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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창의력의 가능성이 문화, 예술의 전반에 걸쳐 과학 기술 사회 전반에
이르기 까지 그 중요성이 증대 되고 있다. 21 세기 이르러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편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지만, 반면 기술

발달의

결과로 인하여 사람들은 기술이 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하여 그 중요성을
파악하게 되었다. 또한 급변한 사회의 체계와 구성의 변화로 인하여 개인의
역할의 중요성과 동시에 협업의 과정에서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개인을 그룹화하는 현상과 온라인 오프라인의 경계가
무너지고, 사회전반에 협업으로 인한 가치창출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에 따라,
창의성만큼 이나 협업도 불가분의 관계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문화 예술 전반에 걸쳐 창의성을 중요시 해왔던 것은 역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전문 연구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 곳곳에 창의성을 요구하는 현상이 나타나기에
이르렀고, 예술 분야에서도 이러한 사회 흐름에 맞게 다른 형태로 창의성에
접근하기에 이르렀다. 그것이 바로, 협업이다. 문화예술 분야의 디자인
영역에서 협업의 역사적 발전은 현대에 이르러 정점을 이르게 되었다. 과거의
디자이너는 주어진 문제에 대해 형태적 조형적 해결을 통한 제안을 주 과제로
보았다면, 형태성 보다는 창의성과 가치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이에 따른
연구가 점차 심화되고 다양해지면서 창의성이 가진 협력, 융합, 상호작용의
측면이 주목 받게 되었다. 창의성을 통한 협력을 요하는 시대에 살면서 문화와
예술이 과학을 포괄하고 있는 큰 집합체로서 작용 하고 있으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미 창의라는 단어는
생소하지 않게 다가오고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발현되고 있으며 또

미래에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창의적인 사람들이 모여 이루는 앱기반 오픈플랫폼 공공디자인을
위하여 창의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창의적인
디자인을 창출하고 다시 또 공유할 수 있는 순환적인 협력을 돕고자 앱기반
오픈 플랫폼을 제안하는 것이다.

산업시대에서 정보화시대로 넘어옴에 따라, 디자인이 다루는 대상과
범위가 크게 확장되었다. 유형의 제품 디자인에서부터 무형의 서비스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디자이너가 모든 제품을 디자인 하는
시대를 뛰어 넘어, 다양한 사람들이 디자인을 완성하는데 협력을 하고 있다.
특히 공공공간에서는 이용자의 편의와 사회적 교류를 이루어 나가는 장이기
때문에 창의적인 디자인과 협력이 요구되는 공간이다. 또한 그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디자인 리터러시의 확신이 필요하다. 하여 부재했던
한국의 디자인 아이덴티티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바로 기대해 본다. 온라인
상의 오픈소싱과 같은 방식의 창의적 협력관계를 어떻게 구조화 하며, 적용
시켜 유의미한 성과를 내는 것이 본 연구의 과제가 될 것이다.
이에 창의적 디자인을 결정짓는 과정에서 간과할 수 없는 협력의 중요성을
짚어보고, 창의성과 디자인 중심의 협업의 관계를 문헌과 사례연구를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디자인 리터러시와 창조성의 관계를 연구 한 뒤 온라인
오픈 플랫폼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례와 이를 공공디자인과 연결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본다. 마지막으로 실질적 역할을 감당 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앱기반 오픈 플랫폼 프로토타입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논의의 과정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다.
첫째, 창의성과 디자인의 연계성에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오픈플렛폼에서의
코크리에이티브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분석 연구한 뒤, 디자인

리터러시와 창조성을 통해 연구 목적의 의의를 밝힌다. 마지막으로 앱기반
공공디자인 오픈 플랫폼을 설계하는 것으로 결론을 도출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창조경제의 흐름을 토대로 급속로고 심화되고
있는 융합화 현상을 디자인측면에서 재조명해보면서 창의적 공공디자인을
온라인 상에서 네트워킹을 통해 창출하고자 할 때 협력관계를 지혜롭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로 인해 효율적으로 창의적인 공공디자인 산출물을
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것은 실제 앱에서 협력을
위한 창의적 공공디자인 산출 과정에서 이행할 부분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본다. 나아가 디자인 리터러시를 통해 디자인을
수용할 수 있는 범위와 능력을 키우고 창의적인 결과물을 창출 할 수 있는
능력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디자인리터러시가 확대되어 국민의 디자인 수준을
끌어 올리는 데에 비전을 두고 있다.

주제어: 협업디자인, 창의디자인, 디자인리터러시, 공공디자인 오픈 플랫폼,
오픈코크리에이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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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제 1 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디자이너, 기획자, 혹은 일반 사용자 증 누구나 디자이너가 되어,
인터넷기반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디자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디자인 아이디어를 협업을 통해 공유하는 과정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상을
가능하게 하고 발상을 유도 하고 존중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나 개인화 되어 가는 사회변화에 따라 소외감은 더욱이
증폭되고 이를 온라인 상에서 소통을 통해 교류를 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 동안 사용자는 디자인 프로세스 중 후반부에 테스터로 수동적으로 참여 하는
것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능동적으로 디자인에 참여하고, 발상단계부터 거의
모든 단계에 이르기까지 함께 협력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디자인의 범주가 인간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유형의 형태를 만들고 무형의 서비스까지 확대되면서, 디자인이 개별 제품의
디자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용자의 아이디어와 경영, 과학기술,
예술이 종합된 다학제적(Multi and interdisciplinary)학문으로 변화하고 있다.
더욱이 소설네트워킹 및 오픈소싱(open-sourcing)을 차용하여 더 많고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게 되었고 이를 사용자의 참여까지 이끌어서 다양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에 창의적 발상을 하게하는 디자인의 구체적 역할과 방법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였다. 발전해온 온라인 협력 시스템을 활용함으로
창의적이고 신속하고 경제적인 디자인 업무처리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신속한 의사소통과 디자인 프로세스 관련 주요 자료를 저장, 축적, 활용 등이
용이할 수 있게 체계적인 디자인 업무 추진 및 관리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

2

연구의 결과로 바라보고 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고, 여러 분야
전문가들과 비전문가 할 것 없이 협업에 참여함으로 나오는 시너지 효과와 지식,
기술, 산업의 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특히나 디자인에
전반적인 리터러시가 부재함으로 생긴 디자인 정체성에 대한 확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디자인 영향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우리나라 디자인 시장의
현실을 극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협업적 환경을 통한 창조성 및 혁신
성 향상은 코크리에이티비티(Co-creativity)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협업적
환경으로 존재하고 있는 온라인 협력 시스템에서 코크리에이티브의 역할과 현
공공디자인과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 목적

급속도로 발전된 기술분야의 변화에 발맞추어 디자인의 새로운 분야로의
갈망이 있는 가운데 디자인 서비스와 제품은 사용자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고,
디자인의 공유, 협업, 융합이 확산되고 있다. 경험을 중시하는 ‘shadow
tracking’, ‘persona 기법’ 등을 통해 사용자의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는
창의적인 디자인을 유도하고 있는 흐름에 따라 온라인상의 환경으로 협력적
창의 디자인을 실천하고 있는 ‘크라우드 소싱’ 과 ‘오픈 소싱’의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 사용자가 직접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하며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판매하기까지의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창의적인

어떤

것을

생산하는

것을

협력적

창의(코크리에이티브)라고 명명할 때, 이를 통해 공공공간에서의 사용자가
직접 관여하는 플랫폼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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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 연구를 통해 창의적 협력디자인 사고와 그에
따른 디자인 리터러시에 대한 이해를 통해 현, 온라인 오픈 플랫폼 환경 실태와
공공디자인 온라인 오픈 플랫폼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온라인
오픈플랫폼환경에서의 디자인 문제제기를 통해 그에 따른 해결 방안으로 각
문제적 요소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한다. 결과적으로 앱기반 공공디자인 오픈
플랫폼 제안에 대한 의의를 제시한 후 이에 따른 공공디자인에서의 앱기반 오픈
플랫폼 프로토타입을 디자인한다. 즉, 창의성과 협력적 요소와 디자인과의
연계성을 연구하고 디자인 리터러시를 위한 창의적 발상을 기술발달의 환경과
디자인 측면에서의 공공디자인 앱을 제안해 본다. 문헌과 이해를 정의해보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용적인 창의적 공공디자인 앱을 도출하고
이것을 임의로 실행해 봄으로써 검증하는 단계를 밟을 것이다. 기술과 사용자에
적합한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 방법과 디자인시각화 등을 구체화하고 시스템을
구조화 하여 공공공간을 이용하는 이용자와 나아가 디자인 전문기업, 디자인
진흥기관 및 디자인 대학교 디자인 관련 협회 및 학회와 같은 디자인 관련
분야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디자인 리터러시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 디자인 아이덴티티 구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논의는 다음과 같은 7 장으로 나눌 수 있다.
제 1 장은 서론 부분으로 연구의 배경 및 논의의 필요성과 연구 목적, 범위 및
방법에 대해서 다루었다. 제 2 장은 창의적 협력디자인 사고에 대한 이해를 통해
창의성과 디자인의 개념을 정리하고 창의성과 디자인 사고 연계성을 연구한다.
또한

창의적

디자인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코크리에이티브의 개념을 도입한다. 이 논문의 궁극적 목적인 디자인
리터러시에 대한 정의와 창조성과의 관계 그리고 공공디자인과의 연계성을
짚어 본다. 제 3 장에서는 온라인 오픈 플랫폼에서의 공공디자인 개발 연구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이 장에서 공공공간의 이해와 온라인 오픈플랫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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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한다. 제 4 장에서는 사례를 분석 연구한 후 문제제기와 문제 해결방안을
제안한다. 제 5 장에서 앱기반 공공디자인 오픈플렛폼을 제안한다. 제 6 장에서
공공디자인 앱기반 오픈 플랫폼의 프로토타입 디자인을 제안하고 사용 성
테스트와 평가 및 결과 분석의 과정을 거친다. 제 7 장은 결론 부분으로 본 연구
논문의 결론과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서 다루었다.
본 연구의 결론인 ‘협업창의 디자인 리터러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아이디어
공유 앱기반 오픈 플랫폼’의 모델을 창출 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이를 증명하는
실증적 사례 연구로서의 질적 연구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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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에 의한 고찰논문형식으로

작성되었음을 언급하는 바이다.

[그림 1] 연구의 목적 정리
1

질적 연구란 연구자의 직접적인 경험과 직관적 통찰을 통하여 인간의 동기와 의도, 상호 관계를

이해하려는 문화 연구 방법이다. 이러한 질적 연구는 인간의 주체적인 선택을 중시하고, 사회 ·
문화 현상의 내면적인 측면을 부각시킨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보편적인 원리를 찾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질적 연구 [質的硏究] (Basi 고교생을
위한사회용어사전, 2006.10.30,(주)신원문화사)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질적연구
방법&sm=top_hty&fbm=1&i=ut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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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창의성과 협력이 디자인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가운데, 디자인 리터러시를 확산하고자 하는 바를 바탕으로 시작한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 범위는 이를 입증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를 시작으로 창조성과 협력이 수반되는 디자인 패러다임에 대한
이해의 과정으로 시작 할 것이다. 협업과 융합이 이루어지는 현 시점에 디자인
리터러시의 개념과 의의에 대해 논한 후, 이를 바탕으로 공공디자인의 이해와
창의성과 협업디자인을 공공디자인과의 관계성을 살펴보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온라인 오픈 플랫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한

문제제기와

해결방안으로

기술,

사용자,

디자이너

그리고

공공디자인의 특성을 고려한 앱기반 오픈 플랫폼을 제안한다.
이상의 큰 맥락을 바탕으로 세부 연구 범위로서는 먼저 창의적 협력디자인
사고에 대한 이해를 통해 창의성과 디자인 사고 연계성을 연구한다. 또한
창의적 디자인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코크리에이티브의 개념을 사례를 통해
논해 본다. 또한 디자인 리터러시가 어떻게 혁신과 창조성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와 기술적인 변천 과정을 통해 창조성으로 발현될 수 있는지의 이론적
근거를 확보 할 것이다. 이는 협력과 소통을 통한 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우리나라의 디자인 아이덴티티 성립에 기여할 수 있음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가설 설정과 이를 논증하기 위해 필요한 문헌 연구와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고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과 정리를 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이의 검증
결과는 웹을 넘어서 스마트 기기를 통한 활성화된 앱기반의 환경적 분위기에
단초를 제공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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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 연구 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이론연구와 사례연구를 진행하여,
각각의 연구 결과를 통해 이론적인 도출과 사례 분석을 통해 디자인
리터러시를 위한 앱기반 협업창의 공공디자인을 할 수 있는 적용 방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게 된다.

[그림 2] 논문의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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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용어 정리

오픈콜라보레이션(Open-collaboration)
오픈콜라보레이션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움직임에 따라 기인한 새로운
협력의 방법이다.

2

오픈콜라보레이션은 ‘인터넷의 공간을 활용하여 다수의

경험을 정보화하여 다양한 형식으로 활용하는 방식’ 3으로 ‘개방성’과 ‘참여’을
특징으로 한다. 기술발달로 인해, 크라우드소싱, 오픈이노베이션, 집단지성과
같은 현대의 새로운 개념을 포괄하는 것이다.

협업(Collaboration)
협업은 단순히 물리적인 숫자개념의 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규정된
카테고리 안에서 같은 목표를 가진 구성원들이 각자 목표에 부합하는 다른
업무를 분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크라우드소싱(Crowd Sourcing)
크라우드 소싱은 대규모의 집단적 참여자들의 노력과 자원을 조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4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온라인 크라우드소싱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개인, 기관, 비영리 단체 혹은 기업이 어떤 그룹의 지식, 이질성,
혹은 집단의 크기가 다양한 개인들에게 유연한 개방형 제안을 통해 자발적으로
과제에 참여하도록 하는 참여적 온라인 활동의 한 형태를 제공한다. 이 때

2

Daniel A. Vallero; Chris Brasier (25 April 2008). Sustainable Design: The Science of

Sustainability and Green Engineering. John Wiley & Sons. pp. 27–. ISBN 978-0-47013062-9. Retrieved 27 March 2013.
3

이준기, 오픈 콜라보레이션 (문을 활짝 열고 누구나와 협력하라), 2012, pp.21-22

4

Howe,J.,(2008) Crowdsourcing: How the power of the crowd is driving the future of

business. Century.

