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이 없는 디자인은 쓸모 없는 장식일 뿐이다. 좋은 장식은 예술로 

승화될 수 있지만 디자인은 그렇지 않다. 디자인은 목적과 의도된 

목표를 가진다. 디자인은 소통하는 것이기에 그에 부합하는 내용과 뜻, 

표현 그리고 감정을 가진다. 디자인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모양, 색깔, 

재료, 소리, 그림 그리고 여러 이벤트를 이용한다. 

모든 기관이나 회사는 사람들과 소통한다. 그 중에는 매우 간단하게, 

혹은 매우 다양하고 분화된 채널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명확하고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소통에는 ‘공통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기에, 

디자인 표현 또한 ‘공통 요소’를 가져야 한다.

여기서 ‘공통 요소’는 단순히 모든 건물, 자동차, 간판, 편지봉투나 

명함에  새겨져  있는  로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공통  요소’란 

디자인이  향하는  공통의  방향을  말한다.  좋은  디자인은  어떠한 

소통에서라도 원하는 뜻을 표현해 내며, 표현되는 수단을 가리지 

Design without purpose is useless. It is decoration. Good decoration 

can become art, but that is another discussion. Design serves a pur-

pose, has an intended goal. Design is communication and therefor it 

has content, meaning, expression and feeling. To experience design, 

we use shape, colors, materials, sounds, images and events.

Every organization and company communicates. Some do it very 

simple, others use as many different communication channels as pos-

sible. What is important is to keep the message and the meaning clear 

and focused. All communications should have a common denominator. 

Therefor, all design expressions must have a common denominator. 

A common denominator is not just the logo that is placed on every 

building, car, sign, envelope and business card. A common denomina-

tor is the common direction that the design is leading to. Good design 

expresses the desired meaning in every piece of communication.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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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is not depending on the medium. Printed, spoken, on-screen, 

on billboards, in neon, in brochures, on a website: the design should 

express the same look and feel in every medium.

Good design expresses communication with a recognizable common 

denominator. This is more than using the same shape, using the same 

color or using the same picture over and over again. Good design in all 

communications, points in the same direction: the message and mean-

ing come together in the same way, every time. That is convergence. 

Good design is surprising, challenging and has impact. It is creative. 

At the same time, all designs point in the same direction.

않는다. 인쇄되거나, 말로 전달되거나, 화면으로 보여지거나, 광고, 

네온사인, 소책자나 웹사이트 등 어떤 곳에서라도 같은 느낌과 내용이 

전달되도록 디자인되어야 한다. 

좋은 디자인은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공통 요소를 통하여 사람들과 

소통한다. 이것은 같은 모양, 같은 색, 그리고 같은 이미지를 단순히 

계속 사용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좋은 디자인은 하나의 방향을 

가지는 모든 소통이며, 메시지와 뜻은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융합(Convergence) 이다. 좋은 디자인은 놀랄 

만큼 도전적이며 큰 영향력을 가짐과 동시에 매우 창의적이다. 또한 

모든 디자인은 같은 방향을 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