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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의 목적은 1999년에서 2018년 사이 발간된 디자인 관련 연구 논문들을 취합하고, 이들 논문들
을 대상으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시행함으로써, 최근 20년간의 디자인분야 글로벌 연구의 특성과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스코퍼스에 등재된 디자인 분야의 22개 학술지로 부터 3,569개 연구 논문들을 취합
하였으며, 저자 키워드와 인덱스 키워드를 활용하여 키워드 네트워크 모델을 설정하였다. 이들로부터 자주 사용
되는 키워드들을 분석하였으며, 최근 20년을 4개 기간으로 나누어 각 기간 별로 중심성(연결, 매개) 지표를 산
정,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디자인관련 주요 연구들과 디자인 관련 융합연구들의 특성
과 동향이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정량적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술
발전이 가져올 디자인 여건의 변화를 감지하고 적시성 있는 디자인 관련 연구를 추진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가
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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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researches that have been conducted
for the last 20 years through analyzing global research trends and evolutions of design articles from 1999 to
2018 with keyword network analysis. For this purpose, we selected 3,569 articles in 22 journals related to
design research retrieved from the Scopus database and constructed keyword network model through the
author keyword and index keyword. The frequency of the author and index keyword, the centrality of
betweenness and degree were analyzed with the keyword network. The results show that design has been
applied to various fields for recent 20 years, and the research trends of design could be quantitatively
characterized by keyword network analysis. The result of this study could be used to suggest future
research topics in the field of design based on quantitative and empiric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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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9세기들어디자인은예술과산업기술을합일(合一)

하여 새로운 예술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으

며, 이에따라현대디자인은곧산업디자인을의미한다

고 볼수있다[1]. 디자인은 산업사회에서미의 과학(la

science du beau dans le domaine de la production

industrielle)으로 이해되며[1], 생산성을 바탕으로 예술

적인것과기술적인것(과학)이조화된실체로서인간의

전반적 생활에 기여한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 디자인

은 인간이 영위하는 모든 생활환경과 대단히 긴밀하고

복잡다단한 관계를 가진다[1,2].

현재세계는소비자기호의다각화, 예술과인문의가

치부각 및 4대 융합요소기술(NBICs)의 발전 등을 바탕

으로문화, 인문, 기술, 산업등이융합을통해새로운가

치를 창출하는 ‘융합혁명의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3].

즉, 세계 4차 산업혁명시대의다양한기술발전과디자

인의 융합은 디자인분야의급격한변화를촉진하고있

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의 변화가 가져올 디자인 제반

여건의 변화를 감지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적시성 있는

디자인관련 연구를추진하기 위해서는전세계에걸쳐

다양한분야와융합되고있는 디자인 관련연구를체계

적으로 정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디자인연구란사회각분야에서생성되는다양한디

자인 지식을 전문화하고그체계를구축하는 일련의과

정을 의미하며, 디자인학 연구(design science), 디자인

학(design studies)으로지칭된다[4]. 국내에서학문으로

서의체계적인디자인연구활동은 1990년대에들어디

자인분야학회들이창립되고각대학내에서교수연구

실적을 연구 논문으로 평가하게 되면서 대학을 중심으

로 활기를 띄게 되었다[4]. 이와 함께 디자인은 연구와

실무로구분되어상호양립체계에따른전문성을갖추

게 되었으며, 점차 디자인 연구의 체계가 확립되었다.

본연구는이러한배경을바탕으로, 디자인분야의국

제 학술 연구들을 키워드 네트워크(keyword network)

