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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환경 변화에 따른 인터랙티브 디자인 교육의 방향성
-대학교육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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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ing on Colleg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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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변화하는 IT 환경에 따른 디자인 교육의 혁신 요구에 주목하여, 인터랙티브 디자인 분야의 학문
적 가능성과 대학에서의 교육방안을 제시함으로서, 매체 및 기술의 변동에 따른 디자인 교육의 합리적인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인터랙티브 디자인을 통한 고부가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연구
와 학문적 기반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대학에서의 독립적인 학문 영역 토대를 마련하고, 관련 교육과정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인식에 따라, 그 교육적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인
터랙티브 디자인의 독자적 학문영역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학문적으로 인터랙티브 디자인의 개념과 범위를 
정립하였다. 인터랙티브 디자인학의 영역은 전통적인 기술만을 가르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전통적 디
자인 교육의 보편적 한계를 넘어선 기술적 이해를 요구하면서, 복합적인 이슈를 다룰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그에 따
른 차별화된 교육방법의 모색이 요구된다.

주제어 : 인터랙티브 디자인, 디지털 교육, IT 환경, 대학교육, 인터페이스

Abstract  This study observes innovation demand in design education according to IT environment in change, 
and explores reasonable directivity of design education according to fluctuations in media and technologies by 
presenting academic possibility of interactive design field and its education paradigms for universities. In order 
to achieve highly added values through interactive design complying with social demand, accompanying 
researches and academic frames are to be prepared, in particular with independent academic domain frame in 
universities, this study presents an educational directivity by recognizing important establishments of related 
curriculum that must be proceeded. This study has made a contribution in addressing the necessity of 
establishment of individual academic domain for interactive design and also setting up the domain of interactive 
design. It has been concluded that technological understanding beyond conventional design education, 
management of complex issues in consideration, and methodology of differentiated education in corresponding 
to the situation needed as well as typical educations of conventional technologies should be provided for 
satisfying innovation demand in the domain of interactiv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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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세기는 디지털 시 이며 신 디자인 시 이다. 

1990년  이후 가속도로 발 하고 있는 디지털 테크놀로

지의 향으로 모든 산업분야에는 디지털 명이 일어났

으며 정보 기기와 디지털 기술이 문화를 주도해가고 있

다. 이러한 본질 이면서 진 인 변화를 겪으면서 디

자인 분야에도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1)

최근 IT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화두는 ‘소통’이다. 

‘소통’은 IT를 넘어서 정치, 사회 각 분야에 미래사회를 

과거와 구분짓는 열쇠이다.2) 이러한 인식이 속도로 확

산됨에 따라서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는 디자인  상으로 ‘인터랙티  디자인(interactive 

design)’이 두되고 있다.

IT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서 삶의 질은 향상되었고  

시 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라이 스타일 한 변하

다. 주 5일제 근무의 확산 등으로 인한 여가시간이 증가

하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품  유지를 하여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소비 패턴에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들은 디지털 시 에 걸맞게 다양하고 고 화된 정보

를 받아들임에 따라 계획 이고 극 이면서 개성 인 

가치 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사회 상에 해 수동  

입장에서 능동 이고 극 인 태도로 변모하 으며 이

러한 상을 받아들이는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참여하는 

입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 사회의 주체이자 참여

자로써의 역을 확장해 나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통을 

화두로 한 상호 작용의 개념이 논의되기 시작하 고 모

든 상과의 커뮤니 이션을 근간으로 하는 인터랙티  

디자인이 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

한 상은 최근의 IT 소비문화의 표 인 특징이기도 

하다.3)

이러한 추세에 따라 학문 으로 타분야에 비해 비교

 짧은 역사를 갖는 인터랙티  디자인은 디자인 분야

에서 그 범 와 요성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1) 신완식, 디지털미디어시대 제품의 디자인방법 연구, 건국대
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p.177.

2) 조상현, 소통혁명 : 미래 세상은 소셜네트워크와 모바일이 
지배한다, 황금사자, 2010, p.10. 

3) 박선욱, 기술 변천에 따른 디자인 개념 변화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p.44.

실제 실무 장이나 교육기 에서는 인터랙티  디자인

을 기존의 통  역에 포함하여 인식하며, 별도의 학

문으로서의 탐구가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반 로 일부에서는 인터랙티  디

자인 분야를 학문 으로 문화하고 보다 발 시키려는 

의식 한 커지고 있다.4)

사람과 구축환경을 연결시켜주는 인터랙티

(interactive)의 개념이 다양한 디자인 분야에서 시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랙티  디자인의 학문  기반 구

축은 무엇보다 요하다. 당  인터랙티  디자인은 하

나의 기능  차원에서 발 되어 재에는 새로운 생활 

문화를 창출하거나 다른 감각  체험을  수 있는 형태

들로 발 되어 가고 있다. 이에 각종 제품과 서비스에서 

인터랙티 인 가치가 주도 으로 용되고 있으며, 기

업들 한 자사의 상품과 서비스에서 인터랙티  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에서 인터랙티  디자인을 통한 고부

가가치를 얻기 해서는 그에 따른 연구와 학문  기반

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며, 제도 인 지원  체계 마련과 

함께, 련 문인력의 배출이 요구된다. 따라서 인터랙

티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를 한 필수 인 요건으로서, 

학에서의 독립 인 학문 역 토 를 마련하고, 련 

교육과정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변화하는 IT 환경에 따른 디자인 교육

의 신 요구에 주목하여, 인터랙티  디자인 분야의 학

문  가능성과 학에서의 교육방안을 제시함으로서, 매

체  기술의 변동에 따른 디자인 교육의 합리 인 방향

성을 모색하는데 목 이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IT 환경의 변화에 따른 디자인 분야의 신 

요구와 인터랙티  디자인의 의의  가치를 조명하고, 

궁극 으로 인터랙티  디자인 문인력 양성을 한 국

내 학의 디자인 교육의 방향성과 교육과정 수립시 고려

사항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해 본 연구는 

문헌  연구방법에 기 하여, 각종 선행연구를 토 로, 

디자인 산업 환경 변화에 한 이해, 디자인 분야의 학문

 체계와 교육과정 고찰, 인터랙티  디자인의 개념과 

4) 신재욱, 인터랙션과 인터랙티브 디자인, 웹 인터랙션, 2001, 
pp.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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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육을 한 학문  요구와 방향성을 제시하 다. 

