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1.1 연  경  목적

본 연구는 인공지능 시 에서 디자이 의 역할과 그

들이 개발해야 할 역량에 한 고찰이다. 2016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4차 산업 명이라는 개념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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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인공지능 시 에서 미래 디자이 의 역할과 키워야 할 역량을 제안하는 데 목 이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 반의 핵심 기술로 등장하여 디자이 의 작업 역에 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4차 산업 명 시 에 존재하는 역

비 디자이 들은 이에 맞추어 필요한 역량을 키울 비를 해야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연구를 통해 과거부터 재

까지 디자인의 의미와 디자이 의 역할 변화를 조사하 다. 한, 생성 디자인, 디자인 로세스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디자인 소 트웨어에 한 연구를 진행하고 한계 을 분석하 다. 마지막으로 디자이 에게 필요한 핵심역량을 알아보고,

인공지능 시 사회에서 미래 디자이 의 역할과 갖추어야 할 역량을 제안하 다. 결론 으로 미래 디자이 의 역할은 사용

자에 한 이해와 공감능력을 바탕으로 인공지능과 업하여 창의력을 발휘해 사회 신을 이끌어야 한다. 본 연구를 바탕으

로 디자이 는 4차 산업 명 시 에 응하여 인공지능이 갖지 못하는 공감능력, 창의성 등 인간 고유의 인문학 역량을

키우고 인공지능과 업할 수 있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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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role of future designers and capabilities to be developed in 

the age of A.I. Active and preliminary designers should prepare themselves to develop necessary capabilities. As 

a method of study, we investigated the meaning of design and the changing role of designers from the past to 

present. Additional research was conducted on generative design, design processes, and A.I based design software. 

Finally, based on the analysis, we proposed the role of future designers and their capabilities in the age of A.I. In 

conclusion, the role of future designer should lead social innovation through creativity by coworking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based on understanding and empathy for users. Based on this research, designers are expected to develop 

unique humanities skills such as empathy and creativity and work with AI in response to 4th industrial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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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소개되었다. 그리고, 이 차세 산업 명이 불러올 사

회, 경제 인 변화에 한 측과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

다. 그 4차 산업 명을 이끌어갈 핵심기술인 인공지능

은 사람들에게 큰 혼란을 주었다.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

의 삶을 질 으로 증진할 것이라는 기 와 함께 인간의

직업을 체할 수도 있다는 우려로 미래에 생겨나고 사

라질 직업에 한 논의가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인공지능의 용 범 가 여러 분야에 퍼지고 있다. 감

성과 창의성에 기 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작업하지 못

하리라 측한 술, 디자인 분야에도 인공지능이 활용

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의 생성 디자인

(Generative Design) 기술의 등장으로 문 이고 기술

인 디자인분야가 쉽게 해결되고 있다[1]. 이처럼, 빠르

게 변화하는 디지털 디자인 분야에 발맞추어 그래픽

작도구도 다양한 형태로 발 되어 왔고[2], 앞으로 인공

지능 기반 디자인 소 트웨어 디자인 임워크 서

비스는 계속 개발될 망이다. 그 다면, 이러한 인공지

능 기반 디자인 소 트웨어의 발 으로인해 디자이 에

게 어떤 변화가 생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시 의 흐름에 따라 1차 산업 명부터 3차 산업 명

의 단계별 패러다임의 변화와 더불어 디자인의 의미와

디자이 의 역할도 바 었다. 4차 산업 명 인공지능

시 에 사는 역 비 디자이 들은 변화하는 시

가 요구하는 인재가 되어야 하고, 필요한 역량을 키울

비를 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공지능 시 사회에

서 디자이 들의 역할을 고찰하고, 앞으로 어떤 역량을

키워야 할지 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 이 있다.

1.2 연    

문헌 연구를 통해 과거부터 재까지 디자인의 의미

와 디자이 의 역할 변화를 조사하 다. 한, 생성 디

자인, 디자인 로세스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디자인 소

트웨어에 한 연구를 진행하고 한계 을 분석하 다.