8

과제가 발생되는 것은 매우 복잡성이 높고, 이동성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고,
참여 대중이 일, 돈, 지식, 혹은 경험 등을 전달하며 참여하고, 그 활동은 상호적
혜택을 수반하게 된다, 이때 사용자들은 어떤 종류의 만족을 얻게 되는데, 그
만족은 경제적이거나, 사회적 안정, 자부심, 개인의 기술적 성장 등이 될 수
있다. 5

오픈소싱(Open Sourcing)
자신의 데이터베이스 및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외부 개발자 및 신 사업의
아이디어를 개발하도록 한다.

코크리에이티비티 (Co-creativity)
다른 사람들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하면서 새롭고 창의적인 개념을 생성하는
것이다. 협력적 관계를 통해 인간의 사고를 확장시키고 개인의 창의적 역량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집단이 될 수 있다. 혁신은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협력하여
통찰력을 끌어 낼 때 가능하다.

6

디자인리터러시(Design- Literacy)
디자인 리터러시를 정의하기 전에 리터러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리터러시는 문자화된 기록물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19 세기까지만 해도 일반 대중이 아닌 특권 계층에서만
리터러시 능력을 취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리터러시가 단지 언어를 읽고, 쓰는
피상적인

의미만을

내포하는

개념은

아니다.

리터러시는

일차적으로

시대적으로 혹은 그 사회 혹은 문화권에서 통용되는 커뮤니케이션 코드인
5

Estelles Arolas, E. & Gonzalez Ladron-de-Guevara, F. (2012) towards an integrated crowdsourcing

definition.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in press)
6

Keith Sawyer,Group genius,Booksum, 2007,p.28

9

‘언어’에 의해서 규정 된다. 리터러시는 복잡한 사회적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복잡한 개념이다. 이제 리터러시는 단지 언어를 읽고
쓰는 능력에서 더 나아가 변화하는 사회에서의 적응 및 대처하는 능력으로 그
개념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7 이에 디자인리터러시는 디자인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며,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에 접근하여 디자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의사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다.

앱(App)
스마트폰이 일반 휴대폰과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바로, 용도에 따라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응용프로그램, 이하 줄여서 ‘앱’)을 추가 설치해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각종 프로그램과 동일한
개념이다. 8 스마트 폰을 넘어서 다른 기기로 확대되면서 어플리케이션은 더욱
확산되어 이용되고 있다.

공공디자인 (Public Design)
공공장소의 여러 장비 ·장치를 보다 합리적으로 꾸미는 일. 9 인간이 무리를
형성하게 되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시설이 갖추어 지게 되었고 문명의 발달과 함께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공공장소에서 쓰이는 여러 공공물들을 보다 합리적으로 계획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의 개념이 생겼다. 공공디자인에는 먼저 건축물과 도로 ·운하,

7

[네이버 지식백과] 리터러시 [literacy] (Basic 고교생을 위한 국어 용어사전, 2006.11.5,

(주)신원문화사),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39246&cid=47319&categoryId=47319>
8

[네이버 지식백과] 앱 [application] (용어로 보는 IT, 2010.12.13)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122&contents_id=4209>
9

[네이버 지식백과] 공공디자인 [public design, 公共─]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63062&cid=40942&categoryId=33048>

10

주거환경에 필요한 공원이나 산책로 등의 ‘환경적 시설’이 있다. 이 환경 시설에
대응하여 도로상의 여러 시설이 있다. 이러한 개개의 디자인은 물리적
기능으로서뿐만 아니라 시각적 환경의 한 요소로서 계획되어야 한다. 그런데
적절한 디자인과 배치는 생활의 장(場)에 질서를 주고 부적절한 배치는 당연히
혼란을 일으키게 된다. 도로시설물에는 광고 ·게시판 ·교통표지 ·신문광고 ·벤치
·버스나 택시 ·정류장 ·지하철 입구 ·공중화장실 ·공중전화 ·가로등 ·쓰레기통
·재떨이 ·자동판매기 ·우체통 ·화분 ·가로수 등 ‘사람을 위한 시설물’이 있으며,
자동차가 등장한 후로는 ‘자동차를 위한 시설물’로 신호등 ·교통표지 ·파킹
미터·가드레일·교통관제탐 등과 그 밖에 가선·배기탑·소화전 등이 나타났다. 10

10

[네이버 지식백과] 공공디자인 [public design, 公共─] (두산백과),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63062&cid=40942&categoryId=3304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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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창의적 협력디자인 사고에 대한 이해

2-1. 창의성과 디자인

본론에 들어가면서, 창의적 협력을 통한 디자인 이해의 과정을 통해
연구주제의 기본 요소의 특성과 필요성을 짚어보고 결과로 도출되는 과정의
근거와 타당성을 보충하고자 한다.
Kosslyn(1980)

특정대상을 연구하기 위해 그 속성에 대해 뚜렷한 정의를
내리고 시작할 필요는 없다…… 잘 알지 못하는 대상을 정의
내리는 것은 어렵다.

John Watson(1928)

어떻게 새로운 것이 등장해 가치를 인정받는가? 빼어난
시나

수필처럼

새로운

언어적

창조물들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그에 대한 대답은 단어들을 요리조리 바꾸며
솜씨 있게 다루다 보면 새로운 원형이 떠오른다는 것이다.

Koestler(1964)

이전에 주목하지 않았던 면에 관심을 두고 새로운 맥락에서
유의미한 부분을 찾아내는 과정

Wertheimer(1945)

창조적 행위는 새로움, 참신함, 지속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문제 해결 과정이다.

Jackson & Messick (1965)

창의적인 결과물은 보는 이로 하여금 경탄, 만족감, 자극 등
뚜렷한 반응을 자아낸다.

Stein(1974)

기발함과 적절함이 중요하다

[표 1] 창의성의 정의

13

창의성의 정의와 개념은 학문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창의성의 어원을
먼저

살펴보면,

‘만들다(make)’는

의미의

라틴어

‘creare’와

‘수행하다(fulfill)’는 의미의 그리스어 ‘krainein’에서 유래되었다. 공통적으로
창의성은 새롭고 (독창적, novelty) 유용한(효과적, usefulness)것을 생성해 내는
능력이다.

11

앤드류 라제기(Andrew Razeghi)는 이러한 창의성이 사실은 세

가지의 특성으로 나누어지며 각각 예술적 창의성, 과학적 창의성, 그리고
고안적(Conceptual) 창의성으로 분류된다고 하였다. 12

2-1-1. 창의성

창의성에 대한 정의와 그 개념에 대해서 분분한 개념들이 있지만, 창의성은
확산적 사고를 통해 새롭고 감동이 가는 무언가의 산출물을 내는 과정이라는
바탕아래, 그 창의적 과정 역시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된다. 창의성을 정의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어떻게 창의적인 발상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성과물을 비교
분석 할 때 어떤 것이 창의적인 산출물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어떤
학자들은 개인의 특성이 창의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기도 하며, 창작물 또는
해결하기 위한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창의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다음은 켄로빈이 말하는 창조의 단계이다. 첫번째, 상상 그리고 두번째 창의성
마지막 세번째 혁신에 이르는 단계로 인해 창의성이 형성된다고 보고 있다.

11
12

곽연정, 창의성 문화 증진 모형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11, p. 17 참조.
리들, 앤드류 라제기, 명진출판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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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켄 로빈슨이 말하는 창조의 단계

J.P. 길 포드가 1950 년 미국정신의 학회에서 했던 연설을 빌리자면 다음과
같다. 좁은 의미에서 창의성이란 창의적인 사람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을 일컫는다. ……한 개인의 성격이란 그 사람만의 독특한 행동 유형이나
특성을 말한다. 그 특성은 비교적 지속적이어서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해준다.
……그렇다면 창의적인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사람들의 행동
유형을 알아내야 한다. 13창의적인 사람은 사회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 및 그밖에
여러 다른 요소들로 인해 영향을 받는다. 이에 사이먼튼은 역사적으로 이름을
남긴 음악가, 작가, 예술가, 철학자, 과학자 개인의 창의성을 조사 해 본 결과를

13

Guilford (1950), p.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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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바 있다. 다음은 사이먼튼 14의 연구 결과 요약에서 개인적 요인의 연구
결과 이다.

문학 창조자 420 명

산문에 비해 시의 창조 연령이 더 낮았다

클래식 작곡가

주 선율 생산성과 연령은 역방향 역 J 형

1975c

1977a
10 명
주제음악 1 만

함수 관계가 있었다
멜로디 독창성과 연령 사이에 역방향

연령

1980a
5618 곡

역 J 형 함수 관계가 있었다

주제음악 1 만

시대적 멜로디 독창성과 작곡자 연령

5618 곡

사이에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1980a
멜로디 독창성과 연령 사이에 역방향
선율 5046 건

1980b
역 J 형 함수 관계가 있었다

천재 301 명

창의적 인물의 수명과 탁월성 사이에
1976

수명
(콕스)

U 함수 관계가 있었다

이른 창의성

클래식 작곡가

창의성의 이른 발현과 창의적 생산성

발현

696 명

사이에 긍정적인 함수 관계가 있었다

1977b

클래식 작곡가

선율 창의성은 질병에 부정적인 영향을
1977a

질병
10 명
클래식 작곡자

받았다
창의성이 생애 스트레스 요인에 영향
1977a

10 명

받지 않았다

스트레스
멜로디 독창성과 생애 스트레스
선율 5046 건

1980b
사이에는 긍정적 함수 관계가 있었다

[표 2] 사이먼튼의 개인적 요인과 창의성의 상관관계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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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n Keith Simonton (PhD 1975 Harvard University), 딘 키스 사이먼튼 박사는 켈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심리학 전공 교수이다. 그는 12 개 이상의 430 편을 발행하였으며, 창의성, 천재성,
그리고 리더십을 위주로 연구하고 있다.

16

창의적 인재에 대한 연구는 심리학적 측면으로 분석되어 사회적 요인,
개인적 요인 그리고 문화적 요인 등으로 분석이 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창의적
인물로 판단되는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몇 가지 요소들이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창의성을 가진 인물들은 사전활동, 즉 경험에 대해
기억해 내고 어떤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 또한
놀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토렌스의 창의성 검사를 바탕으로
놀이가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놀이의 긍정적 효과인 연합의
유연성이 ‘즐거움’이 아닌 ‘탐색’에서 나온다고 주장하고 있다.

15

결국 탐색의

과정을 통해 상상력을 펼치게 되면서 창의성이 높은 결과물을 내게 된 것이다.
탐색을 통해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정보의 습득과
호기심의 근간으로 탐색을 요하는 개인적 요인을 최대한 이끌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1-2. 창의성과 디자인적 사고 연계성

디자인적 사고는 ‘디자이너가 된다’가 아니라 ‘디자이너처럼 생각한다’를
의미한다. 이는 디자인 영역에서 습득한 유용한 창의성 노하우를 다른
영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됨을 의미한다. 즉 창의성 계급의 하나인
디자이너의 창의성이 조직(대중)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된 창의성 활성화
방법인 것이다. Peirce는 새로운 아이디어는 연역적이거나 귀납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이 아닌 제 3 의 사고방식 ‘생각의 논리적인 도약’을 통해 발생된다고
가정하고, 개연적 사고(abductive thinking)라 명명했다. 오늘날 많은 창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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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bile, Goldfarb, & Brackfield, 1990, Study 2.

17

연구 및 혁신 선구자들은(Peirce, Brown, Martin 등) 디자이너들의 대표적
사고특징을 ‘개연적 사고’로 두고 있다.

16

다니엘 핑크는 그의 저서 ‘a whole new mind’에서 예술과 디자인이
미래개념 창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 하였음은 앞에서 언급한
바가

있다.

미래학자

토플러는

미래사회는

독창성(novelty),

잠시

성(transiency), 다양성(diversity)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에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능동적으로 새로운 방법을 찾아 낼 수 있는 능력,
즉 창의력을 필수적으로 함양해야 한다고 했다. 17 이미 선진국은 예술이나
디자인의 중요성 인식 및 우뇌에 기반한 디자인 사고를 기업, 사회, 교육 혁신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2-2. 창의적 디자인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

창의성을 논하는 그 배경에는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공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 되었다. 협업의 사전적 정의로만 보면 ‘함께 일하기’정도 이지만,
디자인에서는 사전적인 의미만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다. 여기에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음이 전제 되어야 하는 것이다. 더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협업에 대해서 명백한 연구를 찾아보기엔 힘든 점이 있다. 그 동안 많은 문헌
연구들을 통해 협업의 필요성을 제고해보고,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문제점과 가능성이 무엇인지 찾아낼 구조가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창의성이 협업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이에 대해
정립하고 장려할 수 있는 확실한 이룬들 개발하는 것이 미흡하므로 새로운
개념을 창출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코크리에이티브는 Collaboration 과
16
17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이순종교수, 2010 년 예술교육의 필요성 연구 중.
곽연정, 창의성 문화 증진 모형 연구 ,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11, p.26

18

Creative 의 합성어로 창의적 협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창의성을
언급하는데 있어서 협업은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이는 앞서 제시한
연구들을 통해 그 관계를 입증 할 수 있었다.

이에 창의적 협력의 개념을

짚어보고 창의적 협력의 구성 요소와 영향요인에 대해 언급해 본 뒤 창의적
협력 사례에 대하여 그 관계를 살펴 보도록 하겠다.