2. IT 환경 변화와 디자인 

2.1  IT 환경과 디자인 학문의 변화

독일의 테자인(Tesign) 표 게오르게 테오도 스쿠

(George Teodorescu)는 2003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디자인코리아 국제회의에서 “디자인을 기능이 컨셉으로 

구 된 단순한 도구 인 의미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5) 과거와 재 디자인

을 이해하는 이 변화하 으며 의 변화는 기술 

환경의 변화에서부터 비롯된다.

과거 디자인의 역할에 한 일반 인 정의는 공동체

를 한 실에 질서를 규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차 

디자인에 한 과 이해에 요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사회와 문화에 한 인식이 제된 디자인 과정은 복합

이고 다양한 에서 재와 미래를 분석하고 반 한

다. 따라서 시 가 원하는 디자인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

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디자인교육에 한 창의  근의 

필요성이 차 증 되고 있다.

근  산업 사회의 특징은 가치 역의 분화이다. 근  

사회가 시작되면서 세신학  가치가 지배하던 역이 

경제, 정치, 법률, 과학 등 각종 세속 인 가치 역들이 

독립되어 나오기 시작하 다. 이것이 소  Max Weber

가 지 하는 ‘세계의 탈주술화(Demystification of the 

world)' 상이다. 이들 가치 역은 어느 한 역이 다

른 역에 종속되지 않고 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발 해간다. 각 역을 지배하는 원리와 목  가치도 상

이하다. 그러나 IT 정보 사회에서는 이러한 역 구분이 

해체 된다.6) 정보화 사회에는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네트

워크의 확장을 통해 사회구조는 변화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복잡해지며 정보, 지식 명의 개  지식 기

반산업이 부상하고 있다. 국제 으로는 개방화, 자유화

로 경제  국경이 없어지면서 세계 경제의 통합이 가속

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상품은 물론 자본, 기술, 인력, 기

5) Teodorescu, G.,『디자인 교육의 위기와 기회』, 디자인코리
아 국제회의, 세션 2 발표문, 서울: 코엑스, 2003.12.05, p.35.

6) 조규명,『디자인 대중교육의 목표에 관한 연구』, Vol.11 
No.2, 조형미디어학, 2008, p.158.

업 등 경제 주체의 국가 간의 이동이 속히 확 되는 

로벌화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나 기업은 물론 개

인에 이르기까지 무한경쟁시 에 응하여 지식, 기술 

인 라를 확충하고 IT, 생명공학  디자인과 같은 미래 

유망 산업의 선   경쟁력 강화를 한 산업 정책을 

극 추진하고 있다.

의 디자인은 개별 생산품이나 생산체계의 형성에

서 벗어나 감수성의 역으로 자리하고 있다. 고정불변

의 물질 인 하드웨어 개념에서 유기 이고 심리 인 측

면을 강조하는 소 트웨어 인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

다.7) 한 유비쿼터스 개념과 공간 환경의 변화로 디자

이 는 가상공간의 역과 콘텐츠를 구성하는 독창 인 

디자인 환경을 경험하게 되었다. 네트워크 환경과 정보

기술의 속한 도입은 20세기의 문화 방식을 넘어서 

21세기 통합과 융합(Convergence)단계를 지향하는 디자

인 방법론과 학제 간 연계의 교육과정을 이슈화하게 되

었다.8) 이른바 디지털 컨버젼스와 사이버 공간의 두에 

따라 기계, 기 자, 컴퓨터, 시나리오 제작, 로그래 , 

이동통신, 언론과 신문학 그리고 그래픽과 유통이 한 곳

에 수렴하기 때문에 기존의 디자인 공의 한 역으로

는 응하기 어려워졌으며, 기존과는 다른 학제 역과 

새로운 계를 가지게 됨에 따라 디자이 들은 다학제  

업과 지식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따라서 재는 다학

제  성격을 지닌 통합교육이 일부 실시되고 있지만, 교

육과정과 교과목의 구성이 모호하여 선진사례의 조사를 

바탕으로 미래지향 인 디자인 교육 시스템 구축이 필요

하다고 단된다.

2.2 디자인의 인터랙티브화

인터랙티 (interactive)는 보통 인간과 컴퓨터로 표

되는 상물을 매개로 한 인간-인간 인터랙션

(interaction)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인터랙티  디자인은 

간에 매개가 되는 기술을 빼면 인간의 사회 인 행동

과 패턴 등과 크게 다르지 않다.9)

7) Brandes, U.,『디자인은 예술이 아니다』, 김미숙 역, 서울: 시
지락, 2006, p.95.

8) 김선영,『창의성 개발을 위한 디자인교육 콘텐츠』, 집문당, 
2009, p.30.

9) 김지은, 인터랙티브 디자인과 ‘대인 매력적 요인’과의 연계 
가능성 모색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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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 이션 과정에 사용되는 도구를 시한 인터페

이스는 화하고 조작하는 방법과 사용자의 참여를 강조

하게 되면서, 인터랙션이라는 상  개념으로 발 하 다. 

