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1.1 연  배경 및 목적

재 우리는 4차 산업 명의 고 속에서 이 과다른

새로운 시 를 맞이하고 있다. 드론사용이 일반화 되고

있으며, 드론 택배에 해서도 심을 가지고 있다. IBM

의 인공지능서비스 ‘왓슨’은 의료·법률· 융 등의 분야에

서 인간에게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6년 스 스

다보스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은 다양

한 최첨단 기술과 문 역이상호 경계 없이 향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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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내포된 인간과 사회의 의미를 찾으면서 4차 산업 명에서 디자인의 방향성에 하여 연구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4차

산업 명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용한 디자인은 그 심에는 인간이 있어야 하고 인간과 사회에 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하

여 인간의 감성을 따뜻하게 자극하는 감성 디자인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 디자이 는 발달된 정보통신기술

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타 분야의 융합을 통한 창의 인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야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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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받으며 괴 신을 일으키는 4차 산업 명을 언

하 다[1].1) 여기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

율주행차량, 3D 린 , 나노기술, 바이오기술 등이 주도

하는 4차 산업 명의 시 가 온다는것이 주요 의제 다.

4차 산업 명 에서는 디지털기기와 인간, 물리 환경의

융합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 인 사회로 진

화되고 있다[2].2) 실과 가상이 통합되며 사물을 자동

, 지능 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가상의 물리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

재 우리 곁에 다가와 있는 4차 산업 명은 환경 패

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고 산업구조를 격히 변화시키

고 있다. 알 로스(Alec Ross)는 『미래 산업 보고서』

에서 미래 산업은 단순히 첨단 IT 분야에 한정된 이야기

가 아니라 사회와 산업 반에 지 과는 다른 새로

운 빅뱅을 불러올것이라주장하 다[3].3) 환경변화로인

한 주요한 이슈들로는 사회, 경제 연결성과 창의성

심의 소 트 워, 지식의 보편화, 수요자 심의 경제,

경제 양극화, 불확실한 일자리 등이 있으며, 디자인 분야

에서도 발달된 기술과 타 분야와의 융합을 통하여 사회

와 인간에 한 새로운 근을 요구 받고 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본연구는 시 의 변화에따라 다

양하고 복잡한 모습을 제시하는 디자인에서디자인과 인

간, 디자인과 기술변화 속에서 공통 으로 흐르는 가치

를 찾고 있다. 인간과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디자인의

본질 인 특성을 제로 하면서 제4차 산업 명을 맞이

해 산업이 ICT(정보통신기술)4) 기반 제품과 서비스

의 융합이 격히 진행되고 있는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

서 디자인과 디자이 의방향성에 하여연구하고 있다.

1.2 연  범  및 연  방법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연구를 심으로 하면서 일부

사례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문헌연구에서는 디자인 고유

의 개념을 4차 산업 명과 련시켜 새롭게 구성해 보고

1) p.295

2) pp.4-5

3) p.96

4)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통신

기술)는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과 통신기술

(Communication Technology, CT)의 합성어로 정보기기의

하드웨어와 이들 기기의 운 정보 리에 필요한 소 트

웨어 기술과 이들 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 생산, 가공,

보존, 달, 활용하는 모든 방법을 의미한다.(네이버지식백과,

2017. 12. 23.).

있으며, 사례연구에서는 디자인에서 사회와 인간을 심

으로 4차 산업 명의 기술을 이용한 작품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고 있다. 연구 범 는 첫째, 제4차 산업 명의

개념 특징 인 부분에 하여 분석하고 있다. 둘째, 4

차 산업 명은 이 의 산업 명과 어떠한 면에서 차이가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미래 사회의 모습

은 어떻게변화할 것인지 상해 보고 있다. 셋째, 4차 산

업 명에서의 기술과 사회, 환경의 변화를 이해하고 디

자인과 디자이 의 방향성을 연구하고 있다.

2. 4차 산업혁명에 한 고찰

2.1 4차 산업혁명  개념 및 특징

2016년 1월 개최된 다보스 포럼에서 WEF 회장인 클

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은 4차 산업 명을 “디지털

명인 3차 산업 명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디지털

(digital), 물리 (physical), 생물학 인(biological) 기존

역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융합되는(fusion) 기술 인

명”이라고 정의하 다[4].5) 4차 산업 명은 인공지능

과 사물인터넷의 지능 연결사회로의 산업변화를

의미하며,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물리 생물학 경

계가 없어지면서 상호 융합하여 인류가 한번 도 경험하

지 못했던 시 를 지칭하기도 한다. Fig. 1은 산업 명의

각 단계별 변화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Fig. 1. Changes in the stages of each industrial 

revolution[5]6)

한 4차 산업 명에서는 사물인터넷이 오 라인 세

상의 정보를 온라인 클라우드로 끌어올려 빅데이터를 만

5) p.20

6)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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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고,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를 처리해 측과 맞춤으로

다시 오 라인 세상을 최 화하는 O2O(online to offline)

순환이 이루어진다[6].7)

Fig. 2. Connection of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7]8)

Fig. 2는 4차 산업 명의 핵심기술 의 하나인

CPS(Cyber Physical System, 사이버물리시스템)9) 생태

계를 보여 주고 있다. 이는 기술 신을 통하여 사람, 지

능, 데이터, 기계, 장치 등이 모두 연결된 지능화와

연결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 실 세계가 연결됨으로써

사이버 세계에서의 정보처리 결과가 실세계의 움직임

을 제어하는 체제이다.

