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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설계

김 용 세 성균관대 기계공학부 교수(서비스융합디자인 협동과정 주임교수) ㅣ e-mail : yskim@skku.edu

이번 기계저널 테마기획의 주제는 융합설계이다. 설계 자체가 바로 융합적인 성격인데, 여기에 수식어로 융합을 또
더했다. 요즈음 기술개발의 여러 분야에서 융합이란 표현이 많이 사용된다. 융합설계에서의 융합은 다학제간의 융합
이란 의미를 말한다. 따라서 영어로 표현하자면 Interdisciplinary Design이란 의미인 것이다.

융합설계

좋다.
일반적 설계과정은 크게, 개념설계, 기능설계, 구성

설계라는 표현과 아주 깊고 묘한 관련의 표현이 디자

설계, 구조설계, 생산설계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일본

인이란 표현이다. 과연 디자인과 설계는 서로 다른가?

기계학회 설계 및 시스템 분문의 리더역할을 하는 도시

본래 영어에서는 한 단어인 Design인데, 왜 한국어로

바의 오또미 박사에 따르면, 구조설계 및 생산설계 등

번역되는 과정에서 마치 다른 것을 의미하는 말인 것처

의 제품개발 하부과정의 경우 디지털 성향의 많은 정보

럼 설명되는 것인지. 사실 설계는 한자어이고, 디자인

가 포함되나, 개념설계, 기능설계 등의 상부과정은 아

은 외래어 표현인 것인데, 우리나라, 특히 학계에서는

날로그 성향의 비정형 정보들이 주를 이루게 된다. 바

무슨 무슨 디자인학과와 무슨 무슨 분야의 설계라고 분

로 이 상부과정의 설계는 다양한 유연성을 갖게 되며,

리하여 다루어오고 있었다. 아마도 이는 Design의 본질

설계결과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의사결정들이 이 상부

이 아닌, 주변상황이 만들어낸 외적현상이라고 할 수

과정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이 테마기획의 융합설계의

있다. 물론 설계 대상에 따라, 제품설계, 건축설계, 인터

범위에는 이보다 더 앞서는 기획과정을 포함하게 되며

페이스설계 등등 분야의 전문성을 반영하는 구체 영역

융합의 가능성과 범위는 앞부분일수록 더 크다고 할 수

이 만들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들 다양
한 설계에서의 공통 기반이 되는 부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설계자의 기본 소양을 배양하는 것이 설계교육의
중요한 핵심이다.
굳이 디자인과 설계의 분리가 굳어진 시각의 소유자
들을 위해 설명한다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기획하
고, 이들의 개념을 디자인하고, 이를 구현하는 설계를
하는 과정을 통합하여‘융합설계’란 표현을 쓰자. 설계
또는 디자인 분야의 전문가들이 아닌 경우, 헷갈림을
막기 위해 디자인설계라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표현을
쓰는 경우도 보았다. 그것이 이해를 돕는다면, 그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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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설계과정(출처: 일본기계학회 설계 및 시스템 부문 보
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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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바로 요즈음 스티브 잡스의 말을 빌어 많이들 사

및 교육 분야를 지원하고 개선시키고, ③ 이들 네 분야

용하는 기술과 인문사회과학의 융합이 이들 기획 및 개

의 협력을 도모하고, ④ 이와 같은 목표를 구현하기 위

념설계 단계에서 더욱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

한 학술대회, 워크숍을 개최하며, Special Interest

본 테마기획에서는 우선 융합설계의 전반적 동향을

Group(SIG) 및 분과들을 설치하는 전문가 단체이다.

보여주고 시대적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융합설계 전

디자인 소사이어티는 산업과 사회의 최근 요구사항

문가 커뮤니티 및 관련 학회활동을 소개하고, 차세대

을 반영하여 의사결정(Decision Making), 공학설계 프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발전될 산업경쟁력 관점

로세스(Modeling and Management of Engineering

에서 설계 기술의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이어서 대표적

Processes), 제품구조 및 모듈화(Product Structuring

인 융합설계 여러 분야의 동향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and Modularization), 설계인간행태(Human Behaviour

기계학회 생산 및 설계공학부문 이사진들로 구성된 집

in Design), 설계창의성(Design Creativity) 등 다양한

필진 6명의 글을 소개한다.

SIG 활동을 통한 최신 설계기술 개발의 방향을 설정하
고, 설계 및 디자인 분야 전문가 단체 중 가장 융합성격
이 강한 대표적 융합설계 커뮤니티이다. 예를 들어 설

융합설계 커뮤니티

계인간행태 SIG 대표인 페트라배드커-샵설계방법론교
수(네덜란드, TU Delft)는 심리학자로서 설계자와 설계

가장 대표적인 융합설계의 국제 전문가 커뮤니티는

과정을 연구하고 있다.