인터랙션은 인간과 환경 인간과 인간 인간과 시스템을 

한 커뮤니 이션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양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인간이 습득하는 경험을 

디자인하는 것을 인터랙티  디자인이라고 보통 정의 한

다.10)

인터랙티 의 사  의미는 ‘상호간’의 뜻을 지닌 인

터(Inter-)와 ‘활동 ’의 뜻을 지닌 액티 (Active)의 합

성어로, 상호활동 인, 곧 방향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고 한다. 인터랙티 는 사용자가 데이터나 명령어를 입

력할 수 있도록 한 로그램으로 ‘둘 는 그 이상의 인

물이나 개체가 상호작용 는 화하는 상태’로 정의할 

수있다. 인터랙티 와 연 된 단어들을 정의하면 인터랙

트(interact)는 동사로서 ‘상호작용하다’, ‘함께 화하거

나 반응하다’이고 이에 생된 명사형인 인터랙션

(interaction)은 ‘상호작용’, ‘둘 는 그 이상의 개체가 서

로에게 반응하며 화하는 행 ’의 뜻으로 정의되고, 형

용사형인 인터랙티 (interactive)는 ‘상호작용 인’, ‘서

로 작용하는’, ‘ 향을 미치는’, ‘ 방향의’의 뜻을 지닌다. 

즉, 인터랙티 (interactive)는 상호간의 행동이나 향을 

의미 한다.11) 따라서 인터랙티 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

고 있고 행하는 우리의 일상이다.

인간, 자연, 사회의 모든 상과 상은 이와 같은 상

호작용, 상호연  속에 있으며 그 가운데 분리 될 수 없

는 연결을 맺고 있다는 것이다.12) 이러한 인터랙티 를 

인터랙티  디자인에서 통용 되는 의미로 다시 정리해 

보자면, 인간이 어떠한 작용을 취하면서 사물로부터 그 

반응을 받고 다시 그 반응에 해 인간이 정보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인터랙티 는 이 게 인간과 사물 간에 행

동을 주고받는 것이며 인터랙티  디자인이란 이런 행동

과 반응의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하는 일이다.13)

10) 오병근, 피지컬 인터페이스의 구현을 위한 연구, 디자인학
연구 논문집, 통권52호, 2003, p.133.

11) 우상기, 도시공간에 있어 휴먼인터페이스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옥외광고학연구 논문집 통권1
호, 2005, p.88.

12) 신재욱, 인터랙션과 인터랙티브 디자인, 웹 인터랙션, 서울
디자인 2001, http://jungle.co.kr/magazine

13) 류승호․조성배, 현대 컨버전스 제품에 나타나는 인터페이
스와 인터랙션의 이해, 기초조형학연구, Vol.9 No.2, 2008, 

커뮤니 이션 과정에 사용되는 도구를 시한 인터페

이스는 화하고 조작하는 방법과 사용자의 참여를 강조

하게 되면서, 인터랙션이라는 상  개념으로 발 하 다. 

인간과 환경 인간과 인간 인간과 시스템을 한 커뮤니

이션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양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

한 일련의 과정에서 인간이 습득하는 경험을 디자인 하

는 것을 인터랙티  디자인이다.14) 즉 서로가 서로에게 

반응 하고 자극 과정에 따라 변화되어 유동 이고 가역

인 통합인 것이다. 어떠한 매체와 사람사이의 인터랙

션은 사람이 매체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매체가 사람의 

원인이 될 수 도 있다. 사람이 매체에 반응하기도 하고 

매체가 사람에 반응하기도 해서 디자인은 어떠한 계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가변성과 

개방성을 가지게 된다. 결국 인터랙티  디자인과 인터

랙션은 그 행 가 일어나는 환경, 즉 공간과의 반응 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15) 

[Fig. 1] Concept of interactive design

산업 으로나 디자인학 으로 ‘인터랙티 (interactive)’ 

라는 말은 몰입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을 궁극 인 목

표로 하고 있으며 컴퓨터, 고, 게임 등의 여러 분야에서 

주목되어지고 있다. 디지털을 이용해 상호소통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요성이 강조되면서 다양한 디지털들은 인

간을 둘러싼 환경이 속한 기술발달을 함에 따라 인류

반의 체계 뿐 아니라, 사용자의 감각 반응과, 시간과 공

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방향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효

과 인 커뮤니 이션의 역할 증 를 기 할 수 있는 새

로운 장르를 만들어 내고 있다. 컴퓨터 매개 커뮤니 이

션(CMC)기반의 미디어는 이러한 다양한 분야와 기술  

p.320.
14) 조동성, 디자인 혁명(21세기 뉴 르네상스 시대의), 한스미

디어, 2006, p.21.
15) 오병근, 피지컬 인터페이스의 구현을 위한 연구, 디자인학 

연구 통권52호, 2003, p.133.



