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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디자인 교육의 변화가 요구되는 것은 산업의 가치 변화와 시장의 요구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오늘날
디자인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건의 변화와 내부적 가치 변화는 소비자 중심의 디자인에서 이해관계자 중심의 
디자인으로 가치가 전이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본 연구는 디자인 교육의 분야별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적 
매커니즘의 내용적 제안이 목적이다. 디자인 특성화는 ‘디자인+비즈니스’의 개념으로 디자인의 고유 기능인 스타일 개
발과 마케팅, 경영 전략, 창업 등을 결합하여 창의적 사고와 전략적 사고를 융합하여 활용함으로써 디자인 시너지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영역을 뜻한다. 따라서 디자인 특성화는 우선 경제적 가치에서 교육의 정책을 실현해야 하며
이전의 도제적 교육관에서 벗어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디자인 프로세스로 전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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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hange request in design education is a phenomenon manifested by changes in the value 
of the industry and market demands. Changes in external requirements and internal values that affect 
the design industry today are shifting from consumer-centered design to stakeholder-centered design. 
At the center of these changes, design education should be transformed into an educational mechanism 
that conforms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field and design specialization should coincide with the 
direction of the capitalist market. 
Design specialization must realize the policy of education in economic value first, and should be 
changed to a design process that enhances rationality and efficiency from the previous apprenticeship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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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디자인 교육의 변화가 요구되는 것은 비단 산업계에서
의 요구만은 아니다. 오늘날 국내 정세의 변화와 외부적 
요건의 변화 등 여러 분야에서 변화되는 가치의 변화로 인
해 디자인 교육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디자인 분야는 인류가 태생적으로 지닌 문제로 인해 

외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
로 디자인은 인류의 종말이 오기까지는 디자인의 필요성
은 공존하게 된다. 디자인정책의 입안은 산업과 디자인을 
통하여 달성하고자하는 정책적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은 
시대와 지역의 일반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정
부와 산업계의 차원 모두에게 매우 의미 있는 가치와 역
할을 하게 된다[1].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7. No. 12, pp. 481-488, 2019

ISSN 1738-1916
https://doi.org/10.14400/JDC.2019.17.12.481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7권 제12호482

미래의 디자인교육은 보다 직접적이며 현실적이고 동
시에 사용성을 바탕으로 한 커뮤니케이션이 강조된 형태
로 변화되고, 미래 인간생활을 이끌기 위한 가치기반이고 
실용성의 관점에서 정책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
한 방향에서 디자인 교육은 정책적 가치기준을 수립해야 
하며 디자인 분야의 생존문제가 걸린 거시적 화두라 할 
수 있다. 

디자인특성화 교육에 관련되어 전략과 정책 체계를 구
성하는 인자들은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철학, 목표, 수단, 
타겟집단, 실행주체, 이해관계자와 정부기관, 교육기관, 
입법기관 등이 통합된 집단적 합의가 필요하며, 사회, 경
제와 문화 전반에 걸친 공론화를 통해 사회 문화적 요인, 
정부와 산업계의 의지 등 해당 기관의 이해관계를 포함
한 많은 변수들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2. 디자인특성화교육

2.1 디자인 환경의 변화
디자인의 개발과정은 필요한 디자인을 창조적 활동을 

통해 기능과 형태의 유기적인 조화를 구현하여 인간에게 
실용적이고 경제적이며 심미적인 가치를 창조하는 지식
기반의 조형 활동이다. 미래 디자인 환경이 변화되어도 
산업계의 고도화된 기능적 활동은 인공지능 등 기술의 
발전으로 대치가 가능하나, 디자인과 같은 창조적인 행위
는 기술의 발전으로 대치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디자인 산업의 환경요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종적
으로 일반사용자의 소비 트렌드와 소비 목적에 대한 이
해가 우선되어한다. 일반소비자는 스마트 컨슈머(일반소
비자, Smart Consumer)의 요인을 구성하고 있으며, 사
용자의 소비패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품의 가치를 
진작시킬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구매방식을 익히고 있
다. Fig. 1과 같이 이러한 방법으로 SNS서비스와 커뮤니
티 등을 이용해 소비 가치가 진작되는 시점이 이전의 소
비자와 다른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스마트 컨슈머는 본
인의 지출 목록에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미리 SNS를 
통해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세일정책과 
공동구매 등에 대하여 빠르게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트
렌드에 대하여 적응적 노력을 통해 현대의 소비자는 제
품의 정찰가격이 아닌 구매가격의 비율을 낮추고 있다.