2-2-1. 코크리에이티브의 개념

창의적 협력은 개인이 모여 집단을 이루고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조직에서의 창의성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 즉,
그룹의 창의성은 개개인의 창의성이 모여 그들이 서로 상호 작용함으로써,
그룹의 특성과 그룹의 문제 해결을 낳는 과정에서 필수적 요소로 자리 할 수
있는 것이다. 시아우(Siau)는 이러한 협력 구조를 개인 특성과 집단 특성을
투입요소로 하여 창의적 과정과 분위기를 통해 발휘되는 집단창의성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18

[그림 4] 시아우의 집단 창의성 모델

Siau, KL, “Group Creativity and technology”,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29 (3),1995,
p.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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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코크리에이션의 구성요소와 영향요인
집단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팀 내부요인들로는 다양성, 응집 성, 리더쉽,
자율성, 집단 구조, 집단 연륜 등이 있다. 그 중 다양성, 자율성, 응집 성,
리더십을 중점적으로 살펴 보겠다. 벨빈은(Belbin, 1991)은 “가장 창의적인
팀은 가장 창의적인 개인으로 구성된 팀이 아니라 가장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팀이다”라고 하였다. 그룹창의성에 있어 다양성이란 가장 기본적인
시작이면서 중요성을 띠고 있다.

19

[그림 5] 벨빈의 창의적 디자인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

19

Belbin, R. Meredith, op. cit.

20

루빈슨과 룬코(Rubeanson, Runco, 1995)는 “사고와 지식의 유연성이 모두
필요하다. ……그것들이 한 개인에게서 드러날 필요는 없으며 그룹 내에서
드러나면 된다”고 말하며 팀 내에서의 다양성으로 필요한 자원을 채울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20 또한 응집성과 코크리에이티브가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말한 연구는 응집성과 집단 창의성간의 정(+)의 상관관계를 주장하였으나,
나이스트롬(Nystrom)은

이들간의

관계가

선형관계가

아닌

비선형(curvilinear)관계라고 주장하였다. 21 즉, 응집 성이 높을 때 개인이
느끼는 집단의 애착 감이 더 높아지고 그로 인해 협동심과 상호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창의적 협력관계를 위해서는 훌륭한 프로젝트
관리자로서 명확한 목표를 제시 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자가 필요하다.
다양성, 응집성, 리더쉽, 자율성을 두고 아래와 같은 표로 정리해 보았다. 이와
같은 성격적 요인이 창의적인 역량을 어떻게 발휘하는지에 대해서 내부
요인들이 보이고 있다. 아래는 이를 표로 정리해 놓은 것이다. 각각의 특성에
따라 진행되어 온 연구들이 다음과 같이 진행되어 왔다.
이제껏 살펴본 요인들은 코크리에이티브 팀 내에서의 요인이었다. 팀
외부 요인으로는 집단 문화, 위기의식, 업적위주 보상시스템 등이 있다.

22

아미 빌(Amabile)은 특히 동기 부여를 위해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선택의 자유나 가치, 도전 지원과 같은 요소들이 동기부여와 창의적 성취에
중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피터(Peters)와 워터만(Waterman)은 혁신적 기업
문화와 최고를 추구하는 기업 문화가 창의성을 증대시키며, 칸터(Kanter)는

20

Rubeanson, D.L. & Runco, M.A.,”The psycho economic view of creative work in

groups and organizations”, Creativity and Innovation management, 4, 1995
21

Nystrom, H., Creativity and innovation, London;Willey,1979
Woodman, R.W., Sawyer, J.E. & Griffin, R.W., op.cit., pp.293-321 Kamter,
R.M.,”When a thousand flowers bloom: Structural, collective, and social
conditions for innovation in organization”, In Staw & Cumming (Eds.),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19, 1988
22

21

조직이 다양한 활동을 인정하고 실패를 인내하는 것을 창의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정리하였다. 집단 내 실패에 대한 지원(이장우, 이민우), 위험추구와
도전의식(Stein, 1982; Strengereg & Libart, 1995)과 같은 문화는 집단의
창의적 성취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다양성
•

응집성
•

다양한
성격특성

/

경헙(Amabil
•

e)
•

직무순환

및

•

통일성,

자율성
•

흘륭한
프로젝트

환경

(Burnside)

관리자

(Amabile)

참여적

(Amabile)
•

명확한
제시

전반적

신뢰

(Glassman)

합법화

및

협조

(Kanter)

분위기

인지

(Tkerney)

•

•

목표

(Glassman)

활동의

자유로운

협력성

상호작용

다양한

•

리더쉽

자유로운
분위기
(Burnside)

•

적절한
자율성
(Tierney)

•

자유로운

스타일의

시간 활용

다양성

(Glassman)

(Kirton)

[표 3] 그룹 창의성 관련 내부 요인

허만(Herman)에 따르면 위기란 예상치 않은 추세나 상태의 변화를
뜻하는 전환점, 조직 목표에 대한 위협, 단기적 틀 내에서의 의사결정 등을

22

포함하는 개념이다.

23

글래스맨(Glassman, 1986)은 고도의 시간 압력과

작업의 과부하는 오히려 창의성을 억제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연구된 바에 의하면 보상은 창의성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상의 종류에는 크게 외재적 보상과 내재적 보상이 있는데, 외재적

보상은 금전적 보상과 비금전적 보상이 있다. 내재적 보상은 직무자체로부터
오는 보상으로, 과업성과에 대한 개인 자신의 반응 즉, 책임감, 도전 감, 지배
감, 참여 감 등으로부터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칸터(Kanter)는 창의적 행동에
대한 가시적 보상과 신제품에 대한 내적 외적 보상이 혁신을 증대시킨다고
했다. 그리고 티어니(Tierney)는 창의적 노력을 인정하는 보상시스템이
창의성을 높인다고 하였으며, 글래스맨(Glassman)은 창의적 성취에 대한
평가가 창의성을 유발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은 코크리에이티브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소와 그 영향이다.
현식적 문화
•

혁신적
최고를

위기의식

기업문화, •
추구하는
•

문화
(Peters

&

보상 시스템

고도의 시가 압력:(- •

창의적 행동에 대한

)의관예(Glassman)

가시적

직업의 과부화:(-)의

보상/신제품에 대한

관계(Glassman)

내적,

Waterman)
•

보상(Kanter)

다양한

활동을

인정하고

실패에

•

창의적

노력을

인정하는

대한 인내심

보상시스템(Tierne)
•

(Ka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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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적

창의적 성취에 대한

Herman, C.F., Crisis in Foreign Policy, Bobbs-Merrill, New York, 1969

23

•

위험을

추구하고

평가 (Glassman)

창의적 성과를 위한
도전의식(Tierney)
•

실패에

대한

지원

(이장우, 이민화)

[표 4] 그룹 창의성 관련 외부 요인

2-3. 디자인 리터러시

2-3-1. 디자인 리터러시의 정의

리터러시(literay)란 의사소통 능력을 뜻하는 용어이다. “문자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이해하고 생산할 수 있는”이라는 뜻으로, 리터러시의 사전적 의미는
문자를 읽고, 쓰고, 인지한다는 것이다.
리터러시의 기원은 ‘리터러시(literacy)’는 글자를 뜻하는 ‘littera’로부터
착용한 라틴어 ‘litteratus’에 기원을 두고 있다.

24

리터러시는 우리말로 문해력,

문해성, 문식력, 문식성 등의 우리 말로 번역되고 있으나 언어로 읽고 쓰는
능력을 가리키고 있는 실정이다. 새롭게 등장한 컴퓨터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와 같이 기술과 사회의 발전에 따라 리터러시의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리터러시는 정보의 이해와 습득과 해석 능력이라고 이해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띈 것으로 발전 하였다. 현대에 이르러 더

24

정현선(2004), 디지털 리터러시의 국어 교육적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제 21 집,

국어교육학회.

24

이상 문자를 통한 의사 소통을 떠나 이미지 및 정보 등 매스커뮤니케이션의
발달로 리터러시의 본연의 의미보다 확장된 것이다. 쏟아지는 정보들을
걸러내고 이해하고 활용 할 수 있는 능력의 수용 치와 확산 치에 중점이 모이고
있는 것이다. 이를 디자인 리터러시와 관계를 형성하여 새롭게 재 창조 한다면,
디자인에서의 소통력과 디자인의 다양한 정보와 메시지들을 비판적으로
해독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디자인 리터러시로 정의한다.
리터러시의 개념이 문자 언어 이상으로 확장된 것은 다양한 매체의 발달에
힘입은 것이기도 하지만, 그간 문자 언어가 담당했던 본연의 역할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으로 인식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시각적 리터러시(visual literacy)’나 ‘영상 리터러시(cine literacy)’와 같은
용어들은 시각 이미지나 영상 이미지가 마치 문자로 쓴 글과 마찬가지로
나름대로의 ‘어휘’와 ‘문법’을 통해 의미를 생산하는 상징체계임을 강조하는
말들이다. ‘시각언어’나 ‘영상 언어’라는 말은 이미지 역시 언어와 마찬가지로
의미 생산 기능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의사소통에 있어 문자 언어의
기능은 인쇄매체가 중심을 이루던 시대와 같지는 않다. 25
이와 같은 맥락으로 디자인 리터러시를 협의와 넓은 범위로 살펴보면, 좁은
의미의 디지털 리터러시의 정의는 정보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정보의 소재를
밝혀 내기 위한 기술 등과 같은 지극히 활용적인 측면에서의 ‘디자인 숙달과
이해’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넓은 의미의 디자인 리터러시에 대한
정의는 활용 측면에서의 영역을 뛰어 넘어 이를 비평하고, 상호간 관계성을
조합하여, 기존 정보 기술의 새로운 형태를 디자인하는 등 창조적 단계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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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찬(2012), 제조업 2.0 환경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활용한 디지털 비즈시느

디자인 모델 연구, 중앙대학교 디자인학과,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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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리터러시에 관한 연구는 전무후무하나, 최근 새롭게 등장하는
‘리터러시’의 개념과 함께 디자인 리터러시의 정의에 대한 요소를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그림 6] 디자인 리터러시의 정의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2012 년부터 시행한 창의성과 문화수용력 확산을
위한 소외계층 및 군부대, 의경부대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은 예술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교육지도와 함께
문화와 예술의 확신을 통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은 문화수용력을 바탕으로 문화 리터러시를 받아 들이고 있는데, 이에 몇
가지 디자인 리터러시와 상응하는 점의 관계성을 연결 시켜 다음과 같은 8 가지
요소를 정의해 낼 수 있었다. 이 항목을 구현하는 것을 디자인 리터러시의
확산을 목적으로 보고 있다. ‘창의성(Creativity)’, ‘비판적 사고와 평가(Critical
thinking and Evaluation)’, ‘문화적 이해도(Cultural understanding)’,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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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도(Social

Understanding)’,

‘협업(Collaboration)’,

‘공유(Sharing)’,

‘영향력(Influence)’, ‘디자인 감각(Design Sense)’ 이다.
디자인

리터러시의

정의

이외에도

유지연(2001),

김양은(2001),

유영만(2002)등의 각 분야의 리터러시의 대한 정의를 연구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분류

디지털 리터러시의 구성요소

Eshet

포토비쥬얼리

Photo-visualiteracy: 디지털 환경에서의 시각적인 영상 매체의

(2001)

터러시

확산으로 요구되는 영상 읽기 능력

재생

Reproduction literacy: 디지털 매체의 특성으로 인해 복사와

리터러시

붙이기라는 새로운 정보가공 문화 형성에 따라 요구된 하이퍼
미디어 사고 능력

측면

Lateral

literacy:선형적인

인쇄매체

읽기

방식과는

달리

리터러시

비선형적인 하이퍼미디어 매체의 언어전달 방식에 따라 요구된
하이퍼 미디어 사고 능력

유지연

컴퓨터

(2001)

리터러시
정보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기술 조직사용 등 기초적인 정보접근 능력

정보의 생성, 처리, 분석, 검색, 활용 등 정보 활용 능력

리터러시
지식

확보된 정보를 기반으로 새로운 정보, 즉 지식을 창출하고 지식을

리터러시

전달하는 정보 생산 능력

김양은

메시지

다양한 정보의 출처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 기술 도구를 이용할

(2001)

접근능력

수 있는 능력

메시지

미디어가 메시지를 구성하는 사회적,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분석능력

그리고 미학적 상황 등을 인식하여 메시지를 분석하는 능력

메시지

정보를 생성하기 위해서 사전지식을 이용하고 정보의 가치를

평가능력

골라내고 평가하는 수용자의 적극적 생산자 혹은 탐색 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는 능력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언어 및 수단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여 다양한

능력

형태의 표현 및 이해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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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ic

기술기반

테크놀로지 기반 학습 스타일의 습득으로 협력학습 능력, 자기

Technolo

학습능력

주도적 학습능력, 정보 이해 능력

gy

컴퓨터

마우스 스킬, GUI 스킬, 파일관리 및 운영체제, 설정 및

(2002)

조직능력

문제해결, 인쇄 스킬, 윤리적 사용능력

인터넷

브라우저 작동, 탐색, 이 메일 사용, 리스트 서브 소프트웨어,

사용능력

출판 능력

소프트웨어

워드프로세싱,

사용능력

데이터베이스, 그래픽 등의 사용 능력

유영만

테크니컬

Technical literacy: 디지털 기술의 이용 능력

(2002)

리터러시

•

프레젠테이션

소프트웨어,

스프레드시트,

기본적인 브라우저의 기능을 활용하여 각종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접속하고 텍스트, 그림 같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업로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능력

•
비트
리터러시

이 메일, 게시판 등을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Bit literacy: 정보 활용 관련 능력
•

핵심정보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검색전략을 수립하여
디지털 네트워크상에서 자신이 찾고자하는 정보가 어디
있는지 검색하고,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분류하고
축적하는 능력

•

현실세계와 다른 사이버 공간의 독특한 행동법칙을
이해하고, 다양한 상호작용 방식과 경험양식의 체험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인식하고 표현 하면서도 자기
통제력을 유지하는 능력

•

커뮤니티

구성원

간에

존재하는

공통의

이슈를

규명하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 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커뮤니티의 독특한 조직의식을 형성하는 능력
•

[표 5] 리터러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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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숙(2004), 디지털 리터러시, 무엇을 의미하는가, 디지털 혁명, 삶의 질과 노동환경 변화,
한국노동교육원, 노동교육, 통권 제 43 호, p. 7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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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리터러시의 다양한 정의와 시선이 존재하고 있지만, 디자인
리터러시는 생소하게 다가오는 것은 사실이다. 새롭게 정의하는 디자인
리터러시의 단계를 위와 같은 자료를 통해 재구성해 볼 수 있다.