Providing a Direction to Interactive Design Education According to the Changes in IT Environment- Focusing on College Education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69

형태로부터 원리를 빠르게 흡수함으로써, 시각 이고 감

각 인 경험을 화면상에 구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인터랙티  기술은 이러한 경험들 을 의미 있고 인간

인 커뮤니 이션으로 변화시킬 수 있게 해 다. 이 듯

이 멀티미디어가 화되면서 과거 아날로그 기기의 단

조로운 명령 수행을 넘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뿐 아니

라 사용자 개인의 성향, 취향 등에 합한 기능만을 취해

서 사용자 심의 지능 인 기기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

다. 이러한 변화로 사용자가 기기에 맞추어 사용하는 일

방향  방식이 아니라 사용자와 디지털 미디어 기기와의 

커뮤니 이션이 이루어져 복잡한 기능을 쉽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인터랙티  디자인의 

요함이 부각되고 있다. 즉 디지털 명으로 사용자가 보

다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과 양방향 커뮤니

이션이 가능하다는 것은 인터랙티  미디어의 기본 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16)

디자인의 인터랙티 화는 기에 컴퓨터 공학과 환경

에 기반을 두어 발  하 으나, 디자인의 역으로 용

이 확  되면서 계와 경험에 심을 둔 새로운 디자인 

방향을 제시하게 되었다. 인터랙티  미디어의 사용자는 

커뮤니 이션 정도에 따라 몰입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몰입 인 체험은 효율 으로 사용자에게 달하여 쉽고 

빠른 상호작용을 유도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 을 두고 있다. 특히 인터랙티  

디자인에서 새롭게 주목한 것이 사용자의 경험 창출이다. 

어느 범 에서 용하고 수용되어 활용 되던 간에 궁극

인 목표가 ‘경험 창출’ 이라는 에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17)

3. 학문으로서의 인터랙티브 디자인 

3.1 인터랙티브 디자인학의 필요성

디자인은 ‘실행’과 ‘지식’이라는 두 차원을 동시에 가지

고 있다. 특히, 디자인은 본질 으로 산업과 깊은 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실행’ 차원에서 다자인 결과물을 가 

16) Saffer, D., 더 나은 사용자 경험(UX)을 위한 인터랙션 디자
인, 에이콘, 2008, p.27.

17) 강성중, 공간에서의 인터랙션 디자인 개념 적용에 관한 연
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Vol.3 No.14, 2005, 
pp.235-236.

더 우수하게 만드느냐가 요한 평가기 과 가치 단의 

척도가 되어왔다. 따라서 디자인 연구가 당장의 산업분

야의 요구와 기 를 기반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디자인

을 학문으로 정립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이는 인터랙

티  디자인 연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동안의 

인터랙티  디자인 련 연구에서는 실무상의 개별 인 

목 을 가지고 도구  차원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인터랙티  디자인 고유의 정체성을 반 하거나 

인터랙티  디자인의 발 을 기약하는 연구가 부족하

다.18)

최근의 모바일컴퓨 , 컨텍스트 인지 디바이스, 지  

환경 등의 발 으로 인터랙티  디자인의 심은 사용성 

뿐 아니라 사회 이며 정서 인 측면과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능력 등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디

자인 역은 경험디자인이라고 불리며, 제품개발 과정에 

있어서 디자이 들 의 역량을 증 시키는 데 큰 도움을 

 것이다. 아울러 디자이 들은 끊임없이 보다 요한 

역할을 수행해 나가게 될 것이다. 한 최근 인터랙티  

디자인에 포커스를 맞춘 출 물과 컨퍼런스 등이 증가하

고 산업분야에서 인터랙티 의 요성을 강조하는 지지

자가 증가하는 등 실무 분야에서 인터랙티  디자인의 

역할과 상이 차 요해지고 있다는 도 주목하여야 

한다.19)

인터랙티  디자인의 학문  목 은 상업 으로 쓸 

만한 제품을 만들기보다 연구와 실무 커뮤니티를 한 

‘지식’을 생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터랙티  디자인에 

한 학문  근은 제품생산, 배포 등 경제와 련한 세

심한 문제, 제품을 일련의 제품라인과 결합시키는 문제, 

제품이 회사의 아이덴티티에 미치는 향 등을 덜 강조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랙티  디자인학은 디자인실무자

가 상업 으로 성공 인 것을 만드는 데에 을 맞추

는 동안 ‘옳은 것’, 즉 무엇이 인터랙티  디자인인지를 

정립하는데 을 둔다. 그리고 인터랙티  디자인학은 

상업마켓에 이미 존재하는 제품의 수정보다는 새로운 이

론, 기술, 니즈, 맥락을 포함하는 ‘발견’이 되어야 한다. 

를 들어, 실무 장에서 자제품을 제작하는 디자이 가 

18) 남성훈, 디자인영역에서 인터랙션의 접근 방향에 관한 연
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p.8-12.

19) 이지양, 인터랙션디자인의 개념적 고찰, 정보디자인학연구, 
Vol.7, 2004, pp.13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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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하는 인간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해 냉장고를 리디자

인한다고 결정하는 반면, 인터랙션 디자인학의 연구자는 

사람에게 보다 도움이 되는 새로운 카테고리의 제품군을 

발견하기 해 노력하여야 한다.

즉, 학문으로서 인터랙티  디자인이 역이 구축되어

야 하는 이유는 인터랙티  디자인이 무엇인지 악하고, 

어떠한 요소가 포함되어야 하며, 궁극 으로 구 하고자 

하는 산출물이 무엇인지에 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서, 

학문  합리성을 추구하여 독자 인 상을 구축하고, 

나아가 디자인 실무를 도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학문  합리성이란 기존

의 디자인학에서 인터랙티  디자인의 차별성이 무엇이

며, 앞으로의 망이 어떠한지에 한 사회  공감을 의

미한다.20)

결국 디자인의 궁극  목표는 인간, 환경, 문화와의 조

화를 유지하는 범 에서 인간의 미  욕구를 충족시키고 

생활환경을 순화시키는 것이다. 이때 타 역에 한 이

해는 유기 이고 비선형 인 사고가 제된 창의  

이 필요하다. 디자인 교육은 디자인과 연계되는 근 학

문의 역과 요소들을 입하고 신소재와 신기술 등의 

과학기술  정보기술에 한 지식과 경험을 유도해야 

한다. 디자인 작업을 통해 기능  측면이 결합되어 문화

기술로서 사회 , 문화 으로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따

라서 융합집 의 교과과정으로 통합  사고와 장기  비

을 갖출 수 있도록 인터랙티  디자인의 학문  역

을 구축하고, 그에 따른 교육방안과 교과과정을 구성해

야 한다.