Fig. 1. Design Business Strategy Process 

2.2 디자인 산업의 현황
디자인 산업은 경제활동과 제품 개발의 과정으로 접

한 관계를 지니고 공생하는 관계이므로 산업의 일부라고 
판단할 수 있으나, 디자인은 궁극적인 목적이 인간생활을 
근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산업의 가치보다는 문화의 
가치에 조금 더 근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디자인’ 
하면 ‘외관’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솔루션과 경험, 꿈
의 실현을 파는 사람이라면 디자인이 영혼의 근간임을 
깨달아야 한다[2]. 미시적인 관점으로 디자인 은 산업의 
활동과 병행해야 하는 가치이기는 하나 거시적인 관점에
서 디자인의 구조를 세분화시키게 되면, 결국 전달가치의 
핵심논지에는 문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물론 이
러한 거시적 안목으로 모든 산업분야를 분석해 보면, 다
른 산업분야도 문화적 가치를 기반으로 접근해 볼 수 있
으나 디자인 분야가 미치는 파급효과와 영향으로 볼 때 
디자인은 문화라는 것이다. 디자인 역사에서 학문과 비평
은 이러한 변화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했다[3]. 
그리고 사회 현상적 문화로 이어지면서 디자인 산업으로 
각광받게 되었다. Fig. 2.를 참조해 보면 디자인 산업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둘째 문화산
업의 직군을 지니고 있다. 셋째 콘텐츠 분야에 근접한 분
야로서 하드웨어와는 분리되는 구조이다. 넷째 자본이 적
게 들고 지식집약의 산업이기 때문에 미래 성장 동력으
로서 국가 경쟁력의 근간을 이룰 수 있는 산업이다. 

2.3 디자인 특성화의 요구
디자인 교육과정에서 특성화의 요구는 보다 많은 기회

요소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디자인 
교육과정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요구사항은 디자
이너가 소비자의 트렌드를 인식하고 적응할 수 있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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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esign business component relationships

제로 작동되어야 소비자의 구매시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의 소비자는 스스로 직접 상품의 개발을 요
구하며 가치를 제안하게 되면, 생산기업이 이를 적용하여 
신제품을 개발하는 프로세스도 일반화되고 있다. 디자인
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이루어
진 새로운 소비계층인 프로슈머는 아날로그 시대의 소비
자보다 적극적인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디자인 특성화는 경제적 가치를 진작시킬 수밖에 없
다. 이러한 요구는 디자인 산업계의 전반에 걸친 문제이
며, 시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디자인과 비즈니스를 통
합 수행할 수 있는 관리자형⋅경영자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디자인비즈니스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디자인 교육을 위한 환경구축과 프로그램
의 질적 도모를 추진할 수 있다. 

3. 특성화와 디자인 

3.1 특성화의 중요성
디자인 교육에서 특성화는 미래의 시장기회를 주도하

는 역할로 작용하게 된다. 이전의 시각디자인, 제품디자
인, 공업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 공예디자인 등 한정된 
가치 기준으로는 새로운 시대의 디자인 시장에 적응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새로운 시대에는 디자인 
분야가 디지털로 충만한 소비자에게 소비가치를 만족시
키기 위한 능동적 행위로 결과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디
자인특성화 교육은 디자인을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여 새
로운 비전과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조직의 제품개발 가치
를 달성시키고, 새로운 제품의 가치 증식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상승시키기 위한 자원으로 경영자, 디자이너, 
그리고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식체계
를 연구하는 것이다[4]. 즉, 디자인 경영이란 Fig. 3.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의 시장 경제 원칙에 입각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브랜드 경쟁력과 제품의 소비자 만족, 생산과 
소비의 증식을 통한 기업경영의 핵심을 이루는 축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가치라 할 수 있다. 