디자인 소사이어티(Design Society)이다. 디자인 소사

디자인 소사이어티의 대표적인 학술대회인 국제공학

이어티는 디자인에 대한 더 많은 이해를 추구하고, 인

설계학술대회(ICE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간의 발전에 디자인이 적용됨을 도모하는 국제적 전문

Engineering Design)는 매 2년에 한 번씩 개최되며, 유럽

가 커뮤니티이다. 디자인 소사이어티는 유연하고, 폭넓

지역과 비유럽지역으로 번갈아 개최한다. 최근의 경우,

은 전문가 커뮤니티로서 모든 디자인 분야에 열려 있으

2009년 ICED09는 미국의 Stanford 대학에서 Center for

며, 특히 산업계에서의 디자인 적용을 중시한다. 구체

Design Research 주관으로, 2011년 ICED11은 덴마크

적 목표로는 ① 디자인에 대한 지식체계를 만들고 또

Technical University of Denmark에서 Engineering

이를 발전시키고, ② 디자인 연구, 실무(practice), 관리

Design & Product Development section 주관으로 개최

그림 2 2013년 8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대표적 국제 융합설계 학술대회 Design Society의 ICED13

2013. 3., Vol. 53, No.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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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2013년에는 ICED 개최 사상 최초로 아시아 지

술(예: CAD/CAM/CAE, 최적화 등), 설계확실성을 위한

역으로 개최지가 옮겨와, 우리나라 성균관대학교에서

Must기술(예: 협업설계, 프로세스 관리, 모듈화 설계

융합설계연구소인 창의적 디자인연구소(Creative

등), 그리고 풍요로운 인간, 사회를 위한 Delight기술

Design Institute)의 주관으로 8월 19일부터 8월 22일까

(예: 설계이론, 아이디어 증진, 인간중심 감성설계 등).

지 개최된다. ICED13의 주제는 조화를 위한 설계

이들 중, 차세대 핵심 기술로 인간, 사회, 문화적 요소를

(Design for Harmonies)로서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 신

고려하는 Delight 기술을 제시하였다.(그림 3 참조)

구의 융합, 기술과 문화의 융합, 동양과 서양의 융합 등
을 주요 쟁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www.iced13.org)

우리나라의 설계기술도 이제는 Better 기술에 해당되
는 제품개발단계 후반부 위주의 기술개발집중을 뛰어

융합설계가 논의되는 또 다른 국제학술회의로 미국

넘어, 가치창출의 핵심단계인 제품기획 및 개념설계 혁

기계학회(ASME)의 설계공학 부문이 중심이 되어 개최

신기술 등을 중심으로 하는 융합관점의 Delight 설계기

하는 ASME 설계공학기술학술대회(Design Engineering

술 위주로 발전하여야 한다. 융합기반의 설계기술 산업

Technical Conferences)가 있다. 또한 최근 활성화되기

을 활성화하고, 제품개발 경쟁력의 대기업 집중을 방지

시작한 아시아 지역의 융합설계 관련 논의는 한국과 일

하여, 산업구조 및 산업 경쟁력의 선진화를 위한 건강

본이 매년 번갈아 개최해온 한일 설계공학워크숍

한 기술 개발 환경을 구축하고, 이러한 상황이 우수한

(Korea-Japan Design Engineering Workshop)을 중심

융합기반 설계혁신기술 인력의 양성으로 연계되는 선

으로 진행되어 왔다. 대한기계학회 생산 및 설계 부문

순환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50년 넘게 이어온 Stanford

이 주최한 2012년 설계공학워크숍(Design Engineering

대학 기계공학과 디자인부문(Design Division)의 융합

Workshop)은 한국, 일본뿐 아니라 타이완, 싱가포르,

설계 인력양성의 선도성과 세계 최고의 디자인 지식서

홍콩 등의 융합설계 연구자들이 참석하여 아시아 설계

비스 기업인 IDEO 수월성의 동반관계는 우리가 본받을

공학워크숍(Asia Design Engineering Workshop)으로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된다.

발전하였다.(www.d-workshop.org)

설계 관련 융합분야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설계인지
분야를 먼저 간략히 소개한다. 쉽게 설명하면, 설계하
기를 이해하기 위한 분야이다.