Fig. 3. Interaction between physical world and cyber

world in the digital world

7) p.7

8) p.16 응용

9) CPS(Cyber Physical Systems, 사이버물리시스템), 실 세

계의 다양한 물리, 화학 기계공학 시스템(physical

systems)을 컴퓨터와 네트워크(cyber systems)를 통해 자율

, 지능 으로 제어하기 해 등장하 다.(네이트 백과사 ,

2017.12.23.). 실세계와 가상세계를 연결시켜주는 체제로

이해되고 있다.

Fig. 3에서는 4차 산업 명의 디지털 세계에서물리

세계와 사이버 세계간의 상호작용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처럼 4차 산업 명은 표 인 ICT(정보통신기술) 기술

인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Big Data), AI(인공지능)

등이 핵심 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

출하면서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시 라고 본다.

2.2 러다  변화  디

4차 산업 명 환경에서 디자인은 스마트한 기술을

목하면서 다른 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디자인 가

치를 요구받고 있다. 디자인은 이 의 3차례의 산업 명

에서 인간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방향에 맞추어 디자인

은 그 역할을 해 왔으며, 재의 4차 산업 명에서는 발

달된 과학기술을 토 로 한 통합 인 사고가 더욱 더 많

이 요구되어 지고 있다. 고객과의 계에서도 4차산업

명에서는 기술 인 토 를 통하여 수요와 공 을 연결하

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10) 온디맨드 경제(On

Demand Economy)11) 등에서처럼[8]12) 고객과 소통하면

서 사회 인 역할을 다하는 디자인을 구축하여 소비자와

회사 그리고 고객 간의 효율 인 커뮤니 이션과 연결의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Fig. 4. Changes in the design paradigm[5]

이처럼 환경의 변화와 사회의 요구에 따른 그동안의

디자인 역할의 변화상을 보면, 통 인 디자인 활동에

서 부터 디자인경 , 그리고 4차산업 명시 의 컴퓨테

이셔 디자인 등으로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디

자인 패러다임의 변화는 Fig. 4와 같다.

10) 공유경제(Sharing Economic) : 재화나 공간, 경험과 재능을

다수의 개인이 업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빌려주고 나눠 쓰

는 온라인 기반 개방형 비즈니스 모델.(네이버 지식백과,

2017.12.26.).

11) 온디맨드 경제(On Demand Economy) : 모바일 기술 IT

인 라를 통해 소비자의 수요에 즉각 으로 제품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함.(네이버 지식백과,

2017.12.26.).

12)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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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장에서는 4차 산업 명에서 디자인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에 하여 논하도록 한다.

3. 4차 산업혁명에  디 과 

디 너  방향

3.1 4차 산업혁명에  디

국제산업디자인단체 의회는 “디자인이란 창조 행

로 제품, 서비스, 로세스 그리고 인간의 본질 인 삶

의 조건과 로세스를 발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러므로 디자인은 기술의 신 인간화와 문화 경제

교류에 있어 핵심 이고 한 사항이 아닐 수 없다

[10].”13)고 하 다. 4차 산업 명에서도 발달된 기술을

기반으로 인간과 기계가 소통하고 인간과사회를 심으

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역할을 디자인은 요구 받고

있다.

다음의 Fig. 5와 Fig. 6은 4차 산업 명의 시 에 디자

인이 새로운 기술을 융합하면서, 지 감각 인 디자인

으로 새로운 가치를 더한 를 보이고 있다.

Fig. 5. Space design that stimulates sensibility based 

on ICT[11]

Fig. 5는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하여 효율성, 연

결 시스템을 바탕으로 외부와 내부의자연스러운 조화와

편의성을 제공하며, 색상 등에서 고객의 감성 인 부분

을 자극하는디자인을 구성하고있다. Fig. 6도발달된과

학기술을 기반으로 주의의 환경에 어울리게자연을 닮은

색상과 구성으로 삶의 여유와 심리 인 안정을 주는 감

성 인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

13) p.37

Fig. 6. Eco-friendly design that stimulates emotion 

based on ICT[11]

의 사례들은 ICT(정보통신기술)를 기반으로 다양한

감성과 감수성을 자극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인간과 소

통하면서 인간을 심으로 감성을 자극하는 공간디자인

을 보여 주고 있다. 4차 산업 명과 함께 개되는 새로

운 패러다임 속에서 기술과 융합을 통한 작품이 계속 등

장하는데, 실제 이러한 기술들이 이용되어지는 목 도

결국은 인간의 편의와 행복추구에 있다. 앞에서 언 한

온디맨드, 공유경제 등도 소통과 공감을 통해 인간을 향

한, 인간을 심에 두고 있는 시스템이다[14].14) 이처럼

미래에 아주 창의 인 역이며, 인간이 할수 있는 문

인 역으로서 디자인은 인간의 감성에 호소하면서 미

래사회의 생활수 을 향상시키며 효과 인 정보 달을

통해 종합 인 감성에 호소하는 디자인이 될 것으로 보

인다.