분석기법을 통해 계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전 세계에

걸친 디자인 분야연구의거시적흐름을도출하고자하

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 활용된 키워드 네트워크 분

석기법에대해살펴보고, 스코퍼스등재학술지에게재

된디자인관련국제학술연구논문들의주요키워드들

을추출하였다. 그리고추출된상위키워드에대한중심

성(centrality)분석을 시행함으로써 글로벌 디자인 연구

동향에 대한 주요 시사점들을 도출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선행연구

1990년대 들어 확립되기 시작한 국내 디자인 분야의

연구동향 분석뿐만 아니라 해외 연구들 또한, 전반적인

디자인분야보다는주로세부디자인분야에초점이맞

추어져있거나한두가지학술지를 대상으로분석을시

행하였다 . 김종덕[5]은 1997∼2004년까지 국내 대표학

회지인 ‘디자인학연구’와 ‘기초조형학연구’ 게재 논문들

을 대상으로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분석 기법들을 이용

하여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이후, 박소현[6]은 2003∼

2013년 사이의 ‘브랜드디지인학연구’ 학회지 등재 논문

들을 대상으로 브랜드 디자인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이후, 2014년 내용분석을활용한국내유니버설디자인

연구동향분석(김보애, 이연숙[7]), 2009∼2013년 국내

박사학위논문과학술논문을분석함으로써국내디자인

정책연구동향및과제에대한추이를분석한연구(문은

정, 나건[8]) 등이 발표되었다. 신희경[9]은 2012∼2013

년 한국디자인계의 디자인 연구 현황과 발전과정을 분

석하였으며, 황미영[10]은 메타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1989～2015년 국내 공공디자인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진진아와 이철영[11]은 국내 11개 디자인학술지 게재논

문을대상으로 1995∼2016년까지광고디자인분야연구

동향및특성에대한내용분석결과를발표하였으며, 방

경란[12]은 2012∼2018 국내학술지들을 대상으로 디자

인 대학교육 연구에 나타난 연구주제 동향을 분석하였

다.

해외연구로는정보기술(IT)과 통신이융합된제품디

자인드렌드와잠재적영향을분석한 Poole & Simon의

연구[13] 및 1960∼2020년의자동차인테리어디자인트

렌드와 디자인 요인을 다룬 Eason의 연구[14] 등이 있

다. 그리고 Chai & Xiao[15]는 1996∼2010년 학술지

'Design Studies'에 발표된 논문들의 레퍼런스들을 이

용한 계량서지학적 방법론으로 디자인 연구 동향을 분

석하였다.

2.2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특정 학문의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지금까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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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서지학에서는 텍스트로 작성된 보고서, 논문 등의 주

요키워드를분석하는방법을이용하여왔다. 이러한전

통적인계량서지학방법론에서는세부적으로공저자분

석, 레퍼런스 분석, 동시출연 단어를 이용한 분석 방법

등이 이용된다[16, 17]. 최근에는 IT 기술 및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의발전에따라네트워크 분석이 학문의연

구동향및지식구조를 분석하는방법으로주목받고있

다[18, 19]. 네트워크 분석은 개체(node)화한 데이터와

데이터들 간의 관계(link)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

으로써[20], 일반적으로텍스트내에존재하는키워드의

출현빈도가 높을수록 중요한 키워드(노드)라는 것을 의

미한다[21].

네트워크 분석기법들 중 하나인 키워드 네트워크 분

석은 키워드(단어)들의 동시, 근접 출현 정보를 활용하

여 키워드들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텍스트 내에서의

키워드들간연결관계및상대적중요성을분석하는방

법이다[22]. 이러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방법은 중요

한개념들과그개념들간의관계및강도까지시각적으

로보여줄수있다는장점이있다[22]. 네트워크분석방

법은하위네트워크분석(sub-network analysis), 중심성

분석(cetrality analysis), 구조적 등위성 분석(structural

equivalence) 등으로세분화되며[23], 본 연구에서는이

들 중 중심성 분석을 활용하였다. 중심성은 네트워크상

에서어떤노드가가장중요한지를나타낼수있는척도

이며, ‘영향력’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다[23]. 이러한 중

심성은 다시, 세부적으로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과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 근접중심

성(closeness centrality) 그리고위세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 등으로 분류된다[24]. 키워드 네트워크분석

에서 이러한 중심성지표모두를분석에활용하지는않

으며, 분석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 중 두세 가지

지표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한다[25]. 이러한 중심성

지표 중본연구에서는 여러연구들에서공통적으로자

주 이용되고 있는 매개중심성과 연결중심성 지표를 활

용하였다.