3.2 인터랙티브 디자인학의 영역과 분류

체로 인터랙티  디자인을 비롯한 디자인 분야에는 

명확한 분류기 이 존재하지 않는다. 비교  최근에 산

업 , 학문  요성이 커진 인터랙티  디자인은 더욱 

그 분류체계의 사례가 부족하다. 하지만 연구의 신뢰도

를 높이기 해 기존 이론, 사례를 통해 학문의 분류체계

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인터랙티  디자인 교육의 

체계화를 한 선행 과정으로 필수 이다.

공신력 있는 단체가 어떠한 문분야를 분류하는 방

식은 크게 ‘연구분류체계’, ‘산업분류체계’, ‘문헌분류체계’

20) 김은영, 디자인의 학제적 분류체계에 대한 고찰, 대한인간
공학회 추계 학술대회, 2008, pp.129-130.

세 가지로 나뉜다. 그  이 연구의 목 에 부합하는 방

식은 ‘연구분류체계’이다. 문 학술 학회, 회, 연구소, 

기  등에서는 어떠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연구개

발의 측정과 분석을 해 연구분류체계를 만든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의 통계 자료를 편찬할 뿐만 아니라 연구

의 기  자료 역할을 하는 표 을 얻게 된다. 이러한 연

구분류는 주로 학술논문이나 기술개발을 목 으로 분류

하는 특성이 있으며 때문이 그 분류의 성격이 이론 이

고 제한 인 성격을 갖게 된다. 연구분류가 심 갖는 

역은 연구주제, 연구분야, 기술개발활동, 연구의 목   

유용성 등이 되며, 분류를 통해 학문  망을 제시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랙티  디자인학의 교육을 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목 이 있으므로 ‘연구분류체계’에

만 을 맞추기로 한다. 공신력 있는 몇몇의 연구분류

체계를 고찰하고 이를 연구주제 분류기 에 목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디자인 연구분류체계에서는 아직까지 인터랙티  디

자인이 시되는 사회  흐름을 반 하지 못하고 이를 

연구의 분류항목으로서 체계화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한국연구재단21) 한 2009년, 과학기술의 발 추세와 신

생융합기술을 반 하여 분류체계를 재구성하지만 디자

인 분야에서 인터랙티  디자인을 직 으로 일컫는 항

목을 찾을 수 없다. 분류항목인 정보통신분야에서 HC

I22)를 찾을 수 있을 뿐이다. 이 분류체계에서 인터랙티  

디자인은 ‘디자인되는 상이나 매체’에 따른 분류기 을 

통해 ‘제품디자인’ 역에 속하게 된다.

그리고 한국HCI학회23)는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

용(Human Computer Interaction)에 한 이론과 응용

에 련된 학문을 연구하는 단체이다. 

1990년 당시 그래픽 유  인터페이스(Graphic User 

Interface)와 멀티미디어에 심을 가지고 있던 컴퓨터, 

인지심리학, 디자인, 언어학, 산업공학, 철학 등의 다양한 

21) 한국연구재단, www.nrf.re.kr
22) 인간과 컴퓨터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또는 학문영역. 

휴먼 컴퓨터 인터렉션(Human Computer Interaction)의 약
칭이다. 인간과 컴퓨터가 쉽고 편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
록 작동시스템을 디자인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다루는 학문
으로서 이 과정을 둘러싼 중요 현상들에 관한 연구도 포함
한다.

23) 한국HCI학회, www.hci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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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의 학자들이 심이 되어 출발하 다. 따라서 한국

의 여타 학술단체에 비해 인터랙티  디자인을 면 하게 

탐구할 기반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은 엄

하게 체계화된 분류라기보다 편의에 따라 인터랙티  

디자인을 분류하고 있다.

[Fig. 2] Design Classification System o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Fig. 3] Design Classification Criteria of Korea 
HCI Association

한국HCI학회의 체계는 때에 따라 하 항목이 수정, 

추가될 수 있는 유동 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를 들어, 

디자인 분야에는 때에 따라 ‘게임디자인’, ‘디지털패션’, 

‘사용성  평가’ 등이 추가될 수 있다. 한 이 분류체계

는 ․ ․소의 분류 없이 하 항목이 모두 같은 차원

으로 나열되고 있다. 따라서 하 항목간의 비교를 통해 

일정한 분류 성격을 결론내리기 힘들다. 이 한계 을 염

두해 두고 재까지 수집된 체계를 토 로 분류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이 연구단체의 성격상 타 단체보다 인터랙티  

디자인 분야의 연구주제를 면 하게 다루고 있다. 특히, 

분류를 ‘기술분야’, ‘디자인분야’, ‘인문사회과학분야’로 

나눔으로써 인터랙티  디자인의 다학제성을 잘 보여주

고 있다.