설계기술 발전사

설계인지 분야에는 설계 과정에 대한 인지적, 사회
적, 행태적 관점의 이해, 설계 창의성에 대한 이해와 이

선진국의 경우 설계기술 연구개발에 있어서 고부가

의 증진방안, 설계 기본 소양 및 이의 학습, 시각적 공간

가치 창출을 위한 제품기획 및 개념설계 기술 개발에

적 추론 및 설계관련 인공지능 등이 속한다. 디자인 소

중점을 두어왔으나, 한국의 경우, 해석 및 제조 관련 설

사이어티의 설계인간행태(Human Behaviour in

계기술 등 비교적 설계 후반부 단계의 설계기술에 대한

Design) 및 설계창의성(Design Creativity) SIG 등이 설

비정상적 강조 분위기로 부가가치가 낮은 범용제품의

계인지 분야의 대표적인 기구라 할 수 있으며, 조지메

개발에 치중하여 왔다.

이 슨 대 학 의 존 지 로 교 수 가 주 도 하 는 Design

오또미 박사의 2007년 한일 설계공학워크숍에서의

Computing and Cognition Conference가 이 분야에 특

발표에 의하면, 일본 공학설계전문가들은, 일본기계학

화된 학술대회이다. 설계인지 분야는 자칫 이론적인 성

회의 미래설계기술 동향 연구에서 공학설계기술을 세

격이 많은 학문 분야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오히려 설

가지로 분류하였다. 대량생산 효율성을 위한 Better기

계 능력 및 설계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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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하였다면, 지금까지 계속되
어 국내 설계경쟁력의 증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을 것
이란 아쉬움이 있다. 이제라도 이러한 설계인지 관련
융합연구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설계 경쟁력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연구풍토의 개선이
절실하다.
구체적인 설계인지 분야의 사례를 들어보면, 대부분
의 설계과제는 다양한 설계자들의 팀기반 활동으로 진
행되는데, 설계자 각 개인의 인지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설계팀의 구성에 반영하는 방법이 있다. Stanford
대학의 와일드 명예교수의 선도적인 인지특성 기반 창
그림 3 일본기계학회 설계 및 시스템 부문의 설계기술 동향
자료(출처: 일본기계학회 설계 및 시스템 부문 보고
서)

의성양상의 연구는 성균관대 연구진 등의 설계과정을
통한 실험적 연구 등을 통해 검증되고, 발전되어 국제
적으로 많은 실질적 적용사례를 가져왔다. Delft 공대

하며, 이들의 실용적인 방법론과 도구의 제시를 통해

배드커-샵 교수 등의 설계팀 협업과정의 연구는 다양

산업계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이다. 국내의 경우

한 규모의 설계 프로젝트 관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한때 공학계 및 산업계의 관심을 받다, 정부의 정책적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예를 들어, 혁신적인

실패의 영향으로 불행하게도 지금은 슬그머니 관심의

설계 팀의 경우, 인지적 대립이 해로운지, 아니면 오히

중심에서 사라진 공학교육 혁신의 경우, 이의 핵심이

려 혁신을 이끄는 데 필수 조건인지 등에 관한 실험적

되는 설계교육의 개선을 위한 설계인지 연구와 실용적

연구결과는 혁신적인 설계 팀 활동을 이끌기 위해 경

설계능력 증진 방법의 연구가 밑받침되는 방향으로의

쟁 및 타협 등의 대립 행태를 권장하는 실질적 처방으

대대적 노력이 필요하다.

로 이어진다.

국내 융합연구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기 이전인 2004

또 다른 설계인지 분야의 실용적 사례를 보면, 설계

년 당시 과학기술부의 창의적연구진흥과제로 출범한

문제해결 과정을 크게 설계과제, 설계팀, 설계상황 등

성균관대 창의적설계추론지적교육시스템의 연구가 바

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보기(Seeing)과정, 이를 바탕으

로 설계인지 분야의, 또한 전반적 융합연구의 대표적

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상상하기(Imagining)과정, 그리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창의성과 설계과정에 대한 기초

고 이 결과를 표현하여 다음 단계의 설계의 보기과정으

연구와 이를 통한 연구결과를 알고리즈믹 솔루션으로

로 연결하는 그리기(Drawing)과정 등의 세 과정으로

전화하는 설계추론 증진방법 연구, 그리고 이를 학습자

정의하고 이들 각 과정의 구체적 인지행위로 설계 인지

개인의 특성에 맞춤화된 교육으로 전달하기 위한 지능

과정 모델을 제시하고, 이 각 과정을 체계적으로 학습

형교육시스템 연구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된 연구에는 설

시키기 위해 시각적추론교육방법을 개발한 사례 등이

계전문가, 인지심리학, 사회심리학, 교육심리학, 인공

있다. Stanford 대학 맥킴 명예교수의 디자인 교육 철학

지능 등 설계인지(Design Cognition) 및 설계인포매틱

과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서 시작되어 성균관대로 이어

스(Design Informatics)의 전문가 들의 공동연구로 진행

진 설계인지 연구 결과의 교육적용 실례이다.

되었었다. 당시의 연구평가체계가 융합연구의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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