마지막으로 디자이 에게 필요한 핵심역량을 알아보고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시 사회에서 미래 디

자이 의 역할과 갖추어야 할 역량을 제안하 다.

2. 본

2.1 과 너  변화

2.1.1  변화

디자인은 18세기, 섬유제품에 순수 미술 요소를 응

용하는 픽토리얼 디자인으로 국에서 시작되었다. 제품

의 표면을 장식하는 것이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무역과 매를 진하는 방법이었다. 이후, 1910년 부터

독일에서제품 그 자체의 조형 특성을 규명하고 창조하

는 개념으로 발 하 다. 산업이 발 하면서 생산방식과

생활양식이변하 고 사람들은 실용성·효용성·기능성·합

리성을 요하게 생각하 다. 그로 인해 디자인은 기계·

기술의 발달에 따른 량생산과 기능주의 철학(모더니즘

디자인)에 입각한 새로운 개념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1929년 미국의 경제 불황을 계기로 효용성을 강조하던

기능주의 디자인보다, 제품의 총체 인 양식을 바꿈으로

써, 잘 팔리는디자인이 요한가치 규범이되었다. 이때

부터 디자이 와 엔지니어들에 의해 제품의 총체 인 양

식을 연구하는 산업디자인, 공업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생

겨났다. 이로써 디자인은소비자의 심리, 효용성, 미 특

성, 시 정신 등을 융합한 시각 으로 아름답고, 편리하

며, 만족감이생겨 시장에서 잘 팔리는제품의 총체 양

식을 창조하는 일이 되었다. 1960년 부터는 디자인 방

법을 강조하는 시 로 변하 고, 1980년 부터는 디자이

의 능력이 기업의 성장에 향을 미치는 기업의 총체

경 략의 분야로 보게 되었다[3,4].

디자인의 역할과 의미는 시 에 따라 변하 고 지

까지도 디자인이라는 용어는 의 복잡한 산업에 기반

을 두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그 개념과 어원이 응용되

고 있다[5].

2.1.2 너  역할 변화

디자인의 개념이 시 에 따라 변하 듯이 디자이 의

역할에도 변화가 있었다. 과거에는 디자이 의 천재 인

감각과 독특한 감성을 바탕으로 아름답게 스타일링 하는

능력을 갖춘 디자이 를 요구하 다. 표 인 로 필

립 스타크(Philippe Starck)는 ‘쥬시 살리 (Juicy Salif)’

몬 착즙기 등을 통해 1980년 1990년 에 이런 역

량을 바탕으로 스타 디자이 로 거듭났다.

그러나 산업이 발 하고 기업의 디자인 문제가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디자이 에게 더 많은 역량을 요구하게

되었다. 디지털 기술이 목되면서 다른 분야의 문가

들과 업 능력이 필요하게 되었고, 업에 가장 요한

커뮤니 이션 기술이 디자이 의 핵심 역량으로 강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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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한, 디자이 는 ‘최고 디자인 책임자(CDO)’, ‘디

자인경 책임자(DEO)’처럼 최고경 진 에디자이

가 리더로 발 하기도 하 다. 디자이 가 학습한 디자

인 씽킹과 디자인 로세스는 기업 신의 가속화와 차

별화에 기여하 다[6].

2.1.3 생 적 

디자인의 역사와 함께 디자인 련 용어들도 당시 시

상에 따라 발 하고 새롭게 등장했다. 최근에는 ‘생성

디자인’이라는개념으로 인해, 디자이 들은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져 오는 것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

생성 디자인이란, 디자이 는 엔지니어가디자인

목표, 재질, 제조방법, 가격등을 입력하면인공지능 알고

리즘과 클라우드 컴퓨 기술을 바탕으로수많은 디자인

결과를 빠르게 제공하는 디자인 로세스이다. 과거에는

디자이 가 형태와 재료들을 입력하고 성능을 분석하면

하나의 디자인이 완성되었지만, 이 능력을 인공지능에

부여하면 스스로 수천 개의 디자인 결과물을 만들 수 있

다. 따라서 디자이 들의 역할은 구보다 사람에 해

잘 알고 있으므로 인간의 단 방식과 문지식을 활용

하여 목 에 맞는 디자인을 고르는 것이다[7,8]. 생성

디자인 로세스는 Fig. 1과 같이 정리된다[9].

