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1.1 연 경

본 연구는 기술의 발 으로 인해 변화한 산업 환경에

서기 되는 디자이 의 문 역량에 한연구로 4차산

업 명 시 에 디자이 의 역할과 역량의 방향성을 제안

하는 데 목 이 있다.

지난 산업 명 시 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회 변

화와 과학기술의 발 이 서로 큰 향을 주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1]. 디자인 역시 과학기술이 발 하면서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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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기술의 발 으로 인해 변화한 4차 산업 명 시 에 요구되는 미래 디자이 의 문 역량의 방향성을

제안하는 데 목 이 있다. 디자이 는 단계별 산업 명을 거치며 기술과 인간을 연결하게 해주는 간자 역할을 수행했다.

4차 산업 명 시 에 역시 디자이 로서 간자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해 요구되는 역량이 변화하 다. 문헌 조사를

통해 단계별 변화한 디자인의 패러다임을 연구하 다. 한, 디자이 문 역량에 한 선행연구를 통해 과거와 미래 디자

이 문 역량을 비교함으로써 우선순 를 확인하 다. 그 결과 디자이 의 고유 역이라 여겨졌던 시각 표 능력 이

외에 복잡한 문제 해결을 한 융합 인 로젝트 기획 역량과 이를 실 할 디자인 경 역량이 두되었음을 확인하 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4차 산업 명 시 에 디자이 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의 방향을 인지하고 후속 연구에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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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direction of competence of future designers required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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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 also changed. The paradigm of design which changed step by step through the literature survey was studied. 

In addition, priorities were confirmed by comparing past and future designer competencies through prior research 

on designer competencies. As a result, we confirmed that the planning competence to solve complex problem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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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의 개념과 디자이 의 역할이 변화해왔다. 2016년

세계 다포스 포럼에서 4차 산업 명이라는 개념이 등장

하고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은 4차 산업 명이

인간의 본질과 사고방식, 인간 계를 바꾸고 있다고 언

하 다[2]. 과학기술과 사용자 사이에서최 의 경험과

서비스를 디자인해야 하는 간자 치의 디자이 에

게 이러한 변화의 흐름과 요구되는 문역량에 한 본

질 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디자이 의 문 역량에 한 선

행연구를 조사하여 과거와 비교하여 기 되는미래의 역

량을 분류하고 비교함으로써 변화한 시 의디자이 역

할과 역량에 한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1.2 연  과 

이 연구는 먼 1차 문헌연구를 통해 4차 산업 명의

기본 개념과 산업 명별 디자인 패러다임변화를 살펴보

았다. 이후 4차 산업 명에서 요구되는 디자이 의 문

역량을 알아내기 해 시 별 역량 모델에 한 선행연

구를 조사하고 역량 분류 모델을 기 으로 비교 분석하

여 재 요구되는 미래 역량에 해 알아보았다.

2. 본  

2.1 4차 산업혁명 개념 

독일과 미국을 시작으로 세계는 4차산업 명에 국

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거 1차, 2차, 3차 단계별 산업 명

을 거칠 때마다 세계의 도가 바 었고 이는 인간의

삶과 뗄 수 없기 때문이다[3]. 4차 산업 명은 사물인터

넷으로 표되는 연결화 시 , 인공지능으로 표되는

지능화 시 에서의 산업 변화를 의미한다. 디지털, 물

리 , 생물학 역의 경계가 없어지고 기술이 융합되

면서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 를 지칭

한다[4]. 한, 기존 산업 명들과 달리 특정 기술의 변화

가 아니라, 스마트 공장과 같은가상 시스템과 물리 시스

템의 융합이 특징이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 체를 최

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3]. 그 다면 4차 산업

명이 기존의 3차 산업 명과 구별되는 근거는 무엇일까?

클라우스 슈밥은 속도, 범 와 깊이, 시스템 충격을 근거

로 들었다. 이례 으로 4차산업 명은 선형 속도가 아

닌 기하 수 인 속도로 개 이다. 한, 디지털 명

을 기반으로 다양한 과학기술을 융합해 개개인뿐 아니라

기업, 경제, 사회를 유례없는 패러다임 환으로 유도한

다. 그리고 국가 간, 기업 간, 산업 간 그리고 사회 체

시스템의 변화를 수반한다는 에서 3차 산업 명과 구

분되며 요한 가치를 가진다[2].