[그림 7] 디자인 리터러시 단계

1)인식 및 수용 단계
사용자가 디자인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수용의 단계로서 정보를 습득하고
필요 정보를 수집하고 문제에 대해 스스로 인식하는 단계이다. 기본적으로
디자인을 받아들이고 컬러나 형태의 디자인 정보를 이식할 수 있는 수준의
단계를 말한다. 이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색을 배열하고 디자인 아이디어에
대한 발상에 대해 스케치 등 기본적인 발상 작업이 가능한 단계이다.

2) 응용 및 비판 단계
디자인을 받아들이는 수용자가(디자인 수용자) 디자인을 능숙하게 활용하고
처리 할 수 있는 단계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비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단계는 2D 뿐만 아니라 3D 활용이 가능한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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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영향 및 창조 단계
새로운 디자인 모델을 창조할 수 있는 단계이다. 기존의 디자인을 분석하고
문제 분석에 따른 해석을 창출하여 결과물을 제시할 수 있는 단계로 디자인
프로세스 및 모델을 제안할 수 있다.

2-3-2. 디자인 리터러시와 창조성 관계

디자인에 있어서 창조성은 앞서 언급한 부분을 보아, 그 유대성을 짚어
볼 수 있을 것이다. 디자인에서의 문제를 분석하고 단순화 시키는 능력과 한
분야의 개념을 다른 분야로 전환시켜 적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27 디자인
리터러시를 정의하는 요소에 해당하는 부분에도 창의성을 꼽듯이 디자인
창의성 활용은 결국 디자인 리터러시의 확산에 달려있다고 본다. 테크놀로지와
창조성의 활용 관계를 보여주는 많은 작품들이 디자인 리터러시를 통해
창조성을 자극하게 되는 것이다. 창의성은 디자인 리터러시의 확산과 동시에
디자인 리터러시의 요소들과의 인과 관계 혹은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새로운 것으로 응용 발전하는 창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새로운
기술과 이를 수용하는 디자인 리터러시의 공통 분모로 창조성을 발견 할 수
있다.

27

홍성수(2007), 산업디자인 이론과 실제의 적용사례, Design House, p.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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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창조성의 관계 형성도

디자인 수용자가 새로운 기술을 디자인 리터러시로 공감 했을 때
창조성이 발현된다는 것으로 구성해 볼 수 있다. 새로운 기술을 얼마나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로 창조성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창조성의 문제는 디자인리터러시를 통해 얼마나 창의적인 것을 디자인해 낼 수
있는지로 연결 될 수 있을 것이다.
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도 그에 따르는 창조성이 결여 된 것도
동기의 부족이기 때문인데, 디자인 리터러시의 확산을 통해 창조적인 디자인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단순히 수용하고 인지하는 것을 넘어서
비판하고 활용하고 창조까지 이르는 단계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리터러시가
완성 될 수 있다. 디자인 리터러시는 디자인된 정보를 선택, 가공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기도 하다. 이제 누구나 쉽게 디자인하여 생산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디자인에 대한 비판적 시선으로 인해
디자인퀄리티의 향상을 기대 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를 기술의 발달로
실현된 각종 제품과 서비스, 시스템으로 더욱이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환경이
형성 되었으므로 확산이 용이할 것이다. 예전에는 수동적인 입장에서의 문화와
예술을 소비했던 어린이와 청소년 및 일반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자이자
생산자가 될 수 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소설 네트워크를 통해 자신의 생각 및
창의적인 발상을 온라인 상에서 공유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활동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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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하고 동기가 될 수 있는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앞서야 되고 후에 이러한
현상들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 모델이 제안되어야 하는 것이다.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연구를 해온, 한정선과 오정숙(2006) 28의 뜻을 빌어
디자인 리터러시를 재정의 해 본다면, 디자인 리터러시는 매체와 테크놀로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시를 습득하고 필요한 정보를 인식하고, 전략을
세우며 더 나아가 수용한 디자인에 대해 비판적 시각으로 선택을 돕고 문제제기,
문제해결, 공유 그리고 응용한 창의적 디자인을 창출함으로 개인, 사회,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세계에 공헌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인터넷의 발달은 정보의 홍수를 이루고 있다.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시대를 지나, 선별적, 전문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익숙해질 무렵 그
전문화를 어떻게 활용하여 정보의 흐름을 사용자가 수동적인 입장이 아니라
관리와 능동적인 정보 관리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를 적극 활용해
디자인 리터러시와 창조성을 위하여 기술을 활용한 확산 방안에 대해 제안해
보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2-3-3. 디자인 리터러시와 공공디자인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누구나 쉽게 정보를 접하고 정보를
능동적으로 다룰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수동적인 입장의
이용자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정보를 주도하는 주체가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 발달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리터러시는 아직 수용하고 인식하는 단계도
받아 들이지 못하는 사용자가 대다수 이다. 이로 인해 공공디자인 영역에
있어서 실제로 공공공간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디자인의 중요성과 디자인
28

한정선, 오정숙(2006), 지식정보 역량 개발 지원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지수 개발 연구, 한국
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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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를 무분별하게 받아 들이고 트렌드의 흐름에 따라 수동적으로 디자인이
다루어 지고 있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는 없다. 개인화된 공간이 아닌 공공의
공간에서는 특히 드러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디자인 리터러시의 정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시각적으로 바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디자인 리터러시의
확산을 통해 공공 영역에 대한 이용자의 수동적 입장을 능동적으로 끌어 올리는
것이 창의적 협업 디자인을 실현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정보를 인식하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창조성을 발휘 할 수 있다면
효율적으로 공공디자인을 실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더욱이 누구나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에서 디자인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용자의 편리에 맞게 그 삶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해주고, 효과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디자인 리터러시를
바탕으로 공공디자인 플랫폼을 제안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2-3-4. 디자인 리터러시와 온라인 오픈 플랫폼

정보의 발달과 기술의 발달로 컴퓨터의 지식이 전문가를 대신할 것이다 라는
구시대적 발상은 오류였다. 사람들은 더욱 전문화되고 전문가들은 더욱 전문화
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리하여 전문가들은 전문가의 영역을 넘나 들며 좀더
다양한 영역에서 역량을 키워 이를 융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고 전문화되기
시작하였다. 즉, 전문가의 전문화의 길은 영역 간의 구분은 물론 다른 영역과
구분되는 담을 허물어야 할 시기가 도래 한 것이다. 지나치게 한 분야의 세분화
보다는 필요에 따라 연계되는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응용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디자인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단계에서 오픈
플랫폼의 환경을 간과 할 수 없을 것이다. 세분화 하기 보다는 넓게 확산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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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에 전문화 세분화가 이루어지는 디자인 리터러시의 기본 개념 아래,
동기와 목적 외에도 교육의 효과까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오픈 플랫폼이다.
오래 전부터 사람들은 광장이라는 장소에 모여 의견을 모으고 역사에 한 줄을
긋게 되는 일을 많이 이루어 내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그
의미를 더할 수 밖에 없다. 현대에는 인터넷 환경의 발달로 오프라인의 장과
온라인의 장에 비슷하지만 다른 특성의 플랫폼이 등장하였다. 온라인 오픈
플랫폼의 등장으로 소통이 증가하고 정보의 능동자 역할이 되어 뜻과 의미를
공유하고 있다. 디자인 리터러시의 확산을 위한 방안으로 온라인 오픈 플랫폼은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다. 온라인 오픈 플랫폼은 정보와 지식의 공유 및
확신이고 이를 창조적인 정보로 전환하고 발전 시키는 것에 의의가 있다는 점을
본다면 더욱이 그러하다. 앞서 공공디자인과의 관계성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오픈 플랫폼에서의 디자인 리터러시의 실현이 가능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의
도구로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34

제 3 장 온라인 오픈플랫폼환경에서의 공공디자인
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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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온라인 오픈 플랫폼에서의 공공디자인 개발 연구

3-1. 공공공간의 이해

이 장에서 공공공간의 정의와 범위 및 공공공간의 기능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온라인 오픈 플랫폼의 기술적 발전을 통한 새로운 소통방식과
공공디자인과의 연계성을 이어보고자 한다. 또한 온라인 오픈 플랫폼의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고 온라인 오픈 플랫폼에서의 디자인 사례를 통해 앞으로 온라인
오픈 플랫폼 서비스와 모델을 공공디자인에 적용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데 초석이 될 것이다. 따라서 온라인 오픈 플랫폼의 디자인 사례
연구를 살펴 보고 이를 유형화 하여 분석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9] 공공디자인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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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공공공간의 정의 와 범위

공공공간은 공공(公供)과 공간(空間)이라는 단어가 결합하여 생긴 말로,
공공성을 내포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공공성을 띄는 공간으로 개인의
측보다는 공공을 위한 장소라고 의미 된다면 공공공간이라 정의한다. 개인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사회가 형성되면서 현대의 공공공간의 영역도 더욱
확산되었고 개인의 공간과 공공의 공간에 대한 경계가 뚜렷해졌다. 이상민,
차주영, 임유경(2008)의 정의에 의하면, 공공공간은 공공에게 개방되어 열려
있고(개방성), 공공에게 편익과 이익을 제공하며(공공성), 다양한 활동과
커뮤니케이션을 촉발시키는(매개성, 역동성) 공간 이라는 정의를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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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공간은 상대적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공공의 목적과 공적인 것의
실현을 목적으로 삶고 있으면 그 범위는 가로나 공원 같은 외부 공간부터
건물내의 공간까지 포함하고 있다. 건축 도시 공간 연구소에서 분류한
공공공간에는 공개고지, 건물전면 부, 자투리땅, 소규모공원, 광장, 보행가로,
자전거도로, 자동차도로, 녹도, 옥외주차장, 수변 공간, 도시구조물, 폐선부지
등을 포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영역의 규정 및 대상을 통해 공공공간의
다양성과 이용자에 따라, 유형에 따라 같은 지리적 위치라 할지라도 다른
특성을 띠게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용자 및 대상을 선정하더라도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함을 알 수 있다. 다음의 표는 편리하게 공공공간의 영역 및
대상을 분리해 놓은 것이다.

이상민ㆍ차주영ㆍ임유경, 도시 공공공간 개선방향 설정을 위한 개념 정립 및 현황 조사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08, p. 3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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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간의 전제조건

소유

유형
공개공지
건물전면 부
자투리땅
소규모공원
공원
광장

민간, 준

보행가로

공공소유,

자전거도로

공공소유

자동차도로

이용
일반시민
주체

녹도
옥외주차장
수변공간
외부

도시구조물

공간

하부공간
폐선부지
24 시간
개방

개방원칙 일부

여부

이용시간
제한가능
공공성, 사회성,

기능

교육성,
심미성
만남, 집회, 전시,
교육, 놀이, 전이,

용도
휴식, 보전, 여가,
휴양,

[표 6] 공공공간의 영역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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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ㆍ차주영ㆍ임유경, ibid, 연구요약,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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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공공공간의 기능

공간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그 공간자체에 대한 물질적인 의미나 혹은
인식에 따른 공간의 정의를 내리기도 한다. 공공공간은 공공성에 기반을 두는
만큼, 공공성의 대한 사회적 변화와 관계에 따라 이해되어야 한다. 공간
상호간의 관계성을 주목하여 서로 다른 종류의 요구와 가치가 공존하는
공간이라고 보아 져야 한다.

도시공간은 가로와 건물들에 의해 규정되어는

연속적인 공간이다. 도시 공간에서는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진다. 울프(Wolf)는 이러한 도시의 공간을
“다양한 의사소통, 교환, 교류가 높은 집중도를 기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곳으로
정의한다. 도로에서 가로와 건물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서로를 규정하는
관계이며, 따라서 가로의 이해는 가로 상호간의 관계성 그리고 그 관계성이
조장하는 구조적 특질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한다.

도시공간의

지향점은 접근 지향점에서는 모든 구성원에게 안전하고 손쉬운 접근을
제공하고 사용지향점 관점에서는 주민에게 빈번하고 정기적 사용의 용이 한
것이다. 이어서 자기존중, 공동체 의식, 발견, 경험, 행위, 안위 그리고 소통의
지향점으로

보고

개선방향설정을

있다.
위한

이에

개념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정립

및

현황

조사

“도시
연구”와

공공공간
영국의

케이브(CABE)「The Value of Public Space(2004)」에서는 현대 공공공간의
역할과 가능성, 그에 따른 가치 창출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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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간의 역할과 가능성은 공공의 복리와 도시공간의 시각적 질의 향상
및 경제적 논리가 있다. 덧붙여 육체적, 정신적 건강,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혜택, 범죄 감소 및 예방효과 그리고 사회적 통합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상민ㆍ차주영ㆍ임유경, “도시 공공공간 개선방향 설정을 위한 개념 정립 및 현황 조사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08, pp. 24-26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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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간의 개념이 내부와 외부의 단절이 아닌 연결된 공간의 관점으로
이어지면서 공공공간의 기본적 기능과 정보교환의 장소, 접촉의 장, 문화공유의
장으로서의 공공공간의 기능이 추가 되었다.

[그림 10] 공공공간의 기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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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공공디자인의 협력적 창의디자인 필요성

스마트 기기의 확산을 통해 앱이 다양화 되었고 이를 이용한 사업이나 서비스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앞서 보았던 사례들을 통해 이용자의 참여를 도모하는
오픈 플랫폼은 보상, 즐거움 그리고 편의성을 꼽을 수 있는데 이런 요소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과 플랫폼이 형성된다면 공공디자인에 대한 참여가
확대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32 이보임, 소설미디어로서의 공공공간을 위한 인터랙션디자인 적용 방법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1,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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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오픈 디자인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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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e commons Netherlands, Premsela” Open Design Now, P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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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콜라보레이션은 협업의 형태로 오픈 플랫폼에서의 협업의 형태를
일컫는 말이다. 기존의 오픈 플랫폼에서의 협업은 불가분의 관계로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어왔다. 기술의 발달과 함께 온라인에서의 오픈 플랫폼
환경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콜라보레이션이 일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는 협업 활동이 이루어 졌다.
하지만 그 체계에 대한 구축이 미비한 상태에서 앱이 등장하면서 웹의
구조보다는 앱의 구조에서 많은 사용성이 확대 됨에 따라 체계적인 협업의
방식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게

되었다.