연결중심성은 네트워크 내에서 어떤 노드가 다른 노

드들과얼마나많이링크되는지그연결정도를나타내

는 척도로써, 특정 한개 노드에 직접 연결되는 노드의

수를측정한지표이다[21]. 어떤특정노드 pk의연결중

심성 CD는 식 (1)과 같이 계산되며, 여기서 노드 p와

pk가 연결된 경우 pp는 1, 연결되지 않았다면 0

값을 가진다[21].

p
  



pp (1)

특정노드가다른노드들과많이연결되어있다면, 연

결중심성이 높게 산정되며, 네트워크상에서 핵심적, 허

브역할을담당한다고해석된다[21]. 연구동향을분석할

경우, 연결중심성은 연구 분야 내에서 특정 키워드(노

드)가 가지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며[25], 연결중

심성이 높은 키워드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연구주제

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매개중심성은다음식 (2)와같이계산되는데[21], 네

트워크상에서여러노드들 사이에 특정노드가위치하

는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식 (2)에서 는 노드 

에서 까지최단거리경로의수이며, p는그최단

거리 경로들 중 노드 pk를 통과하는 경로 수이다.

p
 










p (2)

이러한 매개중심성 지표는 각각의 노드들 사이에서

특정노드의매개역할정도를파악할수있다. 즉, 네트

워크상에서 매개중심성이 높은 노드는 경로 상에서 많

이 거치게 되는 노드로 볼 수 있으며, 그만큼 네트워크

내에서의 영향력이 크다고볼 수 있다[23]. 따라서 연구

동향분석 시특정키워드의 매개중심성값이높게나타

나면, 융합연구에 있어 주요한 매개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3. 연구 방법

본연구에서디자인분야의글로벌연구동향을파악

하기위하여스코퍼스데이터베이스를이용하여연구논

문데이터를취합하였다. 스코퍼스는엘스비어(Elsevier)

출판사가 2004년부터 운용하는논문 초록및 인용데이

터베이스로써, 타임지의 전 세계 대학평가에 2007년부

터 활용되고 있다. 스코퍼스는 톰슨로이터사의 Web of

Science(WoS)에 비해전세계지역에걸쳐타이틀비율

의안배가고르며, 1996년 이후제공되는저널종류수가

WoS 보다많아, 전체피인용횟수가더많은것으로알

려져 있다[26].

디자인 분야 스코퍼스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된 기



융합정보논문지 제9권 제2호10

간은 1999년 1월∼2018년 11월까지 약 20년간이며, 5년

씩 4개 기간으로구분하여분석하였다. 4개 기간별로검

색된 연구논문들의 서지자료는 csv 포맷으로 다운로드

하고, 데이터 전처리, Co-occurrence network 작성에

KH Coder 3[27]를 이용하였으며, R version 3.4.4와 연

동하여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을 산정하였다.

4. 분석 결과

4.1 기초 통계 분석

스코퍼스 데이터베이스에서 1999년 1월∼2018년 11

월까지 검색된 디자인 분야 연구 논문 전체 개수는

3,569 편이며, 저자 키워드 개수는 13,428개, Index 키워

드 개수는 8,662개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논문 별로,

저자 키워드와 Index 키워드를통합하여분석을시행하

였다. 연도별 게재 편수와 논문의 평균 페이지 수, 평균

저자수등을정리하면Table 1과같다. 총게재논문편

수는 1999년 55편에서 2018년 431편으로 7.8배증가하여

연평균 15.3% 증가율을 보였다. 연도별 출간 논문 편수

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Fig 1.과 같으며, 2003년 이후 지

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연구

논문은 평균 13.7 페이지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논문

별 저자 수는 평균 1.8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Summary of publications(1999∼2018)

Year N of
publications

Average
page

Average N
of authors

2018 431 13.8 2.1
2017 366 14.0 2.1
2016 335 14.1 1.9
2015 315 13.4 1.8
2014 299 13.1 2.0
2013 279 14.2 1.8
2012 223 12.9 1.6
2011 190 14.4 1.7
2010 269 12.8 1.7
2009 126 15.1 1.9
2008 166 13.9 1.7
2007 107 13.4 1.5
2006 88 14.3 1.7
2005 79 14.4 1.5
2004 54 14.3 1.6
2003 39 12.2 1.6
2002 40 12.2 1.5
2001 53 13.4 1.9
2000 55 13.1 1.9
1999 55 11.6 1.4