2.2 산업혁명별 디  패러다  변화

국제산업디자인단체 의회는 “디자인은 기술의 신

인간화와 문화 경제 교류에 있어 핵심 이고

한 사항이다.”라고 언 하 다[5]. 한, 이 의 3차례의

산업 명에서 인간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방향에 맞추어

디자인은 그 역할을 해왔다[5,6]. 산업 명 이 순수 미

술의 범주에 머물러 있던 디자인은 산업 명을 겪으면서

디자인 개념으로 발 하게 되었다[9]. 1차 산업

명 직후의 디자인은 이 순수미술의 요소를 산업에 응

용하는 픽토리얼 디자인에 머물러 있었지만, 19세기부터

기계, 기술의 발달에 따른 량생산과 기능주의를 기반

으로 한 새로운 개념 체계가 성립되면서 응용미술이

라는 새로운 개념의 술을 추구하게 되었다[5,7]. 한,

디자인 과정이 제조공정에서 분리되면서 직업으로서의

디자이 가 생겨났다. 생산성을 추구하기 해 기술과

술이 조합된 실체로서 실제 생활에 이바지해야 함은

오늘날까지 디자인의 핵심과제이자 가치 규범이다[5].

Table 1은 산업 명별 변화한 디자인패러다임을 정리한

표이다.

Division
First

Industrial-Rev
olution

Second
Industrial
Revolution

Third
Industrial
Revolution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dustrial
Revolution

Mechanization
A

mass-produc
tion

Knowledge-
Information

All things
super

intelligent

Core
Technology

Steam engine Electricity, oil
Semiconduc
tor, Internet

AI, Big Data,
IoT

Change of
design

Establishing
the concept of
commercial
art. The
design

process is
separated
from the

manufacturing
process.

Systematic
development
of design

process and
methodology

Designers'
senses and
capabilities
are easily
and quickly
applied

throughout
the industry.

Innovation
and evolution
of design

concepts and
roles

Table 1. Change of Design Paradi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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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은 산업 명의 단계들을 겪으면서 새로운 기술

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간자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경쟁이 심화할수록 기업 경 의 핵심수단으로서 존재의

가치를 증명해왔다. 4차 산업 명 시 에서 역시 새롭게

변한 디자인의 역할과 디자이 의 역량을 탐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 장에서는 디자이 의 문 역량 모델

을 분류하고 비교함으로써 미래 디자이 역량의 방향성

에 해 알아보고자 한다.

3. 디 너 전문 역량 모  

4차 산업 명 이 과 이후에 요구되는 디자이 의

문역량을 가시화하고 비교하기 하여 국외, 국내에서

진행된 디자이 문역량 모델 선행연구사례를 조사하

다. 사례 통해 요구되는 역량 목록을 확인하고 한국디

자인진흥원 디자인 략연구소에서 연구한 ‘ 장 직무

심 디자인 역량별 요구도 분석(2017)’에 제시된 ‘직무

심 디자인 역량 모델 분류’를 기 으로 역량목록을 재분

류하 다[8]. 이를 통해 사례별 첩되는 역량을 도출하

여 역량의 우선순 를 분석하고 4차 산업 명 이 과 이

후에 요구되는 우선순 역량을 비교하고자 한다.

3.1 디  역량모  

역량모델이란 하나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역량

들을 모아 그룹화하고 하나의 모델로 제시한 것이다[9].

역량에 한 연구는 1970년 부터 시작되었고 학교의

교육이 실제 산업 장에서 요구하는 바를 얼마나 만족

시키는지에 한 의문에서부터 시작되었다[8,9]. 산업계

에서 시작한 역량 역량모델의 개념은 확정 이지 않

고 시 , 산업 상황에 따라 변화하 다[10].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략연구소는 디자이 역

량모델과 련된 조사를 진행하 다. 이를 통해 기존의

국가 직무 능력 표 인 NCS 로세스는 실제 필요역량

이 지나치게 세분되어있고 디자인 로세스가 분야별로

상당히 유사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를 반 하여 디자

인 직무 심의 역량모델을 ‘기획’, ‘ 략’, 디자인‘, ’ 리‘,

’신사업‘ 5가지 역의 모델을 제시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연구를 참고하여 디자인 문 역량

‘기획’, ‘ 략’, ‘디자인’, ‘ 리’ 4개 역을 기 으로 분

류했으며 세부 역량 역량 정의는 아래 Table 2와 같다.