다음 에서는 4차 산업 명에서의 발달된 기술을 활

용하면서 사회와 소통하고 인간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인

간 심의 디자인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디자이 의 역량

을 넓은 의미에서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상의

에서 살펴본다.

3.2 4차 산업혁명 시  디 너

4차 산업 명은기술 변화자체가아닌 기술을 활용한

“인간과 사회의 변화”를 의미하며, 기술발 의 가치는

‘인간과 사회의 새로운 필요와 욕구를 포착하고 그것을

기술과 연결시켜 실 ’시키는 데 있으므로, 인간이 4차

산업 명에서 나타나는 신 인 기술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인간 고유의 역인 ‘감성’과 ‘창의성’

은 어떻게 4차 산업 명의 산물을 이용하는 가가 요시

14) p.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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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세상이 더 가 르게 변화하고 있는 4차 산업 명

에서는 이 의 산업기술기반의 환경에서 요시한 표

화, 규격화, 정형화에서 디지털기술기반의 환경에서필요

한 다양성, 창의성, 유연성으로 사회 경쟁력 특성의 변화

를 보이고 있다[12].15) 따라서 기계가 쉽게 하지 못하는

창의 인 발상, 략 인 단 능력, 정서 인 공감능력,

사람과 업 할수 있는 능력, 원활하게 커뮤니 이션 할

수 있는 능력등과 같은 창의 인 능력이요구된다. 디자

인코리아 2017에서는 디자이 의 역할을 아이디어를 담

는 사람(THINKERS), 새로운 가치와 제품을 만드는 사

람(MAKERS), 시장과소비자를연결하는사람(RUNNERS)

으로 구분하고, 소비자-엔지니어-마 터-디자이 가 만

나 창출하는융합을 선보 다. 앨빈 토 러는 “한국이세

계를 이끌기 해서는 창의력과 상상력을키우는 교육이

신되어야 한다.”고 하 다. 한 스티 잡스는 “테크

놀로지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며, 테크놀로지가 인문학

(liberal arts)과 함께할 때에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을 움

직일 수 있다”고 하 다[13].16) 이는 기술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인문학 사고의 요성을 말한 것으로 앞

으로 창의 이고 융합 인 인재 양성의 요성을 언 한

것이다. 이처럼 4차 산업 명의 시 에 디자이 들은 기

술의 발달에 따른 편리함 뒤에 있을 미래 사회에 비하

는 능력을 요구받고 있다. 문 인 기술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성을 키우고, 창의력을 기반으로 인간 고유

의 직 과 통찰 감성을자극할수 있는종합 인 사고

가 요구 된다. 이처럼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로 4차 산

업 명의 핵심 인 기술인 ICT(정보통신기술) 기술의

활용과 더불어 인간을 심으로 한 더 나은 세상을 해

디자이 의 창의 역할수행이 요구되어 진다.

4. 연 결과  기 효과 및 활용방안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 명의 시 를 맞이하여 4차

산업 명의 특징 인 부분에 한 연구를토 로 앞으로

의 디자인의 방향성 하여 연구해 보았다.

4차 산업 명의 시 에 디자인 분야에서는 사회를 변

화시키고 미래의 삶의 흐름을 이끌 4차 산업 명의 핵심

15) p.48

16) pp.122-123

기술인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CPS(Cyber

Physical System), 3D 린터 등에 한 이해 용은

핵심 인 요소이다. 제4차 산업 명에서의 디자인은 4차

산업 명을 표하는 기술들인 IoT(사물인터넷), 빅데이

터, AI(인공지능), CPS(사이버물리시스템)등 련 기술

의 융합으로 사회의 발 에 기여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발달된 기술도 결국은 인

간이 심이 되어 사회와 인간의 삶을 윤택하고 편리하

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므로 ICT(정보통신기술)

를 용한 디자인도 사회와 인간의 문화와 환경에 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하여 인간의 감성을 따뜻하게 자극

하는 감성 인 디자인으로 나아가야 함을 보 다. 시

와 상황에 따라 디자인의 활동 역 표 방식은 변화

되어 왔으나, 디자인의 목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면[17],17) 그 심에는 인간이 있어야 한다. 이러

한 맥락에서 한 4차 산업 명에서의 요구되는 디자이

의 역량으로는 기술 인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감성

과 감수성을 통해 인간을 심으로 환경과 기술, 사회를

연결하는 창의성과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통찰력이 요

구되어 진다.

이상의연구를통해 앞으로 4차 산업 명시 의 디자

인은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면서 삶을 윤택하게 하는 감

성 인 디자인이 되어야 하며, 디자이 에게 필요한 역

량은 발달된 ICT(정보통신기술)에 한 이해를 바탕으

로 창의와 융합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제시하 다.

본 연구는후속 연구인 4차 산업 명 시 의디자이 역

할 확 를 한 보다 세분화된 교육시스템 개발을 한

선행연구로서 수행되었으며 미진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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