Fig. 3. Brand Image Formation Process

3.2 디자인 교육의 현황
디자인 교육은 어떤 문제에 당면하거나 이전에는 경험

하지 않은 새로운 현상에 직면하는 때에 과거에 경험하
였던 기억 또는 비슷한 가치에서 방법을 해결하기도 하
고, 현상을 이해하기도 한다. 대상의 부분과 부분, 부분과 
전체 사이에 질서를 주는 형식으로서, 모든 출발점이며, 
또 이러한 것을 지배하는 것이 통일과 변화(Unit and 
Variation)이다[5]. 여기에서 디자인은 새로운 현상과 문
제에 대한 해결과정으로 디자이너의 경험에 의한 창조적 
활동이 발산(發散)을 하게 되어 문제해결의 과정으로 진
입하게 된다. 또한 창의력은 이전에 경험과정의 반복을 
통해 수행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과정이며, 창의력의 추출이다. 현재 창의성
에 대한 접근은 창의적인 인성, 동기, 인지 능력 및 인지 
양식, 환경 등 다원적이고 복합적 관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6]. 또한, 교육기관에서 대학에게 부합한 인재의 평
가방법을 통해 선발하게 되는 입학시험에서도 창조적 발
상이 이루어지는 신호(Signaling)기제(機制)1)가 없기 때
문에 창의력의 개발과 평가를 위해 어려운 문제에 부딪
히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능성적에 의
한 평가방법과 실기시험이 아닌 새로운 평가방법의 개발
이 중요한 목적이다. 창의디자인은 그동안 교육기관과 제
도권에서 전통적인 모범답안이라 믿고 있는 선택적 왜곡
(Card-Stacking)에 의해, 문제 이전에 정답이 요구된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의 인식과 학교에서 단 방향으로 교

1)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의 작용이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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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받은 절제의 풍토와 사회적 획일화, 규제 중심적 관념
이 인식의 중심에서 바뀌어야 할 문제이다. 또한 디자이
너에 대한 보상과 기대가 이루어져야 하며, 디자이너의 
창의성에 의존하는 제품개발과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서 
창의성을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7]. 이러한 
관념과 절제의 풍토에서 비롯된 디자인의 창의성은 가치
를 상실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획득하게 되며, 새
롭지 않은 결과물을 도출되게 된다. 

창의성 교육에서 디자인의 방법적 특성으로 디자인은 
개발에서부터 사회와 문화, 신기술과 소재, 제품의 개발
과 가치진작, 상품의 판매과정 등 디자인 업무 수행의 시
작과 끝점까지 여러 분야와 상호관계를 맺고 있는 다 학
문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8]. 그러므로 디자인
은 제한된 하나의 분야만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모든 영역을 경험할 수 있는 종합적인 교육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디자인 특성화의 교육 지표
는 디자인기능 교육에만 제한된 것은 아니지만, 디자인 
사고와 방법론에 의해 이루어지는 디자인 프로세스의 체
계적 과정은 특성화 디자인 교육과 일치한다. 

교육기관에서 디자인을 학습하기 위한 교육방법론의 
적용과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디자인전공 대학생들에
게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은 초중고 학습과정에서 습관적
으로 관념으로 봉착되어진 사지선다형 문제의 논리구조
의 교육과정과 정담을 맞추는 게임과 같은 교육과정에서 
익힌 나쁜 습관일 것이다. 현행의 교육과정은 성취도의 
순위경쟁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이러한 답습을 반복하
고 있다.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일방적
인 교육으로 학습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학생들에
게 새로운 가치에 대한 두려움과 새로움에 대한 거부감
으로 인지되기도 한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관념으로 정착
하게 되고, 관념은 다름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3.3 특성화 교육을 위한 차별 요소
디자인비즈니스교육특성화 사업 시행학과(시각⋅산업

⋅장신구)의 학부체제 구축을 위한 공통교과 및 전공교
과 개발과 다 학문 융합 디자인비즈니스 연계전공 개설
을 위한 교과목 개발로서 새로운 교육체제 구축을 통한 
양질의 디자인비즈니스 교육제공을 목표로 한다. 

