을 언제든지 순식간에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장담한다. 그러나 그를 가장 
흥분시키는 발전은 구글이 현재의 검색엔진 시스템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것이다. 구글은 
단어와 단어를 연결시켜주는 검색엔진의 개발로 엄청난 부를 얻었다. 그러나 이제 구글은 더 
이상 사람이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 하지 않고, 키보드가 없이도 정보를 가져오고 조직하고 
보여주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였다고 말한다. 음성검색으로 이제는 검색어를 입력하지 않
고 컴퓨터에 말을 하면 답을 얻는데, 앞으로는 글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녹음을 하여 자신의 
글을 올리는 시대가 온다고 말한다. 또 피터 노르빅(Peter Norvig)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
보가 단어로 연결되어 있지 않을 경우 즉 영상물이나 사진으로만 올려져 있다고 하여도 그것

을 검색하여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한다.
디지털 갭(gap)은 세계 각처에서 좁혀지고 있다. 수동적인 정보를 보관하는 인터넷이 Web 

1.0이라고 한다면, 사용자가 스스로 정보를 올리고 생성하면서 참여하는 인터넷을 Web 2.0
이라고 한다. 그리고 점차 집단지성과 적시정보를 얻게 되는 것이 Web 3.0이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이미 내장된 기기나 환경으로 모든 것을 연결시켜준다. 인터넷이나 핸드폰이 통
합되고, 세계 정보가 통합되면서 누구나 접속하여 볼 수 있게 된다. 2008년에 이미 세계적으

로 33억개의 핸드폰이 사용되었으며, 동영상 입력이 인터넷 접속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이
러한 인터넷 동영상 접속의 급속한 증가는 인터넷 속도를 느리게 만들며, 몇 년 후에는 이 속
도가 너무 느려 아무도 동영상을 보려 하지 않고 컴퓨터와 컴퓨터 간 비디오 전송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인터넷 속도를 제어하는 인프라가 나와서 인터넷

을 재 디자인 할 수 밖에 없다. 현재 미국보다 중국인들이 인터넷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 세
계 인터넷 인구의 21% 즉 14억 명이 인터넷에 연결하고, 33억 명이 핸드폰을 사용한다. 동시

에 이메일, 전화, 메신저 같은 상호협력적인 소프트웨어로 인간사회, 과학연구, 기업 프로젝트 
등에 사람들을 모두 연결시켜준다. 위키피디아(wikipedia)는 글로벌 집단지성이 되었다. 온라

인 사회 네트워크는 새로운 형태의 국적을 뛰어넘는 민주주의를 만들어 집단 양심 행동을 하
게 만든다. 역사적으로 가장 성공한 기업은 유투브(YouTube)로 창립한지 21개월 만에 16억 
5천 달러(1조 8천억)에 구글에 팔았다. .

Networked Designshttp://www.appleline.com.eg/RadControls/Files/AppleTV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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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겨간다. 이러한 디자인은 기술 트렌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처음 나오면 그 사용이 불편하

겠지만, 다음 단계에 나오는 제품은 곧 인간친화적인 모델로 새로 보완되어 나온다. 

미래 첨단기술 부상이나 창조적 컨버전스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고 어느 한 곳에서만 유행

하는 것이 아닌 지구촌 어느 곳이나 순식간에 퍼지게 되거나, 때로는 판타지가 과학으로 실현

되어 실제 첨단기기로 진화하기도 하며, 새로운 제품의 발명을 기다리기도 한다.  아직 현실로 
실현되지는 않지만 미래 디자인도 갑자기 완전히 바뀌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바뀌고 있
다. 미래는 이미 현재에 공유하고 있다. 단지 골고루 퍼져있지 않았을 뿐이다. 미래 기기가 나
왔지만 아직 상용, 보편화되지는 않았을 뿐이다. 

5.2 네트워크된 디자인

모든 디자인은 네트워크를 위해 만들어진다. 센서나 네트워크 기기가 옷이나 기계에 들어간

다. 모든 것이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연결되고 네트워크 된다. 디자인은 점점 더 유연하고 비
즈니스화 된다. 미(美)가 주가 아니라 편리함이나 네트워크 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6. 결론

디자인은 빛의 속도로 변한다. 미래사회 메가트렌드 중 하나가 디자인 변화이다. 유니버설 디
자인이 도입되면서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일상언어가 되었다. 고령인구의 증가

로 더 많은 노인인구가 장애인으로 살게 되어 부드럽고, 견고하고, 섬세하고, 미끈하고, 각진 
사각형이 아닌 둥근 디자인으로 변한다. 또 다루기에 단순하고 견고하며, 제품소개서 또는 제
품 위에 쓴 글은 더 커지고, 더 밝은 색상으로, 더 편리하고, 더 센스가 있고 에너지절약적인 
디자인으로 바뀐다. 아시아 인구가 증가하면서 권력은 아시아로 건너가고 아시아 룩이 더 인
기가 있고, 동양적인 분위기의 디자인, 다문화 퓨젼 룩, 동양을 위한 믹스된 디자인이 부상한

다. 네트워크 된 사회는 디자인에도 네트워크 컨셉이 적용되고, 모든 것을 링크하는 네트워크

에 모든 초점을 맞추게 된다. 

동시에 첨단기술은 새로운 디자인 컨버전스를 가져와 더 복잡하게 네트워크 된 시스템으로 

6. Conculsion

Design changes with speed of light. Megatrends in the future are the major focus on 
design change. Universal designs will come in as household names. More elderly will 
become disabled, and soft, delicate, �exible, smooth, pointless, round instead of rectan-
gular, simpler and stronger for handling, bigger letter for instructions, brighter colors, 
more energy e�cient designs, more sensitive and convenient designs will be popular. 
Eastward power will have more demands for Asian looks, oriental substitutes, fusion 
and blended designs for Orient. Networked society will have networked concepts in 
design, and actually netting or helping unlinked linked.

In the meantime, new technology will bring new design convergence and more com-
plex network systems. �ese initial designs will follow the technology trends, but the 
second generation models will become more people friendly. 

Future technology emergence and creative convergence, shows that the new epoch is 
far from a single location, or global to be attained, or some fantasm waiting to be solid-
i�ed by sciences yet to be invented , and design yet to be invented. Future is not here 
yet, and future designs are not yet all here. However, they are at the same time here, 
just are not spread eve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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