Fig. 1. Number of publications by year(1999∼2018)

Table 2는 최근 20년 간가장많은논문을게재한상

위 10개 학회지를 나타낸 것으로, ‘International Journal

of Art and Design Education’ 이총 619편으로가장많

은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전체 논문 수의 17.3%를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는 ‘Design studies'로써,

최근 20년간 530편을 게재하여, 스코퍼스 디자인 관련

논문 중 14.9%를 차지하였다.

Table 2. Top 10 most productive journals(1999∼2018)

Rank Journal Title Articles Ratio(%)

1 International Journal of Art and
Design Education 619 17.34

2 Design Studies 530 14.85
3 Design Issues 357 10.00
4 Design Journal 307 8.60

5 International Journal of Fashion
Design, Technology and Education 252 7.06

6 Design Principles and Practices 235 6.58
7 Journal of Design History 148 4.15
8 Harvard Design Magazine 146 4.09
9 Design and Culture 133 3.73

10 Art, Design and Communication in
Higher Education 110 3.08

4.2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1999년∼2018년 기간 동안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

상위 15개를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design' 키워드

가 708회로 가장많이 사용되었으며 ’product design'이

300회, ‘design education'이 238회 그리고 ’design

process'가 203회등의순으로나타났다. 즉, 산업사회에

서의 ‘미의 과학’ 임을 반증하듯 ‘제품디자인’이 높은 순

위를 차지하였으며, 디자인 교육과 디자인 프로세스에

관련된 연구들이 지난 20년간 많이 이루어졌음을 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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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9년∼2018년 20년간 스코퍼스 게

재논문들을취합하고 20년을 4개기간으로나누어분석

하였다. 즉, 1기는 1999∼2003년, 2기는 2004∼2008년, 3

기는 2009∼2013년 그리고 4기는 2014∼2018년으로 정

의하였으며, 이들기간별중심성상위 10개 키워드들을

Table 4∼Table 7에 정리하였다.

Table 3. Top 15 high occurrences keywords(1999∼2018)

Rank Keyword Articles
1 design 708
2 product design 300
3 design education 238
4 design process 203
5 creativity 151
6 education 141
7 architecture 139
8 product development 107
9 design research 98
10 design thinking 94
11 sustainability 93
12 industrial design 93
13 graphic design 92
14 conceptual design 91
15 design cognition 89

1기(1999∼2003년)에는 ‘design cognition'과

’collaborative design‘ 그리고 ’graphic‘ 이 가장 높은 연

결중심성 값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매개중심

성 또한 이들 세 개 키워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1999∼2003년에 가장중심적인 연구 주제는 이들 세가

지 키워드들과 밀접하게 관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또한 이 세가지 키워드 들은 높은 매개중심성 값을

보여, 이들세개키워드가다른연구영역또는하위영

역을매개해주는중요한중개역할을하는 것으로나타

났다. 가장 높은 연결중심성 값과 매개중심성값을 보인

’graphic' 키워드와 함께, ‘computer supported design’,

‘computer aided design’ 키워드가 연결중심성 상위 10

개 키워드에 포함되었는데, 이는 컴퓨터를 이용한 디자

인, 컴퓨터그래픽스에관련된연구들이 1기에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매개중심성 측면에서도

‘graphic’, 뿐만 아니라 ‘computer aided design’,

‘computer supported cooperative work’, ‘computer

simulation’ 등이 매개중심성 상위 10개 키워드에 포함

되어, IT기술, 시뮬레이션 및 디자인협업 등과 관련된

주제들이다른연구들과의매개, 중개역할을한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Keywords with centrality(1999∼2003)

Keyword Value Keyword network

Degree
centrality

design cognition 0.096
collaborative design 0.096

graphic 0.096
product development 0.077

history 0.077
computer supported design 0.077
history of technology 0.077
process engineering 0.077

creativity 0.058
computer aided design 0.058

Betweenness
centrality

graphic 0.161
collaborative design 0.140
design cognition 0.138
process engineering 0.105
design research 0.103

computer aided design 0.100
draw 0.100

computer supported
cooperative work 0.080

computer simulation 0.079
case study 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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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2004∼2008년)의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상위

10개 키워드들을나타내면 Table 5와 같다. 1기의 연결,

매개중심성 상위를 차지하였던 ‘design cognition'과

’collaborative design‘ 키워드가 2기에도가장높은연결

중심성값을가지는것으로나타났다. 즉, 1999∼2008 10

여 년동안, 디자인인지와협업디자인에관련된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Table 5).