디자인비즈니스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의 아젠다는 우
선 디자인비즈니스 교육의 지향점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
해야 할 것이다. 디자인비즈니스를 교육의 목표로 설정하
고 접근하고자 하는 의도에는 시장의 변화에 따른 디자

이너의 역할 변화에서 시작된 것이다. 또한 이는 과거의 
스타일링을 중심으로 크리에이티브가 진행되었던 디자이
너의 역할이 단순 스타일링이 아니라 복합적인 관계에 
대한 소통과 사회문화적인 관계가 변화되었기 때문일 것
이다. 그러므로 디자이너는 단순히 기능적 측면에서의 스
타일링을 잘하는 디자이너가 아니라 시장을 이해하고 기
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디자인 결과물을 제시하는 마케터
로서의 역할이 증대하게 된 것이고, 이는 디자인비즈니스
의 이해와 활용이 가능한 지점에서 출발하게 된다. 이는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표현방식을 활용하여 대중의 
인지(Awareness)와 흥미(Interest)를 높인다[9].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이해하고 습득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을 위
한 기획을 이해하고, 소비자와 시장에 대한 이해에서 출
발하여, 소비자에게 소구하기 위한 전략과 매니지먼트를 
활용할 수 있는 융합형 디자이너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디자인 교육의 특성화는 단지 디자인학과의 문제만은 
아니다. 디자인학과는 태생적으로 대부분 대학에서 예술
대학의 편제에 귀속되어 기본적인 예술 소양을 익혀야 
디자이너가 된다는 관념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러한 디자
인학과의 정체성은 매우 감성적이고 비이성적인 분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예술대학에서 분리시켜 입학생을 
모집해야할 것이고 이러한 기본적인 조건의 해결에서 디
자인의 특성화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렇듯 디자인은 사회
문화적인 가치가 변화되고, 새로운 이념을 생산하기 위한 
문제해결을 위해 특성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이다. 디
자인 교육은 고등교육 과정에서 특히 열린 사고와 창의
적 사고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육과정이 전개되어
야 하고, 디자인은 다른 분야와는 다르게 사고와 경험에 
의해 추출되는 인식의 전환과 가치 생산의 과정이며, 새
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분야이다. 

디자인은 디자이너의 창작활동에서 발생되는 교육과
정으로 단순히 교과목의 편제로만 디자인비즈니스 교육
과정을 완성하거나 완전한 교육체계로 평가하기에는 무
리가 따르므로 디자인비즈니스의 교육과정과 현황은 디
자인의 전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서 디자인비
즈니스의 교육과정을 위해 기초적인 디자인 스타일링 이
전에 비즈니스 교육에만 전념하게 되면, 디자인의 최종가
치인 창의성이 약화될 수 있다. 그러나 디자인교육 특성
화는 기본적으로 스타일링에 의해 드러나는 미적 가치를 
기반으로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비즈니
스 교육 가치에도 비주얼라이징(Visualising)을 위한 기
능적인 교육은 기본적인 배경이 되어야 한다. 

디자인 특성화에 대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방향 설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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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
e

Sem
ester Course Title Grad

es

Lecture Hours

Theo
ry

Pract
ice Total

1

1

Introduction to Computer Graphics 2 1 2 3

Theory of Visual Design 2 3 0 3

Visual Communication Design 
Course Inquiry 1 1 0 1

2
Advanced Computer Graphics 2 1 2 3

Illustration 3 2 2 4

2

1

Typography 3 2 2 4

Light & Images 3 2 2 4

Design & Imagnation 3 2 2 4

Visual Design Studio 3 2 2 4

2

Digital Contents Design 3 2 2 4

Stop-Motion Graphics 3 2 2 4

Typography 2 3 2 2 4

Visual Design Studio 2 3 2 2 4

3 1

Design Publishing Studio 3 2 2 3

Package Design 3 2 2 4

Multi-Media Design Studio 1 3 2 2 4

Advertising Design 1 3 2 2 4

Table. 1. Reform of the Visual Information Design 
Department 

특성화 교육이 결국 피교육자인 대학생들에게 어떻게 영
향을 미칠 것인가? 라는 아젠다를 기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디자인과 경제 분야는 트렌드에 영향을 받아 다양
한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디자인 특성화의 
전제로서 디자인과 비즈니스 방법론이 선호되고 있다. 여
러 미디어 담론 학자와 미래학자들이 새로운 세대의 전
기를 마련하는 융합 과정으로 디자인을 중심역할의 매개
로 인지[10]하고 있으며 이는 디자인의 경제 가치를 중심
으로 경영과 마케팅 영역에서 더욱 필요하다. 