[Fig. 4] Interactive Design of Korea HCI 
         Association

한 이 분류체계를 통해 볼 때, 인터랙티  디자인과 

인터페이스 디자인은 분류체계에 있어서는 같은 항목으

로 합쳐, 서로 구분하지 않는다. ‘인터랙션/인터페이스 디

자인’은 ‘사운드 디자인’, ‘경험/서비스 디자인’ 등 실제로 

한 련이 있는 주제와 분리되어 같은 차원으로 열

거된다. 따라서 인터랙티  디자인은 인터페이스 디자인

과 묶여서 사용자와 기기간의 편의성, 효율성 차원으로 

역의 의미를 한정하는 경향이 있다. 정리하자면, 본 분

류체계는 HCI와 련한 디자인분야에서 주로 다루는 주

제를 알 수 있다는 장 이 있으나, 그 체계성이 부족하여 

인터랙티  디자인의 학문  방향을 악하는 기 으로 

삼기에는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미국의 ACM 

(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은 컴퓨터 분야

의 학술과 교육을 목 으로 하는 각 분야 학회들의 연합

체로서, 1947년에 설립된 권  있는 단체이다. 본 단체에

서는 학술자료를 리하고 검색하기 쉽도록 1982년부터 

Computing Classification System(CCS)라는 명칭 하에 

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재 사용 인 분류체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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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에 새롭게 만든 것을 1998년에 부가 으로 수정한 

버 이다. 여기에서는 컴퓨터 련 학문이 부상 하는 

환경을 반 하는 동시에 자료 검색에 사용되던 주제어들

을 면폐지하지 않고 그 로 사용하도록 하여 혼란을 

최소화한다.24)

[Fig. 5] Parts of ACM’s Computing  
         Classification System

CCS는 트리구조의 분류체계, 그리고 16개의 일반명사

(General Terms)와 다수의 고유명사주제어(implicit 

subject descriptors)로 구성되어있는데, 여기서는 인터랙

티  디자인에 련된 부분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장 

에 띄는 은 에서 언 한 단체의 분류체계가 상 단

계에서부터 ‘디자인’이 언 되는 반면, CCS에서는 반

으로 ‘디자인’이란 단어가 드물게 사용되고, 주제어 

역에 간혹 사용되는 ‘디자인’ 역시 통 인 엔지니어 

역에서도 발견된다는 에서 볼 때, ‘제작’의 의미로 사용

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CCS는 ‘디자인’, ‘엔지니어’와 

같은 직업  분류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상 단계에서부

24) ACM, www.acm.org/about/class/ccs98-intro

터 ‘연구가 집 하는 상’을 심으로 분류체계를 세분

화함을 알 수 있다.

[Fig. 5] Parts of ACM’s Computing 
         Classification System

[Fig. 6]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action’ 
and‘Interface’in CCS

CCS의  다른 특징은 ‘인터페이스’의 하 에 ‘인터랙

션’을 포함시킨다는 이다. 이는 인터페이스를 통한 디

자인의 역할 증 가 인터랙티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등

장시켰다는 차원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결국 인터랙티  

디자인은 인터페이스, 즉 제품, 시스템, 혹은 어떤 실체와 

교류하면서 발생하는 경험을 디자인하는 것으로 해석되

며, 학문 으로는 보다 더 쉽고 근 가능한 인포메이션 

환경이 되기 하여 잘 디자인된 인터페이스를 구축하는 

내용과 함께, 기계와 인간을 센서로 연결하여 아주 포

이고도 일체 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체계

으로 다루도록 해야 하고, 이러한 지식과 기술을 다루

는 데는 ‘인터랙티 ’한 모든 과정들을 통해 고립되어 있

던 학문들이 유기 으로 통합되어야 하므로, 상과 환



Providing a Direction to Interactive Design Education According to the Changes in IT Environment- Focusing on College Education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73

경을 보다 발 시키고자 하는 다학제  학문 역으로 나

아가야 할 것이다.

4. 인터랙티브 디자인 대학교육의 방향성 

4.1 인터랙티브 디자인학의 요구사항

인터랙티  디자인의 요소는, 때로는 극 으로 사람

과 사람의 상호작용을 조장 하기도하며, 때로는 소극 /

간 으로 상호작용을 조장하는 특성도 가지고 있다. 

인터랙티  요소들은 사람들을 둘러싼 환경과 공간 내에

서 의미를 부여해 자극을 유도 하고, 행 들을 유발시키

는 기능을 한다. 이는 동기유발 혹은 동기부여라고 할 수 

있으며, 각종 로그램이나 장치들의 조종을 통해 주어

진 공간 내에서 ‘지각 인지 반응’을 유발하여 인간의 행태

를 지원할 수 있다. 한 이용자 심의 사고를 통해 

재 이용자뿐 아니라 잠재  이용자들을 한 다양한 상

황들까지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공간 안에서 인

간이 사용하는 특정한 감각에 우 를 두지 않고 오감을 

총동원 하여 단순한 물리  형태나 정보만으로 한정시키

지 않는 컨텐츠, 감성 등과 맞물려 상호작용 해야만, 끊임

없는, 지속 으로 응할 수 있는 경험으로의 훌륭한 자

극제로 나타날 것이다.

좋은 인터랙티  요소는 공간 안에서 사용자와 정보, 

시스템  로그램, 인터페이스 등의 계를 발  심화

시키고 동시에 기능성도 충족되어야 한다. 인터랙티 에

서는 인간이 환경에 향을 미치고 극 으로 변화를 

주도하여 자신만의 이야기와 경험을 만들어 간다. 이러

한 의미에서 인터랙션에서 요한 키워드는 참여

(participation)와 경험(experience)이다.