Fig. 1. Process of generative design

2.2  프 스

디자인 로세스란 디자이 가 디자인 로젝트의 시

작부터 완성된 디자인을 만들기까지의 모든활동을 의미

한다. 디자이 의 역할을 이해하기 해 그들이 진행하

는 표 인 디자인 로세스 두 가지를 정리하 다.

2.2.1 IDEO  프 스

미국의 세계 인 디자인 이노베이션 기업인 ‘IDEO’는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과 ‘딥다이 (Deep-dive)’

로세스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첫 단계는 사용자

를 이해하며 행동을 분석하고 문제 을 찾는 찰 단계

이다. 여기서 요한 은 사용자에 한 극 공감이

라고 주장한다. 다음은 아이디어 구축 단계로, 인스

토 등을 통해 가능한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합한 솔

루션으로 발 시킨다. 그 후 로토타입을 만들고 사용

자에게 피드백을 받는다. 이러한 단계를 반복하여 좋은

솔루션으로 발 시킨다. 만족하는 솔루션이 나오면 마지

막으로 구 하는 단계를 진행한다. Fig. 2는 IDEO의 디

자인 로세스를 도식화한 것이다[10].

Fig. 2. Design process of IDEO

2.2.2 Design Council  프 스

국의디자인 자문기 인 ‘Design Council’의 디자인

로세스는 “더블 다이아몬드 로세스”라고 불린다. 더

블 다이아몬드 로세스는 발견, 정의, 개발 그리고 제공

의 4단계로나 어진다. 첫 단계인 발견에서는 세상을 새

롭게 바라보고 사용자에 한 찰과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감을 얻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발견 단

계에서 얻을 가능성을 정의하고 요도와 우선순 그리

고 실 가능한 것들을 정리하는 단계이다. 세 번째단계

는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개발하는 단계로, 로토타입을

만들고 테스트를 반복하는 작업을 거쳐 시행착오를 통해

아이디어를 발 시킨다. 마지막 단계는 제품, 서비스

는환경을마무리하여사용자들에게제공하는단계이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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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ouble diamond process

2.3 공지능 기   프트웨어 

인공지능 기반 디자인 소 트웨어로 인해 디자이 에

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알기 해 표 인 사례를 정

리하 다.

2.3.1 토데스크 드림캐처

오토데스크 드림캐처는 디자이 가 입력한 설정값을

기반으로 수많은 디자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CAD 소 트웨어다. 우선 디자이 가기능 요건, 재료 유

형, 제조 방법, 성능기 , 비용 제한 등특정디자인목표

를 입력하면, 시스템은 조합된 설계 공간을 검색하여 요

건을 충족하기 해 생성된 디자인을 평가한다. 그 결과

로 생성된 설계 솔루션이 각 성능 데이터와 함께 사용자

에게 제시된다. 디자이 는 생성된 솔루션을 실시간으로

평가하여 문제 정의의 어느 지 에서든지목표와 제약을

조정하여 성공 인 새로운 결과를 생성할 수 있다. 설계

솔루션에 만족하면 디자인 결과물을 제작한다[12].

Fig. 4. Project Dreamcatcher

2.3.2 어도비 

어도비 센세이(Adobe Sensei)는 어도비가 개발한 인

공지능 머신러닝 임워크이다. 어도비 클라우드

랫폼의 핵심기술로 이를 통해 고객에게 디자인 작업부

터 마 캠페인 리까지 더욱 스마트한 경험을 제공

한다는 계획이다. 어도비 센세이는 디자인 작업에 주로

사용되는 어도비 크리에이티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사

용자들이 창의성을 발휘하고 생산성을 극 화할 수 있도

록 지원한다. 편집 인 사진의 픽셀 정보를 분석해 빈

부분을 자동으로 채워 주거나, 실사에 그래픽 스타일을

입 주는 등 이 에 수 시간이 소요되던 수동 작업이 이

제는 단 몇 만에 완료된다. 한편 어도비 센세이는 사

용자의 작업 스타일과 워크 로우, 작업 템 릿을 학습

해서 작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크리에이티 비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개발 이다[13,14].