전문화된

앱의

기능을

통해

소설네트워킹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이는 협업의 형태로 볼 수 있는데,
이를 공공디자인 분야에서, 공공디자인의 특성에 맞게 제대로 구축할 수 있음의
가능성을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오픈콜라보레이션을 활성화 할 수 있다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는 것이다.
오픈

플랫폼에서의

협력을

오픈콜라보레이션이라

일컫는다.

오픈코크리에이티브는 오픈 플랫폼과 콜라보레이션 그리고 크리에이티브를
포함한 이 논문에서 처음 시작한 단어이다. Open+ Co+Creative 가 합쳐져
오픈플랫폼환경에서의 협력은 창의성과 함께 동반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협력을 통해 창의성이 발휘 된다는 것을 앞서 제시한 자료들을 통해 충분히
입증할 수 있었다. 더욱이 앱기반 공공디자인 아이디어 발상 오픈 플랫폼
제시의 본 취지로 볼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이끌어 내기
위함이다. 그 창의성의 배경에는 협력의 중요성이 있고 그것을 앱기반 환경의
플랫폼에서 적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결론 지었다. 이에 후에
제시할 결과물에 대한 충분한 의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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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공공의 특성이나 목적을 추구하고, 이에
따르는 개인의 경험과 스토리를 공공의 공간에 녹이고자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 공간을 디자인 할 때에는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특성과 주변의
환경을 고려하여 디자인하게 된다. 주변의 환경을 이해하는 보여지는 것을 연구,
조사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경험과 편의를 고려하는
일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수반된다. 이러한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협력적
창의 디자인이 필요성과 시민참여 디자인 사례를 분석하여 공공디자인에서의
이용자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본다.

공공디자인에 있어서 협력과 창의적인 디자인의 필요성은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의 공간을 경험과 아이디어를 통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공공디자인을 할 때에는 노약자와
외국인에 이르기까지 공공의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특성과 생각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더욱이 공공의 공간은 추억이 되는 공간의 이야기를 형성하기도
하고, 범죄와 치안의 문제에 치닫게 되기도 한다. 이는 직접적으로 개인의
삶으로 침투하게 되어 개인과 떨어 뜨려 생각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자신들의 영역이라고 인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하고 항의를 하기도 한다.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협의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도출 될 수 있는 것이다. 핀란드의 디자인 디스트릭트

34

는 같은

디자인 디스트릭트에 위치한 '아리카'는 전세계 10 여 개국에 지점을 둔 액세서리 전문점이다.
이곳에서 취급하는 모든 액세서리는 순수 공예로 만들어진 것으로 기성품이 하나도 없다. 주로 은,
나무 등을 재료로 한 독특한 액세서리를 볼 수 있다. 한번 보면 지갑을 열지 않고는 못 배길
34

정도로 예쁘고 특이하다. 액세서리 외에도 아기자기한 생활용품, 핀란드 전통 공예품인 나무
장난감 등을 만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헬싱키 디자인 디스트릭트 [Design District Helsinki] (저스트고(Just go)
관광지, 시공사),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66856&cid=42864&categoryId=5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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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을 이용하는 상인들끼리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이에 물리적인 구역을
설정하여 디자인 디스트릭트라 명한 뒤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공공공간을
개선하고 그곳을 이용하는 외부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였고,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협력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몇 배의 홍보 효과와 그에 따르는 이윤을 챙길 수 있다. 이를
그대로 인터넷 환경에 적용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공공공간을 이용하는 것에
자유롭게 공간에 대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효율적인 협력과 창의성을 도모 할 수 있는 것이다.

3-1-4. 공공디자인의 온라인 시민 참여 사례
뉴욕-하이라인 파크(Highline Park)

44

[그림 12] 뉴욕 하이라인 파크

35

기존의 것을 개선하는 공공디자인에서는 더욱이 시민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의견조율이 얼마나 잘 되었는가에 따라 성패가 갈라질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뉴욕-하이라인은 19 세기 자동차의 등장으로 철도산업이
쇠락하게 되면서 하이라인(Highline, 총 길이 2.3 Km)은 미트패킹지구와
첼시마켓 주변에 위치하고 있었다. 불필요하게 자리잡고 있던 이 하이라인을
없애려고 했으나, 한 시민의 노력으로 1999 년 Friends High Line 이
결성되었다. 이 공간을 녹지공간으로 형성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변모하게 한 것이다.

35

<출처: http://blog.naver.com/kfckfc9090/220135905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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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자인재단 시민서비스 디자인

[그림 13] 서울디자인재단 시민서비스디자인 워크숍안내

36

시민들의 불만사항접수부터 처리까지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관점에서 디자인을 활용하여 행정을 개선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다. 민원의 처리 결과를 지표화하여 관리 및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그림 13 염리동길은 마포구 염리동, 전문디자이너와 시민의 참여로
범죄예방 디자인으로 탈바꿈 된 골목길이다. CCTV 하나 없고 어두침침했었다.
게다가 원주민 비율이 급격히 줄고 세입자와 외국인노동자들이 유입되면서
갈등이 더욱 많아졌다. 이를 안전하고 사람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공공공간으로 형성하고자 시민참여와 전문디자이너의 도움으로 새롭게
변화하였다.

36

<출처:http://www.seouldesig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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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기도 무서웠던 염리동 길 디자인으로 안전하게

[그림 14]염리동 골목길

37

<출처:
http://inews.seoul.go.kr/hsn/program/article/articleDetail.jsp?boardID=180375&category1=
NC1&category2=NC1_1>,<http://www.seouldesign.or.kr/bbs2/view.jsp?seq=2195&code=0
01012&event_code=0>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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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리버풀 엘도니안 마을

[그림 15] 리버풀 엘도니안 마을

38

영국 리버풀시 엘도니안 마을은 주민참여 중심으로 조성된 마을이다.
자체 커뮤니티를 통해 지방정부의 손을 떠나 직접 주민 자치형태로 마을의 모든
공공 디자인 및 행정에 스스로 참여하고 있다.

3-2. 온라인 오픈 플랫폼의 이해

‘역량 파괴적 변화(competence destroying change)’

39

나 ‘와해적

변화(disruptive change)’ 40의 물결은 100 년 이상 세계 필름 시장의 80%

38<출처:

http://www.penninewaterways.co.uk/ll/ll8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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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점유했던 코닥이나 통신 시장에서 세계 1 위를 달리던 노키아를 한
순간에 위기로 몰아넣었다.

41

이중 와해적 변화는 인터넷 기술과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다. 인터넷이 발생한지도 어느덧 20 년이 흘렀다. 초반에
인터넷이 등장했을 때는 인터넷을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단계였다. 그러나
이제는 인터넷을 응용하고 시도하고 바뀌어 가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가 일어나고 있는 지금, 오픈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잘 활용 될
것이다.

3-2-1. 온라인 오픈 플랫폼의 개념과 특성

오픈 플랫폼이란 컴퓨터를 통해 개방된 기준을 가지고 가진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묘사한 것이다. 이를테면 원제작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의 의도와는
다르게, 소스코드의 정형화를 않고 개방적으로 공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스템은 상호관계 있는 사람이 부가적으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크라우드소싱 (crowdsourcing)
크라우드 소싱은 대규모의 참여자들이 같은 목적 혹은 주제를 가지고 그
개개인의 노력과 자원을 체계화 하는 것이다. 기술의 발달로 온라인환경이
등장하면서 온라인 크라우드(crowdsourcing)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집단에 유연한 개방형 방식의 플랫폼을 통해 개인이 자발적,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능동적 온라인 활동의 형태이다. 참여자들은 경험,
지식 등을 가지고 참여하며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쥐어지게 된다. 어떤
39 M. L. Tushman and P. Anderson (1986). “Technology discontinuities and organizational
environment.”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ly, 31. Pp. 439-465.
40
Christensen, CM (2003). “Meeting the challenge of disruptive change.” Havard Business
Review, 78. Pp. 66-76.
41
이준기, 오픈콜라보레이션, 삼성경제연구소, 2012,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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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으로든 사용자는 만족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경제적, 사회적 인정, 자부심,
개인의 성장 등이 있다.

[그림 16] What is the crowdsourcing?

42

오픈소싱(Open sourcing)
개인의 기술 및 지식을 공유하며 외부 개발자 및 사용자에게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이다

테크놀로지디아이와이(Technology D.I.Y.)
회사나 새로운 목적과는 별개로 사용자 들이 스스로 기술을 배우고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테크놀로지디아이와이(Technology

낼

D.I.Y.)’경향

수
또한

있도록

지원하는

생겨나고

있다.

‘오픈모코(Open Moko)가 그 대표적인 사례로 위키로 핸드폰에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교류하여 사용자 스스로 핸드폰을 디자인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다.

43

42

google 검색어’crowdsourcing’, eyeka (2012),
< http://www.innovationmanagement.se/2012/08/13/how-do-specialized-intermediariesfacilitate-creative-crowdsourcing/>
43
이지선, 디자인사고를 바탕으로 한 협업 창의를 위한 아이디어 공유 오픈 플랫폼, 서울대학교,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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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Layers of open design

44

44

Creative commons Netherlands, Premsela” Open Design Now, P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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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콜라보레이션
오픈 콜라보레이션 이란 개방적 협업을 단순하게 내부자원을 이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외부에 있는 다수의 자원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45

즉, 기존 범위 안에 있던 자원 활용방식에서 벗어나 외부 사람들을

활용하는 것이다.

3-3. 온라인 오픈플랫폼환경에서의 공공디자인 사례 연구

오픈콜라보레이션 모델은 개방형 혁신모델, 콘테스트형 모델, 참여형
게임화 모델, 데이터형 모델, 집단예측 모델, 플랫폼 모델, 프로슈머 모델 과
같이 8 가지로 유형이 분류 되었다. 이 8 가지 모델 안에 오픈콜라보레이션
종류가 모두 있다고 정의 할 수는 없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모델들을
분류해 본 것이다.

3-3-1. 개방형 혁신모델

미국

버클리

대학의

헨리

체스브로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46이란 이론을 명명하면서, 조직 안에서만 공유하던 아이디어를
다른 조직으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대신, 그의 대가로 연구개발 자원을
공유하는 방식을 말한다.

45

이준기, 오픈콜라보레이션, 삼성경제연구소, 2012, p. 24

46

헨리 체스브로(2003), 오픈이노베이션, 김기협옮김, 서울: 은행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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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 세제로 유명한 기업이다. 욕실용품과 주방용품 등의 영역까지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음료와 과자류에서도 유명하다. P&G 는 자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신제품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했다. 박사 급의
연구진을 구성하는 시도를 했지만 부족함을 느끼고 더 많은 연구진을 필요로
했지만 비용 면에서나 조직 관리 면에서나 어려운 일이었다. 외부의 다른
연구진들과 협업하는 아웃소싱을 시도 했다. 그로 인해 빠른 시간과 적은
비용으로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게 되었다. P&G 의 감자 칩 출시를
계획하던 중 시장조사를 실시했는데 재미난 캐릭터나 재미난 문구가 판매를
늘릴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되었다. 내부 연구개발 자원이 소비되어야 했으나
P&G 는 외부 자원을 연계하는 전략으로 이 문제를 쉽게 해결했다.

[그림 18] P&G의 오픈소싱을 통한 신제품개발 사례, 프링글스

47

산업디자인의 도래를 포디즘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다름아닌 포드사의
포드 T 의 모델을 시작으로 분업과 산업화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시각에서이다.
부품의 규격화, 표준화와 조립라인을 통한 대량 생산의 문을 연 부문이다.
이제는 자동차부분에서 오픈크라우드 소싱을 이용한 자동차 디자인이
구현되고 있다.

미국의 로컬 모터스(Local Motors)사는 자동차의 제작 및

디자인 그리고 판매에 이르기까지 오픈크라우드 소싱을 잘 이용하고 있는

47<http://image.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image&ie=utf8&qu

ery=프링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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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다. 로컬모터스 회사의 경우 디자인 부서 자체가 없다. 대신에 크라우드
소싱을 통한 전세계 5000 여명의 디자이너로 구성된 커뮤니티를 활용하고
있다. 가장 좋은 디자인을 엄선해 14 개월 만에 200 만 달러로 오프로드
경기용 자동차인 ‘랠리파이터(Rally Fighter)를 생산했다.

3-3-2. 콘테스트형 모델

경쟁을 통해 우수한 아이디어를 추출하고 아이디어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 콘테트형 모델이다. 경쟁심을 기본으로 참여자들이 자신의 자원을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모델은 기존의 틀안에서는
시도할 수 없었던 새로운 방식을 끄집어내게 한다. 오픈된 공간에서의
콘테스트형 모델은 기존 방식에 도전하는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할뿐더러 다수의 관심을 끌 수도 있다. 넷플렉스의 영화 추천 알고리즘
개선 콘테스트는 영화 대여업종인데 고객의 취향에 맞는 영화를 추천해주는
것을 성공의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넷플렉스의 콘테스트는 상금의 규모도
어마어마했지만 전 세계 사람들의 흥미를 자극 시켰던 사례로 손꼽힐 수 있다.
이것은 좋은 아이디어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관심을 유발하며 엄청난
기업 홍보 효과도 얻을 수 있던 사례였다.

[그림 19] 넷플릭스의 영화 추천 알고리즘 개선 콘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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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crowdspring.com/2009/04/design-compet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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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콘테스트 형의 단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보상을 받을
일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두 번
째로 일반인과 전문가의 구분이 어려워 평이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콘테스트형 모델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문제와 문제해결에 대한 정의가 명확한가?