3.4 특성화 적용
디자인 비즈니스란 ‘디자인+비즈니스’의 개념으로 디

자인의 고유 기능인 스타일 개발과 마케팅, 경영 전략, 창
업 등을 결합하여 창의적 사고와 전략적 사고를 융합하
여 활용함으로써 디자인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하
는 새로운 영역을 뜻한다. 마치 조율사와 같이 여러 전문
가들의 목소리가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도록해주는 제네
럴리스트(Generalist)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디
자인 경영자의 필요성이 점점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
[11]. 그리고 이 개념은 특히 기업의 21세기 경영 전략으
로서 품질 및 가격 그리고 판매 전략 위주에서 시장의 요
구와 욕구를 반영하는 고객 만족의 제품 개발과 새로운 
트렌드를 주도하는 파워 브랜드 확보로 변하고 있다. 시
각디자인은 이러한 전략 수행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디자인 비즈니스 개념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므로 디자인 
비즈니스의 기본은 디자인과 마케팅의 융합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영역에 걸쳐 전체를 유기적으로 바라보고 
통찰할 수 있는 융. 복합적 시각과 방법을 제시[12] 하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있다. 디자인은 실용적, 미적 조형계획
의 가시적 표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실
용적이라는 의미는 합목적성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를 협
의적(俠義的)으로 해석하면 쓰임새에 어울리거나 돋보이
는 스타일링으로 볼 수 있고 광의적(廣義的)으로 보면 전
략적 측면을 고려한 문제 해결을 위한 스타일링으로 해
석이 가능하다. 후자에 기준 한다면 디자인 비즈니스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디자인의 적극적 정의에 해당
한다. 디자인이라는 용어는 각자 다른 분야에서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고 응용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13]. 그러
나 디자인의 정의가 다양한 의미로 융통성 있게 사용되
는 것이 디자인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상
반된 측면도 있다고 보았을 때, 용어의 개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경기대학교는 2006학년도에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
한 정책적인 판단 하에 시각정보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
학과, 장신구·금속디자인학과 3개 학과가 참여하는 디자
인비즈니스교육특성화 사업을 승인하였다. 승인의 배경
에는 3개 학과의 1997년 중앙일보 전국대학교 공모전 
수상실적 1위, 1999년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 대통령상 
수상(재학생 수상), 2001년 전국대학교 디자인 학문 평
가 11위, 2006년 특허청 주관 디자인 지식재산권 우수
대학 선정, 우수한 취업률, 대학 전임교수 20여 명의 배
출 등의 실적이 있었다. 본 사업은 2006학년도 2학기부
터 2009학년도 1학기 말까지 3년간에 걸쳐 약 12억 원
의 자체 예산을 투입되어 디자인비즈니스교육사업단이 
설치되고 사업단장, 책임교수, 연구 조교 등이 임명되었
다. 매년 보고회, 평가회 등을 거쳐 2009학년도 2학기부
터는 1년 단위로 사업비가 책정되어 사업이 지속되었으
며, 2014학년도에는 국가주관 CK(Creative Korea) 대
학 특성화 사업에 선정되어 시행하고 있다. 

특성화사업에 연구 개발된 교육과정은 Table 1과 같
이 적용되어 2016년도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
육 적용에 따른 효과는 2016년도 입학생들부터 적용되
어 이들이 4년 과정을 완수하는 시점에서 종합적인 효과
측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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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ing Design Studio 1 3 2 2 4