Fig. 5. Adobe Sensei’s visual computing

2.3.3 글 토드 우

구 오토드로우(Google AutoDraw)는 사람이 서툴게

그린 그림, 낙서, 스 치 등을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기술

이 분석하여 더 자연스럽고 사용자가 의도한 로 그림

을 추천해주는 그림 소 트웨어 서비스다. 사용자는

오토드로우가 제안한 그림을 보고 선택할 수 있으며,

자를 추가하거나 배경색을 바꾸는 등 간단한 이미지 편

집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구나 무엇이든지빠르

고 정확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다. 오토드로우는

별도의 다운로드나 구매가 필요 없고, 스마트폰, 노트북

등 어떤 기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만들어진 그림은

다운로드나 공유할 수 있다[15].

2.4  프 스   프트웨어

두 가지 디자인 로세스에 의하면 디자이 의 역

할은 사용자에 한 찰과 이해를 바탕으로 디자인을

하고 반복되는 시행착오를 거쳐 마지막에 최상의 솔루션

을 제공하는 것이다. 생성 디자인과 인공지능 기반 디

자인 소 트웨어의 신 인 기능들로 인해 디자이 의

디자인 개발 로세스는 이 보다 능률 이고 빨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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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기술들이 모든 디자인 로세스 단계를 지원

하고 디자이 의 역할을 체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디자이 의 디자인 로세스를

지원하는 소 트웨어는 다양하게 개발되었지만, 사용자

를 찰하고 이해하는 소 트웨어는 개발되지 않았다.

디자인 결과물에 한 제공 발표를 한 도큐멘테이

션 로그램, 사용성 테스트를 한 CAM/CAD 로그

램의 시뮬 이션 기능, 로토타이핑을 한 3D 린터,

그리고 최근 디자인하는 단계를 한 생성 디자인과

인공지능 기반 디자인 소 트웨어가 개발되었다. 하지만

사용자에 한 찰과 이해할 수 있는 기술은 오직 인간

만이 함양할 수 있는 공감능력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인

공지능이나 최첨단 소 트웨어로는 해결할 수없다는 것

이다.

2.5 역량 연

2.5.1 공감능

BBC는 인간의 감정을 다루는 직업, 즉 공감능력이 필

요한 일은 로 이 인간을 신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망

을 하 다. 공감능력은 지 시 에 필요한 요한 역량

이고,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다양한 생각의 차이를 조율

하고상 의감정까지 헤아릴 아는 건미래 인재가 갖

추어야 할 능력이라고 많은 문가는 주장한다. 경제학

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는 ‘도덕감정론’이 ‘국부론’보다

요하다고 강조하 다. 인간의 감성 역에는 기본 으로

역지사지의 심성과 공감의 마음이 있는데, 이런 도덕

본성이 제될 때 ‘보이지않는손’이 제 로작동하고 미

래의 발 이 생긴다고 주장하 다[16,17].

2.5.2 협업능

세계 인 물리학자 스티 호킹(Stephen Hawking)

박사는 인공지능의 험성을 경고하 지만,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이 인간과 함께 공존하여 세상에 정 인 향

을 미칠 수 있다고 이야기하 다[18]. 한, 시리(Siri)의

공동 제작자인 톰그루버(Tom Gruber)는 인공지능과 인

간이 력하면 인 인 능력이 발휘된다고 하 다[19].

어도비(Adobe) 최고기술책임자(CTO) 아베이 라스니

스(Abhay Parasnis)는 디자인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인

간의 창의력과 생산성을 체하는 것이아니라 증 시킬

것이라고 말하 다[20]. 인공지능 분야의 세계 석학인

제리 카 란(Jerry Kaplan)은 인공지능의 강 을 활용함

으로써 인공지능과의 업을 통해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 다[21]. 그 다면 인공지능과 디자이

의 강 은 무엇일까? 인공지능과 디자이 가 잘하는

역은 다음 Fig. 6과 같이 분류된다.