•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들이 외부에 충분히 존재하는가?

•

외부에서 문제를 풀려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는가?

[표 7] 상금 모델 실행 전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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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참여형 게임화 모델

참여형 게임화 모델은 게임 요소를 가미하여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 하는
것이다. 단계적인 성취감을 맛보게 하고 참여하는 동안 재미와 동시에 적절한
보상을 경험하게 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나이키 플러스(Nike+)는
나이키 운동화와 아이폰을 연결시켜 조깅을 하면서 음악을 편하게 들을 수
있게 해줄 뿐더러, 자신이 뛴 거리와 속도, 소모한 칼로리를 아이폰을 통해
바로 알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이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서비스를
자신의 목표(하루에 소모해야 하는 칼로리 등)를 확인하는데 사용하고
경쟁요소를 가미해 게임과 같은 요소도 엿볼 수 있다.

많은 경우 참여의

요인은 외부적 인센티브와 내재적 인센티브의 결합이 있어야만 존재 될 수
49

이준기, 오픈콜라보레이션, 삼성경제연구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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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오픈 소스 네트워크를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로 재미로
참여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 여러 사람을 만나고, 그 과정을 통해 많은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을 원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자신의 소속감에 대한
만족을 더해 주기도 한다.

리서치 회사 가트너(Gartner)에 따르면

2014 년까지 글로벌 2000 기업 중 70%이상이 하나 이상의 게임화 모델을
갖게 될 것이며, 2015 년 까지 혁신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기업의 50%이상이
게임화 전략을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월스트리트 저널]은
2010 년 1 억 달러 수준이던 게임화 관련 소프트웨어 및 컨설팅 시장의 규모가
2014 년경에 이르면 10 억 달러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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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기반

포스퀘어(Fouesquare)는 사람들이 식당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임화형모델의
사례이다. 방식은 앱을 사용하는 사용자들까지 그들이 서로 다른 장소를
방문할 때 배지를 얻게 된다. 사용자가 태그 된 장소에 다른 사용자가 체크인을
하고 방문할 때마다 점수다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레벨을 올리다 보면
‘시장’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고, 그 자격으로 장소에 대한 평가 및 메뉴에
대한 조언을 올릴 수도 있게 된다. 이렇듯 게임 요소를 활용해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콘텐츠의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사용자를 잘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게임화 자체가 오픈콜라보레이션의 종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인터넷 기반으로 여러 사람과 연계시키면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0 이준기, 오픈콜라보레이션, 삼성경제연구소, 2012,p.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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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포스퀘어 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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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카카오 톡 시장이 새로운 수익 모델로서 게임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스마트 폰 어플리케이션에서 독보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마땅한 수익 모델이 없던 차에 게임 채널은
소설네트워크에서 게임의 파급력을 보여 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3-3-4. 데이터형 모델

데이터형 모델은 특정 모델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가 아닌, 목적에 따라
행위를 한 결과에 따른 데이터나, 그 데이터를 묶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는 방식이다. 네이버나 구글의 검색이라는 분야는 데이터형 온라인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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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ocialmediaexaminer.com/foursquare-are-you-checking-out-thehottest-social-media-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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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싱의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다. 최근의 음성 검색 방식은 데이터형
오픈콜라보레이션 방식을 기반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이 방식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 것을 기반으로 점점 데이터를 정량화 하여 기준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발전되고 있다. 데이터가 쌓일 수록 높은 인식률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아이폰의 ‘시리(Siri)’가 있다. 이렇게 데이터 기반
모델은

사람들의

직접적인

활동으로

만들어진

데이터이기

오픈콜라보레이션의 기본 정의와도 일맥 상통한 부분이 크다.

때문에

기존의 정보

내용에 근거한 방식에서 사람들이 링크한 횟수에 근거를 두는 방식으로 변화한
것이다. 링크한 횟수는 추천 이나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러한 알고리즘의 대부분은 협업적 필터링

52

이란 기법을 사용한다.

향후에는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한 데이터를 오픈 콜라보레이션 방식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형 모델은 집단지성의 통합에 의한
오픈콜라보레이션 모델로 편리한 디자인프로세스를 재편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내비게이션의 GPS정보를 통해 전국의 실시간 교통정보를 만들고
있으며, 이는 제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디자인 영역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도시의 철도나 건물에 설치된 센서들을 통해 주위의 습도나
온도, 소음의 정도 등을 측정하는 데 이용되어, 각 지역의 개발이나 재난
발생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3-3-5. 집단 예측 모델

오픈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사람들의 예측을 실제 디자인에 적용하는 것은
디자이너 입장에서 단계를 단축시켜주고 경험을 느낄 수 있는 방법 좋은
협업적 필터링: 이 기법은 이용자들의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다. 수요자가 공급자가 되나
이들은 그들의 패턴을 직접 드러내고자 할 의사는 없다.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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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될 것이다. 특히나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집단의 예측을 통해
창의적인 디자인, 상품화할 모델에 대하여 대중의 예측이 비교적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 이것은 다수의 사람들의 행동과 경험 그리고 수요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예측에 대한 신뢰도도 높은 편이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콜라보레이션 모델을 통해 디자이너가 생각지 못한 부분,
혹은 산업디자인 영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인 실용성에 대한 영향을 직접
받아 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대중들의 집단지성을 활용해 미래를
예측하는 모델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중들의 집단적인 인지적 편향을 얼마나 감안하고 주의할 것인지,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것인지, 이러한
예측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와 전문가의 의견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대중들의 집단지성은 스스로 문제점을
교정하면서

진화

소셜네트워크분석

한다는
53

, 빅데이터

점에서
54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최근

등에 주목하는 것도 대중들의 집단적인

생각이 미래를 내다 볼 수 있는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53

수학의 그래프이론에 따라 연결 구조와 연결 강도 등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기법.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상에서 정보의 허브 역할을 하는 사용자를
찾는 데 주로 활용되고 텍스트 마이닝 기법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확산된 내용과 함께
연결의 맥락을 파악하여 분석하는 기법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소셜네트워크 분석 [Social Network Analysis, -分釋] (IT 용어사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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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란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로 그 규모가 방대하고, 생성 주기도 짧고, 형태도
수치 데이터뿐 아니라 문자와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를 말한다. 빅데이터 환경은
과거에 비해 데이터의 양이 폭증했다는 점과 함께 데이터의 종류도 다양해져 사람들의 행동은
물론 위치정보와 SNS를 통해 생각과 의견까지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빅데이터 정의 (빅데이터, 2013.02.25., 커뮤니케이션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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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투표형 모델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1980 년에 출간한 [제 3 의물결(The Third
Wave)] 55에서 1 차 농업혁명과 2 차 산업혁명을 지나 3 차 혁명이라 할 수
있는

정보

통신혁명이

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프로슈머(Prosumer,

producer+consumer)라는 단어를 처음 등장시키면서 앞으로의 소비자는
상품을 소비하는 역할에서 그치지 않고 생산의 많은 부분을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생산과 소비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소비자가 자신의 취향에
맞는 물건을 스스로 창조해 나가는 능동적 역할을 하게 된다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것이다. 정보통신발달의 기술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었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자 하는 물결이 일고
있다. MIT의 본 히펠(Von Hippel) 교수 역시 소비자 중 뛰어난 사람을
발견해 신상품의 디자인에 적극 활용했다. 그는 사용자 중심의 혁신(user
centered innovation) 기법을 통해 소비자를 활용하여 기업이 생각하지
못했던 신제품을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이미 의료기구,
윈드서핑보드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 그의 연구는 ‘앞서는
사용자(lead users)’를 잘 활용하면 아주 적은 비용으로도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56

4food는 미국 뉴욕의 햄버거 브랜드 이다. 신선하고

건강한 햄버거를 모토로 이 가게의 가장 큰 특징은 1 억 4,122 만 가지의
햄버거 종류가 있다는 것이다. 많은 가짓수를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만들고 이에 따르는 자신들 만의 햄버거 이름을 붙이고 주문도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홍보 효과도 볼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햄버거를 주문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레시피를 다른 누군가가 주문을 하게 되면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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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빈토플러(2006). [제 3 의 물결]. 원창엽 옮김. 서울: 홍신문화사
이준기, 오픈콜라보레이션, 삼성경제연구소, 2012,.p.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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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센트의 적립금을 쌓아 주기도 한다. 소비자를 참여자이자 생산자로
만들어서 새로운 상품을 마케팅 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케이스 연구에서 소개되어 운영되고 있는 티셔츠
디자인 온라인 샵(Threadless.com)이다. 회원들이 자신이 디자인한 티셔츠
샘플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온라인상에서 대중들의 투표를 통해 높은 점수를
받은 티셔츠를 상품화 하는 것이다. 오픈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공급업자의
권한이었던 제품디자인의 영역을 소비자나 참여자에게 개방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 참여자들이 디자인 할 수 있도록 디자인
가이드를 제공하고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은 디자인 가이드를 다운받은 후에
디자인을 공모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선정된 티셔츠는 그 온라인 숍에서
판매되고, 디자이너에게는 2,500 달러 상당의 상품권이 주어지게 된다.

[그림 21] Threadless.com의 티셔츠 디자인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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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hreadless.com/designs>

61

57

티셔츠에 새겨지는 일러스트디자인은 물론 티셔츠의 슬로건까지 공모를
통해 상금을 주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비슷한 사례로 모드클로스(Mod

Cloth)가 있다. 모드클로스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SNS를 적극 활용한
3 세대 소셜커머스 서비스로, 의류뿐 아니라 액세서리, 머그컵 등 생활전반에
쓰이는 물품을 판매하고 있다.

58

이러한 방식은 오픈콜라보레이션 모델을

활용해 디자인에서의 혁신을 이룰 수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레고는 ‘디자인 바이 미(Design by Me)라는 서비스를 오픈 하면서
고객의 참여를 통해 보다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려는 사례가 있다. 1998 년
공동 개발로 MIT 와 함께한 ‘마인드스톰(Mind storm)”이라는 15 개의
프로그램이 내장된 변신 로봇을 개발하였다. MIT 학생 중 한 학생이 프로그램
코드를 자신의 취향에 맞춰 자기만의 로봇을 만들어 내기 시작한 것이다.
레고측에서는 이를 자신들이 투자한 자원을 빼돌린 것으로 간주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하였으나, 마인드스톰의 판매가 늘어남을 보고 이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틀었다. 결과론적으로 ‘디자인 바이 미’ 서비스를 시작함으로써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원하는 데로 수정하고 디자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에 대한 정보를 다른 고객과 공유하면서 더 많은 창의적인 로봇들이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었다. 2008 년부터는 아예 고객들로부터 공모를
시작하였고, 투표를 통해 선정된 제품은 실제로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나
2012 년 레고 디자인 서비스 문제로 서비스를 중단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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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오픈콜라보레이션, 삼성경제연구소,2012,.p.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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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Lego의 디자인 바이 미(Design by me)의 커스터마이즈 제품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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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플랫폼 모델

플랫폼 모델은 중심이 되는 하나의 장소를 만들어 그 장소를 통해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이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이루어 지고 있는데 인터넷의 발달을 통해 오프라인영역에서
온라인의 영역으로 확대 된 것이다.

Shop 역시 집단지성을 활용한 모델이다.

아마존닷컴과 연계되어 아마존닷컴의 상품 정보, 가격 정보, 상품의 평가 정보
등을 자신의 웹 페이지에서 아마존닷컴의 상품을 자신의 상품처럼 팔게 하는
서비스이다. 자신이 만든 웹에 상품의 정보(사진, 가격, 상품 상세 정보, 고객
상품 평)를 모두 끌어다 붙여 직접 상품을 파는 것이다. 고객은 이 상품을 파는
주체가 아마존 닷컴임은 모르지만 이 페이지를 통해 주문한 상품은
아마존닷컴에서 배송, 결제, 반송까지 책임진다. 인터넷을 통해 협력이
완벽하게 구현되어 새로운 창의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다.
59<

http://ldd.lego.com/en-us/gallery/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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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프로슈머 모델

프로슈머란‘생산자’를 뜻하는 영어 ‘producer’와 ‘소비자’를 뜻하는 영어
‘consumer’의 합성어로, 생산에 참여하는 소비자를 의미한다. 이 말은
1980 년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가 그의 저서 《제 3 의 물결》에서,
21 세기에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허물어질 것이라 예견하면서 처음
사용하였다. 프로슈머 소비자는, 소비는 물론 제품 생산과 판매에도 직접
관여하여 해당 제품의 생산 단계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소비자의 권리를
행사한다. 시장에 나온 물건을 선택하여 소비하는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자신의 취향에 맞는 물건을 스스로 창조해나가는 능동적 소비자의 개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60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방형으로 사람들과 디자인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이를 제품화 하는 사례들과는 그 방향이 다르지만,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고 머릿속에 그리기만 했던 아이디어를 디자인 제품으로
창조하는 것에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Case-mate는 휴대용

단말기 케이스 디자인을 하는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을 적합한 그래픽
디자인을 차용하거나, 원형의 백그라운드의 일부, 또는 요소 등만을 차용해서
자신만의 디자인을 각기 다르게 완성시킬 수 있다. 이렇게 완성된 디자인을
온라인을 통해 주문을 요청하면 오프라인으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디자인을
형성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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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백과] 프로슈머 [prosumer] (대중문화사전, 2009, 현실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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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케이스메이트 CUSTOM 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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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분야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볼 수 있다. Laudi Vindi 의 핸드백은 이
회사의 이름을 거꾸로 읽어보면 ‘Individual’이 된다. 소비자 개인의 개성이
넘치는 디자인을 존중하기 위해 소비자가 디자이너가 되어, 소재 및 디자인
컬러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 첫째로 핸드백의 실루엣을 선택한 다음에 소재
및 액세서리의 옵션을 선택하고 주문을 거쳐 수일 내 완성된 디자인 제품을
통해 받아 볼 수 있다. 디자이너가 완제품을 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이너는 반제품을 디자인하고 나머지 옵션들을 고객이 원하는 대로 새로
제작할 수 있다는 점이 디자이너나 소비자 모두에게 역할을 커졌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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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ustom.casemate.com/diy?bypassLandingPage=true#design/iphone6_t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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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Laudi Vindi 실루엣 디자인보드

62

프랑스의 로난(Ronan)과 에르완 보울렉(Erwan Bouroullec)의 형제
디자이너는

처음

크바르드라트(Kvardrat)에

디자인

제작의뢰를

받고

클라우드 시리즈를 시작하였다. 이는 구매자가 원하는 형태대로 사용목적에
따라 조립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되는데, 이는 완제품이 아니라 사용자가 최종
완성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디자인에 역할을 사용자에게 드리울 수
있도록 미완성제품을 디자인해서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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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udividni.com/sty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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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크바드라트(Kvadrat)사의 클라우드(Cloud)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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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껏 살펴본 사례들을 통해 오픈콜라보레이션이 온라인 상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떠한 장점과 단점들이 있는 지까지 살펴 볼 수 있었다.
기술의 발달로 오픈소싱의 방식이 편리해졌고, 협력의 방식을 통해 다양하게
구현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렇듯 오픈콜라보레이션의 다양한
모델들을 통해 새로운 문제해결 방식이 필요할 때마다 오픈 콜라보레이션
모델을 적용하여 혁신에 성공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례들을 종합
분석하는 결과를 표로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앞으로 온라인오픈플랫폼에서
협력을 통해 창의적 산업디자인 산물이 나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제시 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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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vadrat.dk/collection/detail/uid/80230090-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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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온라인 오픈플랫폼환경에서의 디자인 사례 분석 종합

[그림 26] 온라인 오픈 플랫폼 사례연구 재구성

온라인 환경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례들을 통해 디자인의 기능적
요소에서의 접근성, 사용 성, 최신성, 영속성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이를 다시
공공디자인과의 관계성을 재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융합, 참여, 공유, 보상,
편리, 즉각 과 같은 필수 요소들이 필요함을 도출 할 수 있다. 이를 시각화
이미지로 표현해 보면 다음과 같다.