매개중심성상위에는 'computer supported cooperative

work', 'collaborative design', 'computer simulation' 그리

고 ‘teamwork' 등의 키워드들이위치하고있어, 컴퓨

터 협업, 시뮬레이션과 연관된 융합 연구들이 1기에 비

해 더 활발하게 이루어 진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design methodology‘, ’design knowledge‘ 등의 키워드

들이 연결, 매개중심성 상위에 포함되었는데, 1기와는

달리 2기에는 이러한 디자인 방법론과 디자인 지식 주

제와 관련된 연구들이 주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3기(2009∼2013년)에는 ‘design tools’ 와 ‘design

process’ 키워드들이가장높은연결중심성순위를보이

고 있으며, ‘research methods’ 키워드가 그 뒤를 잇고

있다. 'design tools'는 매개중심성에서도 상위 네 번째,

'design process'는 상위 첫 번째 순위로 나타났으며,

‘research methods'는 다섯 번째 순위인 것으로 파악되

었다. 즉, Table 6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3기에는 디자

인툴(도구)과프로세스및연구방법론에관련된연구들

이중심적인역할을하였으며, 이들주제에관련된융합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Table 7은 4기(2014∼2018년)의 연결, 매개중심성상

위 10개 키워드들을 나타낸 것이다. ‘conceptual design’

과 ‘philosophy of design’이 가장높은연결중심성순위

를 보이고 있으며, ‘engineering design’ 키워드가 그 뒤

를 잇고 있다.

‘conceptual design’과 ‘philosophy of design’은 매개

중심성에서도 높은 순위를 보이고 있어서(7, 6번째) 이

들 키워드과 관련된 주제가 최근 5년 동안 이루어진 연

구들의 중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매개중심성

지표가가장높은키워드는 'product development'로써,

연결중심성 순위 또한 높은 것(6번째)으로 나타났으며,

제품개발시디자인의역할에대한연구가최근활발히

이루지고있는것을보여준다. 매개중심성순위두번째

와 세 번째는 ‘user centered design’, ‘human computer

interaction’ 키워드이며, 최근 5년간(4기) 디자인과인간

요소, HCI와 관련된융합연구들이활발히이루어졌음을

나타내고 있다.

Table 5. Keywords with centrality(2004∼2008)

Keyword Value Keyword network

Degree
centrality

design cognition 0.076
collaborative design 0.076
social aspects 0.061
personnel 0.061

societies and institutions 0.061
design methodology 0.061
design education 0.045

knowledge acquisition 0.045
evaluation 0.045

design knowledge 0.045

Betweenness
centrality

computer supported
cooperative work 0.114

collaborative design 0.101
computer simulation 0.090

teamwork 0.080
design activity 0.063
structural design 0.059
design methodology 0.055

personnel 0.055
design knowledge 0.055

drawing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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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Keywords with centrality(2009∼2013)

Keyword Value Keyword network

Degree
centrality

design tools 0.102
design process 0.102
research methods 0.085
design activity 0.068
student 0.068

product design 0.068
decision making 0.068
product design 0.051
engineering 0.051
aesthetics 0.051

Betweenness
centrality

design process 0.340
design cognition 0.274
design activity 0.227
design tools 0.206

research methods 0.155
architectural design 0.129

student 0.126
collaborative design 0.105
product design 0.089
collaboration 0.081

Table 7. Keywords with centrality(2014∼2018)