이는 이 부터 통  디자인학에서도 이미 요한 

화두 다. 디자인의 설계에서 개별 이고 차별 인 기능

들이 존재하며, 각각의 기능을 가지고 다른 경험들을 유

발한다. 인터랙티  디자인에서 경험은 이런 기능에 다

른 차원과 형태의 감성, 정보, 계, 학습, 반응, 기억 등을 

유발하여 경험의 개선과 창출, 발 을 도모한다. 결국 인

터랙티  디자인에 한 인식이 인간과 기술과의 ‘ 계’

라는 근본  명제로부터 출발함을 상기한다면, 가상공간

에서의 구축행 는 인간과 기술의 새로운 ‘ 계맺음’을 

통한 새로운 ‘체험’의 인터페이스가 될 것이다. 한, 기

술의 자기 확장성 측면에서의 인간이 기술 확산의 매개

물로 락했다는 은, 인간성 상실에의 비  시각

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새로운 측면으로의 디자

인 방법론 진화의 시발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출시된 인터랙티  디자인 제품들은 아주 포

이고도 일체 인 경험을 제공한다. 사용자가 말 혹은 

손 씨, 제스처나 표정 등 ‘자연 ’ 방법으로 인터페이스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제 명백히 인간과 컴퓨터의 커

뮤니 이션 행 에 있어서 인간이 아닌 기계가 그 부담

을 지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지 까지와 같이 사용자가 

컴퓨터 선호 인 인터페이스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컴퓨

터가 사용자의 기호를 해석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인터랙티  디자이 가 갖추어야할 역량

이 무엇인지 보여 다. 

최근 학의 디자인학과에서 다루는 심 개념  하

나는 잘 디자인된 모든 제품들은 세 가지 요소들 사이의 

균형을 성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요소들이란, 제작자 

는 제조업자의 의도, 제품을 사용하는 생활체의 기

와 필요성, 최종 생산품의 구체 인 특성과 형태 등이다. 

여기서 디자인은 이러한 요소들이 통합된 인간주의  기

술이라고 본다. 그리고 디자이 들은 최종 결과에 한 

제 삼자의 경쟁 인 시각들과 심 사이에서 조종과 결

정의 역할을 맡는 진자들이다. 이것은 형태 부여자 혹

은 스타일리스트로서의 통 인 디자이 에 한 기

를 넘어선 것이다. 

최근 인터랙션의 가치를 일 이 간 한 각 학문 역

들은 인터랙션의 개념을 각자의 학문 역으로 끌어들이

면서 동시에 새로운 역할들을 스스로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래픽 디자이 들은 통 인 기술들을 가지고 컴퓨터 

스크린상에 정보를 나타낼 수 있도록 용시키는 기술, 

는 이아웃 기술, 색과 타입의 이용, 그리고 정지 이미

지와 움직이는 이미지의 혼합 등을 해 스크린이 사용

자와 보다 효과 으로 커뮤니 이션하는 데 필요한 기술

들을 배양하기 해 인터랙티  디자인을 연구한다.  

한 비록 명확한 방식에서는 근하지 않았지만, 통

으로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요구되는 제품들을 다루어왔

던 산업디자이 들도,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기존에 써왔

던 디자인 기술의 근 으로 다루지 않고 새로운 학제

간 역의 논 으로 인터랙티  디자인에 근한다. 

그들이 가 제품, 를 들어 세탁기, 자 지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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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혹은 헤어 드라이어 등을 디자인할 때, 반드시 사용자

가 그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고려해야만 하는 것이

다. 이러한 흐름을 고려할 때, 분명 이 인터랙티  디자인

학의 역은 통 인 기술만을 가르치는 것으로는 충분

하지 않다. 따라서 통  디자인 교육의 보편  한계를 

넘어선 기술  이해를 요구하면서, 메타포와 재표 의 

유형, 인식력, 소리, 움직임, 그래픽과 텍스트 병합이라는 

복합 인 이슈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요

구에 부응하기 해 디자이 는 인식론  과학자, 물리

학자, 화제작자 혹은 소 트웨어 엔지니어가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인터랙티  디자이 들은 이제 오 제

의 디자인과 더불어 시스템과 서비스에 한 디자인의 

개념을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4.2 인터랙티브 디자인 교육의 방향성

결국 인터랙티  디자인 교육은 상상력에 기 한 능

력, 를 들어 문학, 시, 그림, 화, 음악과 더불어 최근의 

기술과 인간의 실용  요구에 한 이해를 포함하여야 

한다. 통 인 디자인 커리큘럼 하에서는 이러한 인터

랙티  디자인학의 범 에 근거한 새로운 해법에 근할 

수 있는 디자이  양성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미 세계 

유수의 디자인 학부에서는 부분 석사과정에 이 과정을 

두어 미래 디자이 들에게 새로운 능력을 배양시키는 기

회를 부여해왔는데, 최근에는 인터랙티  디자인 교육을 

학사과정에도 도입하여 시도하려는 교육기 들이 등장

하고 있다. 인터랙티  디자인을 학교육에 도입하고자 

할 때, 각 학의 과 요소는 다를 수 있으나, 

요한 것은 제품을 디자인할 때 인간사회를 이해하고 인

간의 요구를 악하는 세심한 능력을 가르쳐야 한다는 

이다. 즉 인터랙티  디자인 련 교육과정의 공범

는 산업디자인, 자공학, 컴퓨터 과학, 사진, 기계공학, 

인류학, 심리학, 화, 애니메이션, 그래픽스, 문학, 미술 

등 상당히 포 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를 들어, 심리

학은 인터랙티  디자인학의 역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제품 개발  가장 핵심인 것은 기계화된 컴퓨터의 정

보를 사용자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효율 으로 정보

를 습득하기 해 인간의 인지능력  가장 기본 인 방

법으로 컴퓨터와 커뮤니 이션 하게 하는 것이다. 때문

에 인간의 심리  특성에 한 연구와 이를 데이터화 하

는 과정이 매우 요하다. 