68

[그림 27] 온라인 오픈플렛폼 사례 유형별 관련성 재구성

접근성, 사용 성, 최신성, 영속성의 기술적 바탕을 둔다는 전제하에 온라인
오픈 플랫폼 형태에서 보여 지는 공통의 요소들의 연관성을 집어 본 결과이다.
융합은 디자인 내의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와의 융합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직접 디자인 부터 서비스와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점을 고안해 보았을 때 나온 결과이다.
참여는 오픈플랫폼의 형성의 기본이 되기도 한 요소 이기 때문에 모든 분류에서
참여는 필수적인 요소로 형성되어 있다. 참여의 요소를 이끌어 내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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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자체가 형성이 되지 않는 구조 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이해관계자나 혹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하느냐의
문제가 아직은 장벽이 있어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 오픈 플랫폼의 특성상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측면이라든지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이에 이 부분의 활성화를 위한
제안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어느 카테고리 안에서 보상은 빠질 수 없는 부분이다. 이는 참여와 보상의
관계가 마치 수요와 공급과 같은 방식으로 연관 지을 수 있는데, 경제적 형태,
심리적 안정, 자부심 등 다양한 형태로 어떻게든 보상이 이루어 지고 있다. 이에
공공디자인 영역에서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간과 할 수 없는 것이다.
편리와 즉각 성의 측면에서는 온라인 환경에서의 즉각성과 편리성은
참여를 유도하고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지며 더 많은 정보가 오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현대에 이르러,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기술적 혹은
사회문화적 측면 모두에서도 큰 흐름이라 볼 수 있다.
앞서 살펴 보았던 디자인 사례들은 일반적인 디자인 영역에서 진행되는
사례들이다. 이 사례들을 어떻게 공공디자인에서 적용 가능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부와 가능성을 다음의 표에서 볼 수 있다.

70

[표 8] 행동패턴에 따른 공공디자인으로의 적용 가능 여부

위의 정리된 요소들을 통해 투표, 공유, 코멘트, 참여, 업데이트, 태그 등의
온라인에서의 행동 패턴을 통해서 공공디자인으로의 적용 가능성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채팅 및 게임과 같은 형태는 공공디자인에서의
연계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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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디자인 오픈플렛폼 사례연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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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온라인 오픈플랫폼환경에서의 디자인
문제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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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온라인 오픈플랫폼환경에서의 디자인 문제 해결 방안

건물이 사회적 연결구조를 수반하고 그 환경의 흐름과 스토리를 담는 것은
그 공간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몫이다. 이러한 사회적 교류를 수반하는
공공공간은 개반된 공간으로 이 공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에 의해 다양한 사회적
관계성을 포괄한다. 같은 공간이라고 해도 다른 교류의 양상과 개성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공공공간이기 때문이다.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디자인
참여효과를 통해 공공디자인 앱기반 오픈 플랫폼을 제안하는데 의의를 둔다.
또한 이러한 플랫폼을 제시 함으로써 오픈콜라보레이션의 가능성도 확대 될
것이라 기대하고 나아가 오픈코크리에이티브 상승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디자인 리터러시의 확산을 위한 방법으로 통용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공공디자인 앱기반 오픈 플랫폼을 제안 한다.
디자인 리터러시의 확산에는 사용자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우선이다. 수용자에게 디자인을 노출 시키고 많은 양의 정보의 교류가 이루어
지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이고,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선별적인 안목을 기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두 번째이다. 세 번째로는 수용자가 자발적으로 응용할 수
있고 창의성을 발휘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안하는 것이다.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도 자유롭게 디자인에 대해 발상하고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확산의 목적을 둔다면, 수용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인터넷

환경이고

스마트기기이다.

스마트기기의 보급이 확대 되었고, 앱의 사용이 자유로워진 만큼, 이 환경을
통한 플랫폼 제안은 수용자로 하여금 편리성을 제공 할 수 있어 디자인
리터러시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덧붙여 정보 교류와 흥미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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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의 개발로 인해 참여와 보상을 제안할 수 있게 하여 디자인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더욱이 공공의 장소를 논할 때에는 그
공간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더 많은 경험과 관찰을 통한 아이디어 발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이를 디자인으로 연결할 수 있는 앱기반 공공디자인
플랫폼을 제안하는 것이다.

4-1. 정보공유

스마트 기기의 발달과 함께 인터넷환경이 손안으로 들어온 시대에 온라인
인터넷환경에서의 웹으로 실현되었던 방식들이 이제는 앱의 방식으로 네트워킹
되고 있다. 앞서 연구된 온라인 오픈 플랫폼의 사례와 분석을 통해 몇 가지 문제
점들이 발견되었고, 각 요소들이 적용 될 수 있는 환경 또한 기술의 발달과 함께
다르게 전개 되어야 함을 인지할 수 있다. 기술적 측면에서의 검색 기술 및
아이디어 시각화 기술과 앱과 소설미디어에 대해 알아본다.

4-1-1. 앱과 소설미디어 현상

기술의 발달로 스마트 기기의 확산과 다양성이 웹보다는 앱의 실행이
익숙한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설미디어(SNS) 64의 등장으로

소셜 미디어는 트위터(Twitter), 페이스북(Facebook)과 같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 SNS)에 가입한 이용자들이 서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면서 대인관계망을
넓힐 수 있는 플랫폼을 가리킨다. 소셜 미디어는 구어 뉴스 시대를 전자적으로 완전 복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SNS 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입으로 직접 뉴스를 말하거나 전달하고, 그
뉴스를 들으려고 전달자 주변에 몰려든다. 오늘날 우리는 미디어의 유형만 다를 뿐, 구어 뉴스
시대의 커피하우스 같은 SNS 에 모여 들어 새 소식이 없는 지 기웃거리고, 뉴스가 있으면 큰
소리로 전하는 크라이어(crier)의 역할을 하면서 살고 있다.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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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의 소통과 네트워킹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기술들은
웹보다는 더 잦은 이용률을 보이고, 스마트 기기를 항상 지니고 다니는
대다수의 현대인들에게 용이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이다. 더욱이
공공의 장소를 디자인하는 대해 있어 공간의 인지적 기능으로 사회적 활동의
범위가 인지적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 같은 맥락으로 소설미디어의
핵심은 사회적인 것이라 전제할 때 타인의 반응과 소통과 경험의 공유들이
공공디자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소설미디어의 이용자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소통이 참여와 창의성을 확대
할 수 있고, 정보에 대한 익숙함으로 리터러시 또한 증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미국의 ‘소설미디어 활용에 관한 공무원 행동강령’, ‘트위터, 유투브,
블로그, 플리커 등 소설미디어 활용 지침’, 영국의 ‘공공기관을 위한 공식
트위터 활용 매뉴얼’ 등을 통해 SNS를 통한 대국민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공공의 가치 공유, 성공적인 주제의 선정, 책임 있는 대화, 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비밀 보안, 실수에 대한 대처 방은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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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언어의 시각화
디자인을 함에 있어서 시각적인 언어로 소통하거나, 비언어적인 언어로
소통하는 일이 많다. 그것은 비언어적인 소통 방식이 디자인의 발상과 기법
그리고 형태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디자인에서의 발상을 할
때 비언어적인 소통 방식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디자인 방법론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발전된 기숭에 접목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안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소셜 미디어 (뉴스 미디어 역사, 2013.02.25., 커뮤니케이션북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26280&cid=42192&categoryId=42193>
65 <http://prworld.blog.me/20127277611, 20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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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검색엔진의 시각화 현상

구글, 네이버의 검색엔진에서의 지식인과 구글 어스 66그리고 이미지 검색과
음성검색으로 검색을 위한 폼들이 제안되면서 사람들은 더욱 편리하게 정보를
획득 할 수 있다. 단순히 제품의 발달이 사용자의 편의를 제공했다는 것 보다
이러한 인터랙션 및 디자인 서비스들이 정보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28] 구글 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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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된 검색 기술이 펼쳐 지면서 동시에 이를 시각화 하여 이미지로
전달하는 방식 또한 편리하게 쓰여지고 있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비언어적인 방식의 소통과 표현은 익히 알고 있는 바이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과 방식을 이용하고 습득할 수 있는 디자인 오픈 플랫폼이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나 공공디자인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찾아 볼 수가 없다.

세계 어느 곳이든 가상으로 여행해보세요. 3D 건물과 사진, 지형을 둘러보며 도시나 관광 명소,
기업을 찾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

66

네이버지식백과,<http://software.naver.com/software/summary.nhn?softwareId=GWS_00015
2>
67

구글어스 이미지, 네이버 이미지 검색, <http://cafe.naver.com/seacoffee/38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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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네이버 음성검색 68

페이스북,

트위터

에서부터

인스타그램과

핀터레스트에

이르기까지

소설미디어의 형식은 더 자유로워졌으나 그 분야는 더욱 전문성에 집중하여
한가지 컨셉에 집중하기 시작하였고, 앱의 기능이 그러하듯 많은 것을 담지
않고 한가지 주제를 가지되, 그 주제에 응하는 다양한 정보전달과 표현은
이용자들의 몫인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화된 주제를 다루기 위해 검색의
방식과 이미지의 시각화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인스타그램은 잘 찍은 사진을
공유하고 태그 하는 여느 SNS의 기능에 ‘사진’이라는 컨셉 하나를 가지고
카메라의 기능을 발전시켜 앱에서 구동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트위터의 해시태그

69

는 이용자들의 검색을 용이하게 하며 키워드를 통해

상태나 현상을 표현하도록 한다. 이러한 기능들이 현재 앱기반의 공공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할 때 편리하게 이용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플리커(Flickr) 태그
기반 인터넷 앨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플랫폼이다.

68

네이버 음성 검색, 네이버 통합검색,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

69

트위터의 한 기능으로 '#' 뒤에 특정 단어를 넣어, 그 주제에 대한 글이라는 것을

where=nexearch&query=네이버+음성검색&sm=top_hty&fbm=1&ie=utf8>
표현한다. 예를 들면, 음악에 대한 글이라면 '#MUSIC'을 입력하는 것이다. 해시태그는

검색의 편리함을 위해 도입된 기능이지만, 특정 주제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드러내는
방식이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38308&cid=43667&categoryId=4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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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참고 이미지

내용

Retriever

워싱턴

주입대학의

데이비드,

아담 그리고 척에 의해 기원된
Retrievr 는 간략한 스케치로
관련된 이미지를 찾을 수 있게
만든 검색엔진이다.
compfigh

일반적인 이미지 검색 방식으로,

t

찾고자 하는 이미지의 단어를
입력하면

그와

관련된

이미지들이 나열되는 것이다.

Photo

자신이 기재한 포스트나 기사에

dropper

대해 적절한 이미지를 자동으로
매치하여 추천해주는 방식이다.

Flickr

색상표 (RGB 차트)를 이용해

Color

비슷한 이미지를 제공해 주는

Select

것이다.

Flickr

찾고자 하는 이미지를 찾았는데

Babel

그 이미지에 대한 설명이 다른
언어로 되어 있을 때 즉각적으로
번역을 해주는 시스템이다.

Flickr-

단어를 입력하면 연상될 수 있는

storm

어떤 이미지든 나열된다.

Flick river

그날의

가장

핫한

추천된다.

[표 10] 플리커 검색엔진 웹 도구

70<

70

http://www.honeytechblog.com/9-great-flickr-search-web-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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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가

플리커에는 다양한 검색 엔진들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이용자의
창의성과 즉각성 그리고 참여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표 11] 과 같은 웹의 다양한 검색 엔진 기술들을 스마트 기기에서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 공공디자인에 적합한 검색 엔진들을 앱의 형식에서
구현 될 수 있게 하여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창의력을 발휘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

4-3. 협업 창의

이미 공유된 아이디어나 디자인 혹은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여러 사람들이
다시 협업의 과정과 공유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새로운 형태로 재 탄생 시키는
것이 재형상의 과정이다. 기존에 존재 했던 것들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또한 창의적인 디자인의 탄생으로 볼 수 있다.