Keyword Value Keyword network

Degree
centrality

conceptual design 0.075
philosophy of design 0.075
engineering design 0.060
engineering 0.045
student 0.045

product development 0.045
user centered design 0.045
design activity 0.045
design cognition 0.045
design for values 0.045

Betweenness
centrality

product development 0.104
user centered design 0.087
human computer
interaction 0.077

engineering design 0.072
parametric design 0.071
philosophy of design 0.069
conceptual design 0.063
engineering 0.057

data visualization 0.045
design research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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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현대 산업사회에서 디자인은 생산성을 바탕으로 예

술과기술(과학)이 조화된실체로서인간의전반적생활

에기여한다. 기술의발전이가져올디자인여건의변화

를감지하고 적시성있는디자인관련 연구를추진하기

위해서는전 세계에걸친디자인관련 연구를체계적으

로 정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디자인분야의국제학술연구들을키워드네

트워크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계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전세계에걸친디자인분야연구의거시적흐름을도출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선행연구 및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스코퍼스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디자인관련 국제학술 연구논문들의 주요키워드들을

추출하였다. 네트워크 분석방법 중 하나인 키워드 네트

워크 분석은 키워드(단어)들의 동시, 근접 출현 정보를

활용하여 키워드들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텍스트 내

에서의키워드들간연결관계및상대적중요성을분석

하는방법이다. 여러키워드분석방법중, 본연구에서는

중심성 분석을 이용하였으며, 다양한 연구들에서 많이

활용되고있는매개중심성과연결중심성지표를활용하

였다. 시간추이에따른글로벌연구동향을파악하기위

하여 스코퍼스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1999년 1월∼

2018년 11월까지 약 20년간 연구 논문 데이터를취합하

였으며, 5년씩 4개 기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최근 20여년간디자인연구분야에서가장

많이 이용된 키워드는 ‘design', ’product design',

‘design education', ’design process' 인으로 나타났다.

즉, 산업사회에서 디자인의 역할을 반영하듯 제품디자

인관련키워드가높은순위를차지하였으며, 디자인교

육과 디자인 프로세스에 관련된 연구들이 지난 20년간

많이이루어졌음을암시하고있다. 1기(1999∼2003년)에

는 ‘design cognition', ’collaborative design‘ 그리고

’graphic‘ 키워드가매개중심성과연결중심성순위모두

에서최상위를차지한것으로나타나, 이들이가장중심

적인 연구주제로 다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graphic' 키워드와 함께, ‘computer supported design’,

‘computer aided design’, ‘computer simulation’ 등의키

워드가 중심성 상위에 포함되어, 컴퓨터를 이용한 디자

인, 컴퓨터그래픽스및시뮬레이션에관련된융합연구

들이 1기에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었다.

2기(2004∼2008년)에는‘design cognition'과’collaborative

design‘ 키워드가 1기와마찬가지로가장높은연결중심

성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1기의 연구추세가 계속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매개중심성 최상위는 'computer

supported cooperative work' 키워드인것으로파악되

었으며, 1기에 비해 컴퓨터 협업, 시뮬레이션과 연관된

융합연구들이더활발하게이루어진것으로나타났다.

3기(2009∼2013년)에는 ‘design tools’ 와 ‘design

process’ , ‘research methods’ 키워드들이 연결중심성

과 매개중심성 모두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즉, 3기에

는디자인툴(도구)과프로세스및연구방법론에관련된

연구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이들 주제에 관련

된 융합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4기(2014∼2018년)의 연결, 매개중심성 최상위에는

‘conceptual design’과 ‘philosophy of design’이 차지하

고 있어 이들 키워드들과 관련된 주제가 최근 5년 동안

이루어진 연구들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user centered design’, ‘human computer

interaction’ 키워드가높은매개중심성지표값을보여주

고 있어, 최근 5년 간(4기) 디자인과 인간요소, HCI와

관련된 융합연구들이 주목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20년에 걸친 디자인 분야의 글로벌 연구

동향추이를거시적으로분석하였다이러한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발전이 가져올 디자인 여건의 변화를

감지하고 적시성 있는디자인관련 연구를 추진하기위

한자료로활용가능할것이며, 디자인정책및연구개

발 로드맵 수립에 이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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