Group No. Competence Definition

Planning

1
Design

Management

Ability to organize design
workforce and manage
project progress within
deadline and budget.

2 Project planning

Ability to establish and specify
detailed plans based on
understanding about level the
needs, scope, and results of
clients.

Strategy

3
Design

Research

Ability to identify and
investigate the status of
competitors and design trends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the market environment

4 User research

Ability to investigate user's
complex behavior patterns
and to find design problems&
insights

Designing

5
Strategy /
concept

Ability to determine the
differentiation factors for
design and to establish
design strategy

6
Creative
thinking

Ability to materialize
differentiation factors in
strategy through various
sketches

7
Software
utilization

Ability to utilizesoftware to
create visual design
templates

8 Visual designing
Ability to produce final design
files and determine the final
draft based on the purpose

9
Prototype
Production

Ability to create final designs
the same as actual
production designs

10
Usability
evaluation

Ability to evaluate the usability
of the design prototype and
reflect the results

11
Color, Material,

Finishing
Management

(Product) Ability to plan and
design mass-production CMF
to be applied to the styling
finished surface
(Visual) Ability to plan and
manage materials, finishing
methods to be applied to
printed materials

management

12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bility to understand and
secur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lated to design
registration

13
Design

Marketing

Ability to plan and publish
marketing strategies in the
design outcomes

14 Study on design
Ability to systematically
theorize

Table 2. Classification of Design compet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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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xamples of past design competency models

Fig. 2. Examples of future design competency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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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과거 디  역량모  사

3.2.1 IDASA, Chris Conley (USA) 

IDSA(Industrial Designers Society of America)에서

Conley는 7개의 디자인 역량을 발표하 다[11]. 디자이

로서 문제를 인지하고 이를 다방면으로 해결할 수 있

는 역량이 강조되었다.

3.2.2 2015 AIGA (USA)

미국 AIGA(American Institute of Graphic Arts) 회

에서 'Designer of 2015 competencies' 연구를 통해 13개

의 실무지향 인 역량들을 발표하 다[12]. 가장 우선시

되는 역량으로 문제 상황과 해결책을시각 으로 표 하

고 개발하는 역량이 언 되었다.

3.2.3 UK 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s (UK)

국에서는 직무에 실제로 용할 수 있는 ‘국제실무

표 ‘을 발표하여 실 인 디자이 직무목록 역량

체계를 수립하 다[8].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범 까지

로젝트를 기획하고 경 하는 기획 역량이 디자이 에게

두되었다. 한 다른 역량모델과 마찬가지로 문제 해

결책을 시각 으로 개발하는 역량 역시 강조되었다.

3.3 미래 디  역량모  사

3.3.1 2025 AIGA (USA)

미국 AIGA 회에서는 미래 디자이 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들을 6가지 미래 트 드와 련지어 나열하 다

[13]. 그 ‘복잡성(Complexity)’을 가장 요한 트 드

요소로 언 하 으며 다른 분야의 문가들이서로 력

할 수 있는방법과 역량을 강조했다. 이는 기존의 디자이

에게 요구되는 시각 창의성, 디자이닝 역량과는 구

별되는 역량이라는 이 특징 이다.

3.3.2 GOV. UK (UK)

국의 ‘Digital, Data and Technology capability

framework’ 연구에서 graphic designer : skills and they

need를발표하여 미래 그래픽 디자이 의 역량들을 발표

하 다[14]. 디자이 의 창의 인 개성과 감각에만 의존

하지 않고 디자인의 맥락과 근거를바탕으로 시각화해야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기 해서 사용자에 한 이해와 공감 역량이 강

조되었다.

3.3.3 2020 Design (UK)  

국 정부는 변화하는 시 에 디자이 에게 필요한

실 인 직무 목록을 체계화하 다[8]. 디자인을 ‘하는

것’이 아닌 ‘생각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디자이 의 지

인 역량을 강조하 다.