4-3-1. 아이디에이션 및 피드백

오픈 디자인의 특성을 보면, 협업과 공유는 기본적인 특성으로 같은 주제를
가지고도 참여하는 사람과 환경의 분위기에 따라 다른 형태로 표출되기도 하며,
협업으로 이루어진 디자인을 공유를 통해 재형상화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창의성도 유발 되고 근본적으로 협업과 공유를 바탕으로 구조의
틀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협업과 이를 공유하려는 마인드가 없으면
디자인 오픈 플랫폼은 운영 자체가 어렵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협업과 공유를
할 수 있는 앱기반 오픈 플랫폼이 온라인과 마찬가지로 활성화 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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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기대하는 요소 이다.

사용자들의 아이디어 발상과 전문가와 이를

공유하는 모든 이용자들간의 피드백을 통하여 디자인 아이디어를 다듬을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제공한다.

4-4. 제작

공유된 디자인에 대해서 실질적인 생산을 돕는 것 또한 오픈 플랫폼의
과정의 일환으로, 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전문적인 지식의 부족과
판단력의 부재로 좋은 아이디어가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실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4-4-1. 선택 및 매칭

수렴과

매칭의 프로그램을

형성하여,

다수의

지지를 얻은

디자인

아이디어나 의견을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매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전문가들의 참여는 협업의 형태를 통해 참여 될 수 있을 것이며,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협업의 과정을 도와 줄 수 있게 하는 것을 제안한다. 기술적인
제약으로 제품화하는 것에 실패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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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오픈 디자인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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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앱기반 공공디자인 오픈플랫폼 제안

5-1. 공공디자인 앱기반 오픈 플랫폼 구조

앱에서 행해지는 기존의 소설미디어 형태와 온라인 오픈 플랫폼
환경에서의 디자인관련 사이트 플랫폼의 장단점을 가리어 디자인 아이디어
창의 발상을 유도 하는 것, 발상된 아이디어를 정리하여 시각화 하는 모델,
디자인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모델 그리고 디자인 아이디어를 채택하고 의견을
조율 하는 과정을 구조로 형성하고 프레임을 시각적으로 제시 하고자 한다.

[그림 30] 공공디자인 앱 모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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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프로토타입 디자인 프로세스
공공디자인 오픈 플랫폼을 앱의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방안을 재현하고자 한다. 각각의 구조는 이전의 이론들을 바탕으로 형성된
구조로써,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에 중점을 맞추어 제작하였다. 다음은
협업창의 공공디자인 앱 서비스 구성도 이다.

[그림 31] 공공디자인 앱 서비스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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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공공디자인 정보 공유
피드를 통해 사용자가 업로드 한 공공디자인 관련 게시물들이
사용자들끼리

맺은

관계를

통해

선별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다.

디자인아이디어나, 이미지 등 스마트기기를 통해 사용자에게 노출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공디자인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고 쉽게 부담 없이 업로드하고 정보를
익힐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나아가 전세계의 공공디자인 정보에
대해 노출되어, 공공디자인에 대한 생각을 확장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2] 공공디자인 ‘DistricA’메인 화면 1

공공디자인에 대한 이용자들의 보고 느끼는 모든 정보를 쉽게
업데이트 하고 한눈에 볼 수 있는 타입으로 모델을 제안한다. 관련
이미지 검색과 생각했던 아이디어를 업로드하고 나의 관심사와 혹은
나의 지역에 관하여 정보가 추려져 인지 할 수 있도록 구성하며,
사용자의 간단한 프로필과 아이디 등이 기재 되며 문제가 되는 부분의
사진이미지나, 아이디어 관련이미지를 볼 수 있게 된다. 업로드 된
내용에

‘좋아요’아이콘을

통해

아이디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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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진다. 또 간단한 코멘트를 관계를 맺은 사용자끼리 남길 수 있도록
구성한다.

[그림 33] 공공디자인 ‘DistricA’메인 화면 2

[그림]33 는 사이드메뉴, 페이지타이틀, 알림, 추천 수, 내용이 2 열
열림방식으로 나열되어 보여진다. 사이드메뉴를 클릭시 feed, trend, 아이템
검색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페이지 타이틀은 현재 페이지의 위치 정보를
노출하며 알림을 통하여 팔로우, 댓글, 좋아요, 멘션 등의 업데이트가 효시된다.
추천수는 아이디어나 정보에 대해서 이용자들이 동의하는 의견 표출을 아이콘
화 한 것이며 이는 숫자로 드러난다. 내용은 구체적인 대화 및 코멘트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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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공공디자인 ‘DistricA’메인 화면 3
[그림 34]

은 글쓴이 표시영역, 시간표시, 텍스트 영역, 해쉬태그로

설명 할 수 있다. 글슨이 표시영역에는 컨테츠를 올린 사용자의 프로필
이미지를 재미있게, 개성있게 드러낼 수 있는 정보 제공을 한다. 시간 표시
여역은 컨텐츠 업로드 시간 정보를 제공하며, 텍스트 영역에는 해당 유저가
시간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해쉬태그는 텍스트 입력시 #을 단어 앞에 붙이면
자동으로 표시 된다. 색상 및 볼드 처리로 제공하여 클릭시 검색 결과를
제공한다.

[그림 35] 공공디자인 ‘DistricA’메인 화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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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는 사이드 메뉴바에 대한 이미지로 사이드메뉴 바를 클릭시
내가 업로드한 이미지 및 정보를 갈 수 있는 메뉴와 fee, trend 검색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그림 36] 공공디자인 ‘DistricA’메인 화면 5

[그림 36]는 알림 기능에 대한 세부 이미지로, 알림은 팔로우, 댓글,
그리고 좋아요, 멘션, 업데이트를 표시한다. 클릭시 아이콘 활동시간, 해당 유저,
해당 컨텐츠 정보 제공을 도와준다. 자체 컬러 시스템을 도입하여 소통과
관련된 댓글, 팔로우, 멘션, 아이콘은 아쿠아마린 컬러, 그외 기능은 레드
컬러를 적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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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디자인 아이디어시각화 모델
디자인에 있어서 아이디어를 시각화 하는 것은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의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다.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영감을 얻고 창의적인 발상을
도울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시각화한 검색엔진을 도입해,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다양한 발상을 도와주게 된다.

[그림 37]은 시각화된 검색 필터로, 카테고리 아이템 검색 필터이다.
클릭시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컨텐츠 검색 결과 알람이 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검색결과 페이지는 3 일동안의 뷰를 기본으로 제공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검색 결과를 찾도록 유도한다. 이미지 검색은 검색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사진첩에서 불러오면 관련 이미지들이 정렬된다.

91

[그림 37] 공공디자인 언어의 시각화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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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디자인 아이디어 협업 창의
어플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서로 자신의 스케치 아이디어를 공유 할 수
있고 업로드 된 스케치 혹은 SWOT 분석, 브레인 스토밍(Brain storming)
그리고 자유로운 발상까지 의견을 덧붙일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문제를 제기해보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용자 스스로에게
보상과 자부심 그리고 다른 이용자들의 생각도 알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림 38] 공공디자인 ‘DistricA’ 협업 아이디어 화면 1

아이디어 표현하기는 수정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으로 누구나 손쉽게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림 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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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공공디자인 ‘DistricA’ 협업 아이디어 화면 2

컨텐츠 텍스트 영역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글로 간단히 쓸 수
있다. 좋아요 버튼은 클릭시 해당 영역 아이콘 디자인이 변화하게 된다. 또한
좋아요를 누른 횟수만큼 카운트가 올라가고, 다시 누르면 내려가게 된다. 댓글
입력 영역에 댓글 입력이 자유롭게 가능하다.

[그림 40] 공공디자인 ‘DistricA’ 협업 아이디어 화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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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공공디자인 ‘DistricA’ 협업 아이디어 화면 4

[그림 40]는 어플리케이션간 사진이 공유되어 다른 SNS 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편리하게 정보를 저장 및 공유할 수 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하고 본인이 올린 아이디어에 대해
자유로이 토론 및 수정할 수 있도록 단체 채팅과 유사하게 참여하여 응용하고
비판의 과정을 겪을 수 있는 아이디어 발상 툴이다.

5-2-4. 공공디자인 아이디어 제작의 매칭
공공디자인의 아이디어를 실제로 실행 시키는 데에는 오픈 플랫폼에서
중요한 부분이나, 실제로 실행하는데 많은 이해관계와 제약들이 존재하므로 실
제품으로 이어지기가 어렵다, 또한 일반 사람들의 아이디어의 채택 및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심리적으로 매칭 모델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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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이용자들의 아이디어도 실제화
시킬 수 있고, 전문 디자이너들도 사용자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참고하여 자신의
능력을 나누어 협력적인 창의 디자인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2] 공공디자인 아이디어 제작의 매칭 1

공공디자인 아이디어 제작의 매칭 단계를 실행하기 위하여서는
팔로워 간의 정보 표시로 인해서 즉각적으로 뉴스피드를 받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먼저다. 그 후 좋아요를 누르거나, 팔로잉 또는 팔로워의 통계분석에 따라
추천 매칭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이것이 추천하는 유저로 표시 된다.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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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를 업로드한 유저 정보를 표시 할 수 맀게 해주고 이는 업로드 버튼을
통해 가능하다.

[그림 43] 공공디자인 아이디어 제작의 매칭 2

유저네임과 프로필이미지를 통해 유저의 메인 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하다. 해당 유저의 메인 페이지 네임 및 팔로잉과 팔로워 수가 표시 된다.
팔로잉 아이콘을 재 클릭시 팔로잉이 취소된다. 매칭은 클릭시 이메일 앱이
작동하여 편지쓰기 및 관심있는 디자인에 아이디어를 전문가가 직접 컨택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림 4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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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제 6 장 결론

6-1. 연구 결론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리터러시를 위한 협업과 창의를 통한 공공디자인을
앱기반 오픈 플랫폼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과 의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창의적 협력 디자인 사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창의성과 협력이 변화하는 시대에 디자인에서 요구되고 있는 부분과
중요성에대해서 언급하는 것으로 연구의 시작을 출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의 최종 목적이 될 수 있는 바는 협력과 창의를 위하여는 디자인에 대한
수용력과 인식이 얼마나 가능할 것 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 이에 디자인
리터러시를 새로이 정의 하고 이를 통해 공공디자인 아이덴티티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입증 하고자 계획을 새웠다.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공디자인의 범위를 설정하고 현재 실행되고 있는 온라인 오픈 플랫폼에
대하여 연구 하게 되었다. 연구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의
구조를 제시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최종 제안해
보았다.
디자인 리터러시의 확산을 위하여서는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3 단계의
과정을 통해 진정한 수용력을 발휘 할 수 있음을 밝혔다. 1 단계는 인식 및
수용의 단계, 2 단계는 응용 및 비판단계, 그리고 마지막 3 단계는 영향 및 창조
단계로 결론을 지었다. 이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실제로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현재의 온라인 오픈 플랫폼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온라인 오픈 플랫폼에서 디자인을 구현할 때 꼭 필요한 요소를 4 가지로
추려 낼 수 있었다. 접근성, 시각화, 재형상, 생산성의 요소를 통해 앞서 연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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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리터러시와의 관계성을 엮어, 협력 창의 공공디자인 앱에서 어떠한
구조로 실현되어야 할지를 제안해 보았다. 첫 번째는 공공디자인 아이디어
정보노출 이었다. 그 다음은 공공디자인 아이디어 시각화 모델이며, 공공
디자인 협업 공유 모델과 공공디자인 아이디어 선택 모델을 제안 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과 함께 프로토타입을 모델을 제시 하였다.
본 연구는 협업과 창의의 보다 구체적인 실현방안으로 앱기반 공공디자인
오픈 플랫폼을 제안하였고, 궁극적으로 이는 디자인 리터러시를 통한
우리나라의 공공디자인 아이덴티티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에 의의를
갖는다.

6-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를 통해 협업과 창의의 중요성과 이를 실제로 구현 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앱기반 오픈 플랫폼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디자인 리터러시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의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프로토 타입을 실제로 구현하여
사용성에 대한 평가와 분석의 과정의 부재로 그 실효성을 입증하는데 실패한
부분이 있다. 또한 앱의 구현으로 실제로 제품화되고, 공공디자인 영역에
실효성을 보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로 앱에서의 공공디자인 오픈 플랫폼을
구현해보고 평가와 분석의 과정을 통해, 발전 개선해야 할 부분과 설정한
단계와 프로세스의 과정이 입증 될 수 있게 향후 연구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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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Collaborative Creativity
App-based Public Design Open
Platform
to Improve Design Literacy
Lee, Jimmy
Design Major, Industrial Design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aim of this thesis is to build a guideline for a creative collaboration
through networking and open source environments. The shift from the
industrial age to the information age broadened the spectrum of possible
areas of work for designers, from products that have a physical body to
service design or other products without a physical presents in our world.
The era of designers alone contributing to the design process have shift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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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boration between multiple fields producing influence that can be seen
through multiple cases.
Through comparing and analyzing existing design thinking and creative
thinking for building an collaborative design, which will lead to building a
guideline for implementation in various forms that occur during networking
to propose the final Public design app-based open platform.
The study will start with pointing out the importance of collaboration in
a creative design thinking and design literacy. Fallowed by identification of
two themes first be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reativity and design
collaboration, secondly design literacy and creativity. After that, studying on
public design would open the way to realize I’ve been researched and
analyzing publications and case studies. Finally building a new guideline for
collaborative creative public design open platform resulted with the findings
above.
The discussion process will be led by answering the following questions.
Problems with a design based online open platform process, and how to
structure collaborative creative public design open platform. The questions
above will be driven from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reativity
and design, and the design literacy has in an open design platform state.
In concussion, this study will suggest an app-based public design
guideline through networking keeping the efficiency and relationship of the
collaboration process, based on design literacy steps and 4 open design
features.
The new guideline is expected to offer a practical implementation for an
app-based collaboration and the creative public design. Further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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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ers will be able to break down the boundaries of other design areas
and various studies beyond design. It is also expected that this platform will
help spread the design thinking to everyone building up the design identities
in Korea public design.

Keywords design collaboration, creative design, design literacy, public design,
open cocre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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