한, 심리라는 것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

하기 한 보편  사항과 개인  사항이 분류되어야 한

다. 보편 으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이 잘못된다면 사용

자가 혼동을 느낄 수 있고 개인 으로 분류되어야 할 사

항이 잘못되면 사용자가 작동을 하는데 흥미를 잃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를 해서는 사용자의 심리에 

한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선진국의 인터랙티  디자인 코스를 운 하는 많은 

학들은 실무에서 배우는 로젝트 심의 수업을 교육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 교육방법은 학생들에게 ‘실

생활의 문제(의도 으로 심도있는 주제나 분야는 제외시

킨다)’를 제시하고 그들로 하여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

지 스스로 터득하도록 한다. 이것은 흔히 이루어지는 일

반 인 교육방법 즉, 특정 주제 용의 교과과정을 마련

하고 학생들이 이를 따라오도록 하는 교수법과는 다르다. 

교수들 한 학생들에게 디자인 인 결정을 내려주지 

않는다. 이는 학생들이 자신들만의 독창 인 생각을 가

지는 것이 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로젝트 심 수

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학생들의 독창 인 디자인 

이니셔티 를 배양하고, 구를 해 디자인을 하는가에 

한 목표를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의 

의견제시를 강력히 유도함으로써 비  감각을 고양시

키며, 자기주도  교수방법을 통해 창의력과 커뮤니 이

션 기술을 배양시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최종 으로 교육을 통해 이러한 능력을 배양

시키기 해서는 다학제  근의 교육과정 운 이 필요

하며,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과 기 지식을 습

득하여 스스로 발 시키도록 유도해야한다. 결국 교육의 

역할이 사회 구성원들이 그 사회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듯이, 인터랙티  디자인 교육 

한 사회에 합한 역할을 수행하는 인격체이며, 문성

을 지닌 인재의 양성을 목 으로 한다. 이에 학에서 인

터랙티  디자인 코스를 운 하기 해서는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디자이 의 기술  개인능력이 무엇인

지 민감하게 악하고 그에 따른 교육  키워드를 교육

과정에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터랙티  디자인학이 독자  학문으로서 

상을 정립하기 해서는 학생들마다 자신이 제일 심을 

갖고 있는 분야의 기술을 함양하고 집 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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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는 ‘인터랙티 ’한 사고방식이 제되어 교육에 임해

야 한다는 것이다.

디자인 교육의 목표가 산업사회에는 량생산에 합

한 기술과 원리를 습득하도록 규정되어 왔다면, 다가올 

지식기반 창조경제 사회에는 ‘소통’의 논리를 바탕으로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사용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

엇인지 밝 내고 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창출

함으로써 궁극 으로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

반 기술과 지식을 갖춘 디자이 를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변화하는 IT 환경에 따른 디자인 교육의 

신 요구에 주목하여, 인터랙티  디자인 분야의 학문  

가능성과 학에서의 교육방안을 제시함으로서, 매체  

기술의 변동에 따른 디자인 교육의 합리 인 방향성을 

모색하 다. 본 연구는 사회  요구에 따라 인터랙티  

디자인을 통한 고부가가치를 얻기 해서는 그에 따른 

연구와 학문  기반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학

에서의 독립 인 학문 역 토 를 마련하고, 련 교육

과정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인식에 따라, 그 

교육  방향성을 제시하 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인터랙티  디자인의 독자  학문

역 구축의 필요성을 언 하 으며, 학문 으로 인터랙티

 디자인의 개념과 범 를 정립하 다. 사람과 사물 간

의 인터랙티  디자인은 인간의 인지  특성  행동 특

성을 반 한 사용  요소가 있어야 한다. 즉, 제품이 주어

진 방식에 의하여 반응하는 실체  기능을 가지고 있어

야 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경험을 창출해 내야 한다. 한 

인터랙티  디자인은 제품이 지닌 의미  가치, 제품의 

이미지, 사회·문화 인 상징  의미성을 표 할 수 있어

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사회에 한 이해를 바탕으

로 표 되어야 하므로, 다학제  학문이 되어야 한다.

인터랙티  디자인학의 역은 통 인 기술만을 가

르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통  디자인 

교육의 보편  한계를 넘어선 기술  이해를 요구하면서, 

복합 인 이슈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요

구에 부응하기 해 디자이 는 인식론  과학자, 물리

학자, 화제작자 혹은 소 트웨어 엔지니어가 되어야 

한다. 결국 인터랙티  디자인 교육은 상상력에 기 한 

능력, 를 들어 문학, 시, 그림, 화, 음악과 더불어 최근

의 기술과 인간의 실용  요구에 한 이해를 포함하여

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 으로, 이미 정보화 사회가 도래

하고 IT 환경의 발달과 산업의 재편이 시작된  상황에

서, 가장 민감하게 처해야할 국내 디자인 교육은 여

히 기존의 체계에 의존하고 있다는 은 아쉬운 목이

다. 인들은 이미 인터랙티 한 제품 는 문화에 익

숙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지 않은 것에 해 진부하다

고 여기게 되었다. 따라서 디자인 교육계 반에 재의 

교육체계를 악하고, 인터랙티  디자인의 학문  체계

를 확장하는 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앞으로의 디

자인의 도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한 물음을 바

탕으로, 디자인의 인터랙티  상과 맞물려 인터랙티  

디자인학의 발 을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21세기는 산업계 수요와 IT 환경 변화에 부응

하는 디자인 교육과정의 개편을 조속히 시행하고, 디자

인 교육의 내실화  특성화 유도를 한 디자인 교육 인

증제의 실시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계, 업계 등의 

문가로 연구 을 구성하여 학의 장형 교육, 특성

화, 문화 등을 주요 지표로 하는 평가 로그램의 개발

도 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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