2

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 Design 3 2 2 3

Advertising Design 3 2 2 4

Multi-Media Design Studio 2 3 2 2 4

Package Design Studio 3 2 2 4

Branding Design Studio 3 2 2 4

4

1

Visual Design Project 3 2 2 4

Project of Digital Design Business 
Practice 1 3 2 2 4

Project of Visual Design Business 
Practice 1 3 2 2 4

Incorporated Design Project 1 3 2 2 4

2

Visual Design Business Project & 
Startups 3 2 3 4

Project of Digital Design Business 
Practice 1 3 2 2 4

Project of Visual Design Business 
Practice 2 3 2 2 4

Incorporated Design Project 2 3 2 2 4

4. 디자인 특성화 교육과 가치제고

4.1 디자인 특성화의 교육적 효과
디자인 비즈니스 교육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창의

적 사고로 디자인을 경영전략의 중심요소로 활용할 수 
있는 소양을 갖는 인재 양성 교육이라고 답을 한다. 이는 
매우 추상적이고 개념적이어서 이를 실현하는 데에는 구
성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 

“디자인 비즈니스 교육이란 강의 결과물이 폐기되지 
않고 산업과 관련한 자원이나 자료로 활용되게 하는 교
육이다.” 물론 모든 학년이 참여하면 더욱 바람직하다. 
특성화를 위한 교육과정의 개편은 교육내용과 교과목 명
을 혁신적으로 변경하거나 교육과정을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 것이므로 전임 교수들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
하다. 외래교수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으나 전임교수들
의 의견이 반영되어 원만하게 교육과정 개편을 하였다. 
전공 교과목 31개 중, 19개는 기존 교과목 개념으로 12
개는 특성화 교육 관련 교과목으로 배정한 것은 대단한 
성과로 평가된다. 교육과정의 개편이 완료되어도 기존 교
과목 강의와 특성화 교과목 강의 양쪽에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첫째, 기존 교과목 강의에서는 무의식적으로 
교수와 수강학생이 특성화와 무관하게 되어가는 것이다. 
해서 학생들이 비 특성화와 특성화의 두 집단으로 나누
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으로 매우 우려스러

운 것이 된다. 둘째, 특성화 교과목 강의에서는 과연 수업 
내용이 특성화 교육 내용에 부합하는가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은 담당 교수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해
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전임교수뿐만 아니라 외래교
수의 협력도 요구된다고 하겠다. 

4.2 디자인 특성화 교육의 경제적 가치
21세기 우리나라 기업 활동에서 디자인의 가장 큰 변

화는 디자인이 경영의 보조 수단에서 핵심 수단으로 바
뀐 것이고 이것을 디자인 경영이라고 일컫는다. 그렇다면 이 
영역의 전문가는 누구인가? 하는 당연한 의문이 성립된다. 

국내 대표적인 IT기업도 디자인 가치를 반영하지 못
한다면, 언제 기업의 가치가 전락하게 될지 모르는 것이
다. 인문학을 통한 디자인의 당위성은 충분한 가치가 있
다. 여기에서 문제의 원인이 도출된다. 결국 인문학을 통
해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마케팅은 이성적이고 이론적이어서 문제점 분석과 추
출 능력은 강력하나 문제의 답을 찾아내는 창의력이 미
흡하다. 디자인은 감성적이고 시각적이어서 소구내용의 
추출(무엇을 보여줄까?)과 아트워크(어떻게 보여줄까?)의 
두 가지 영역에서 문제의 답을 찾아내는 창의력이 강력
하나 문제점 추출과 분석 능력이 미흡하다. 이 두 영역이 
서로 다르니 협업을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것인가? 아
니면 두 영역을 합쳐서 하나의 전문직으로 하는 것이 좋
은가? 예를 들어, 마케팅 전공자가 디자인을 추가로 전공
하는 것과 디자인 전공자가 마케팅을 추가로 전공하는 
것을 비교할 때, 어느 것이 더 가능성이 높은가? 연구자
는 두 가지의 경우 모두 성공한 케이스를 직접 보고 있기 
때문에 답을 내기가 쉽지 않다.