3.4 시 별 디  역량모  비  

역량목록을 기 으로 첩되는 디자이 문역량을

비교하여 우선순 를 매긴 결과 과거와 미래 모두 기획,

략, 디자인, 리 순의 동일한 우선순 가나타났다. 하

지만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과거에 비해 디자이 의 기획

역량이 150% 상승했고 리 역량 133% 감소, 디자인 역

량 100% 감소했다는 이다. 즉, 과거에 비해 미래 디자

이 에게 기획 역량이 더욱 요한 가치로 두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세부 역량을 살펴보면 과거 역량

목록 표에서는 디자인 경 (Design management)과 디

자인 시각화(Visual Designing) 역량이 가장 요한 가치

로 나타났다. 미래 문역량에서 역시 디자인 경 역량

이 가장 요한 가치로 나타났지만 반면, 디자인 시각화

역량의 필요성은 낮게 측정되었다. 반 으로 미래 디

자이 에게는 과거 디자이 에게 자주 회자되는 술성

을 기반으로 한 디자이닝 역량보다 공감 능력을 기반으

로 한 기획과 략과 련한 역량이 요구된다. 4차 산업

명은기술변화 자체가 아닌 기술을 활용한 “인간과사

회의 변화”를 의미한다[5,15]. 그 기때문에 간자

치인 디자이 는 ‘인간과 사회의 새로운 필요와 욕구를

포착하고 그것을 기술과 연결해 실 ’해야 하기 때문에

기획, 략 부분의 역량이 더욱 강조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 흥미로운사실은미래 디자이 역량에 ‘Data’와

련된 역량이 많이 언 되었다. 과거에는 비주얼 솔루션

을 표 하기 해 시각화 역량이 요구되었다면 미래에는

수많은 데이터 속 가치 있는 정보를 시각화하고 표 하

는 역량이 요구된다. 그러기 해 디자이 는 인공지능

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할 수 있는 소 트웨어

툴 사용 역량 한 필요하다. 이러한 역량의 변화를통해

디자이 는 술 감각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도구로 인

간의 필요와 욕구에 공감하고 솔루션을 과학기술과 목

한 디자인으로 실 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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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본 연구에서는 디자이 의 문 역량에 한 선행연

구를 통해 4차 산업 명 시 에 기 되는 미래 디자이

문역량에 한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하 다. 단계별

산업 명을 겪으면서 제조공정에서 디자인 과정이 분리

되었고 디자이 라는 직업이 생겨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디자이 는 기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간자 역할

을 수행했으며 기업 경 의 핵심가치로 두되었다. Big

data, VR, IoT와 같은 새로운 기술, 인터페이스가 등장한

4차 산업 명 시 에 역시 디자이 는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달하는 간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

러기 해서 디자이 에게 요구되는 역량이 변화하 다.

먼 미래 디자이 에게 요구되는 가장 요한 역량

으로는 기술과 인간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에 한

기획 역량이다. 기획 역량을 원활히 수행하기 해서는

산업의 구조에 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복잡한 문

제 해결을 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업을 할수 있

어야 한다. 그러기 해서 디자이 는 다른 역이라 생

각해왔던 분야의 배경지식을 쌓아야 하며 훈련을 통해

융합 사고 능력을 키워야한다.

둘째, 디자이 는 기술의 발 으로 인공지능을기반으

로 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졌다. 데이터는 인간의 필요

와 욕망을 찾아내는 유용한 도구이다. 디자이 는 데이

터를 활용할 수 있는 소 트웨어 툴 사용 역량과 데이터

를 통해 정보를 달, 표 할 수 있는 역량이 요하다.

한, 데이터는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업을 할 때 디자

인 요소의 합리 인 근거로써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흐

름의 방향에 맞게 미리 디자이 의 문 역량을 키워나

간다면 새롭게 변화한 시 에 디자인의 가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는 과거와 미래의 디자이 문 역량을 비교

함으로써 4차 산업 명 시 와 디자인의 계와 방향을

탐구했다는 에서 시사 을 가진다. 비교된 사례가 제

한 이라는 에서 본 연구의 한계를 가진다. 향후 더욱

구체 인 사례 연구를 통해 이를 검증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며 디자이 의 문 역량에 한연구가 지속 으

로 제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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