Fig. 6. Task division of AI and designer

오늘날의 디자인은 디자이 혼자만의 능력에 의해서

만 만들어지지 않고 수많은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다양

한 트 드의 분석, 다양한 디자인 요소들의 조합과 구성

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과 분석에 강한

인공지능의 등장은 디자이 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는 에서 정 인 가치를 지닌다[22]. 따라서인공

지능 시 에서 디자이 는 시 지 효과를 해 인공지능

과 업하고 공생하는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2.5.3 창

선행연구에 따르면 기계가 논리 으로 조합하여 만들

어 낼 수 있는 역이 아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창의

인 역, 즉 비논리 인 의외성과 이종융합의 역이 미

래 디자이 의 역이라고 설명한다. 두 분야의 융합과

사람이 삶을 통해쌓은 지식과 경험, 특유의 감각과 직 ,

번뜩이는 아이디어,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모여 이루어

진 통찰 때문에 측 불가능한 결과를 만드는 것이 술

과 디자인 분야이다. 창의는 본질 으로 인간의 상상력

과 융합에 의해 창출되는 것이지 기술로 체가 불가능

한 요소이기 때문에 창의력은 디자이 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다. 창의성은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기존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연결해 새로운 변주를 만

드는 것이 인 의미의 창의성이다. 이런 창의성을

키우기 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갖추는

것도 요하지만, 이들을 융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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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23].

2.5.3 사회혁신 능

세계 사회 신 디자이 에치오 만치니는 사회

난제가 많은 오늘, 습 으로 해오던 기술 신을 통한

디자인 방식을 따르면 더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

므로사회 신디자인방식을 활용해야한다고 말하 다.

사회 신 디자인이란, 단순히 제품을 만들거나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방식을 바꾸거나 사회변화를이루는 시

스템을 디자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디자인 방식은

실을 바라보는 비 감각,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상하

는 창의력 그리고 무언가를 실화하는 데 필요한 방법

을 찾는 실감각을 말한다. 즉, 기존 습의고리를끊고

더 나은 실을 상상하고 이를 어떻게 실 할지 생각하

는 것이 디자인 행 라고 말하 다[24,25]. 3,000여 명의

신가를 상으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사회 신 디자

이 는 타고난 기질보다는 극 인 노력으로 만들어졌

다. 그리고그러한 노력은 충분한 자기탐색의 시간과 공

감능력의 개발을 통해 능력이 함양된다[26].

3. 결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시 에 미래 디자이 의 역

할과 그들이 함양해야 할 역량을 제안하고자 하 다.

연구를 바탕으로 도출한 미래 디자이 의역할은 사용자

에 한 이해와 공감능력을 바탕으로인공지능과 업하

여 창의력을 발휘해 사회 신을 이끌어야 한다.

디자이 가 키워야 할 역량으로는 첫째. 사용자에

한 이해와 공감능력이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느끼는 고

유의 복잡한 감정이나 심리 인 요인들을이해하지 못하

므로 측은지심(側隱之心)과 역지사지(易地思之)와 같은

공감의원리가 제될때 애덤스미스의 ‘보이지않는 손’

이 제 로 작동하고, 미래 인재로서의 리더 역할이 가능

하다.

둘째, 인공지능과의 업능력이다. 분야별 문가들과

선행연구에 따르면 인간과 인공지능이 각기월등한 분야

가 있는데, 서로 공생하고 력하 을 때 시 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습타 와 무한한 상상을 통한 창의력이

다. 창의력은 많은 문가 사이에서 미래의 핵심능력으

로 꼽고 있다. 창의력이야말로 인간의 경험과 감성을 통

해 새로운 가치를 실 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이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디자이 는 4차 산업 명 시 에

응하여 인공지능이 갖지 못하는 공감능력, 창의성 등

인간 고유의 인문학 역량을 키우고 인공지능과 업할

수 있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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