다만, 생산자나 판매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인지적 기
호는 소비자들에게 전달력이 약하다. 왜냐 하면 소비자는 
정서적 기호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인지적 기호를 정서적 
기호로 바꾸는 능력은 디자인 전공자가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한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그러므로 디자인 전공자에
게 마케팅을 학습하게 하여 디자인 비즈니스 수행자
(Design + Business), 디자인 마케터(Design Marketer)
를 육성하기 위한 기본 방향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4.3 디자인 특성화 교육의 과제
디자인비즈니스는 디자인과 비즈니스의 지식체계를 

융합시켜 창의성과 합목적성이 유기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고, 궁극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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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만족도 개선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므로 디자인비즈니스의 핵심 내용
으로는 디자인을 통해 기업의 이윤증대와 가치 확산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노하우, 독창적인 디자인을 창
출하기 위한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디자인비즈니스 전략
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14].

디자인의 합목적적 논리는 “인간생활에 필요한 무엇
인가를 개발하거나 발전시켜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과
정”이다. 이전에 과거의 인간생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돌도끼의 제작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디자인을 생산하는 과정은 새로운 가치를 획득하는 과
정이다. 디자인은 이전에 발견되거나, 상정되었던 가치를 
새롭게 규정하는 과정이라 할 것이다[15]. 디자인 분야의 
특수성은 미적 가치가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이다. 
또한 디자인과 인문학의 관계는 디자인이 생산과 경제활
동의 척도를 다루는 기본 영역에서 사용성을 중심으로 이
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인문학적 가치에 중심을 둔 디자
인 교육과정에도 인문학적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디자인비즈니스의 사회적인 현상은 단지 소통(疏通, 
Communication)과 통섭(統攝, Consilience)의 과정으
로 이해해야 한다. 디자인 중심 경제사회에서 가장 큰 화
두(話頭)로 떠오르는 문제는 융합과 특성화일 것이다. 

5. 결론 

디자인 교육은 지난 100여 년 동안 디자인의 방향과 
디자인 산업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교육과정을 답습하거나 시대의 요구에 대응하는 정도에
서 교육과정의 개편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대응은 
이미 산업계에서 실시되고 있는 디자인요구사항에 대하
여 한 박자 늦은 대응으로 대학생들에게 교육을 하는 실
시하는 과정에도 디자인산업 분야는 또 다른 요구사항이 
제기되기에 실천학문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따라
가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경기대학교 디자인 비즈니스 교육 특성화의 개념은 세
계화와 정보화의 발 빠른 변화 속에 대처하는 전략적 사
고의 비즈니스 전문 능력과 창의적 사고의 디자인 조형 
능력을 융합하는 디자인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하겠다. 이 사업의 목적은 디자인과 비즈니스가 융합된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 대학은 물론 기업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본 사업의 기본 방
향이었으며, 디자인을 통한 경영의 개선과 디자이너의 능

력을 스타일링 중심에서 벗어나, 기획능력과 비즈니스 능
력을 갖춤으로써 다양한 환경에 대응이 가능한 인재 양
성이 기본 목표라 할 것이다. 

디자인의 패러다임은 이전의 기능 중점의 교육과정에
서 마케팅과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디자인
은 공론화(公論化)된 바와 같이 산업의 기술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품 가치를 진작시키는 매개로 작동하
고 있다. 그러나 디자인이 산업의 중심으로 가치가 지닌 
제품보다는 완성된 디자인이 인정되는 것이다. 디자인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진작시켜야 할 것이다.

대학에서 교육가치의 실현은 재학생들이 졸업생이 되
어 사회의 현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때 가치측정이 가
능하리라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인고의 시간을 통해 
측정되는 효과는 이미 오랜 시간을 지나서 가능하기 때
문에 가치를 적용시키기 어려운 구조로 편제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공교수의 판단과 사
회현상, 현장의 요구 반영 등을 통해 간접적인 효과의 예
측으로만 이루어지리라 본다. 그러나 디자인 교육의 현실
적인 가치측정을 진행하고자 본 연구를 시작하였고, 적용
된 교육의 가치측정을 통해 현실적인 교육과정의 전개를 
진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론적 제안점은 ‘디
자인+비즈니스’의 개념으로 디자인의 고유 기능인 스타
일 개발과 마케팅, 경영 전략, 창업 등을 결합하여 창의적 
사고와 전략적 사고를 융합하여 활용함으로써 디자인 시
너지 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교육영역을 도입
하여야 디자인 특성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며 
향후 본 연구의 교육과정을 적용시킨 학생들의 취업과 
실무현장에서의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
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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