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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의 문화콘텐츠와 인문가치
Cultural Contents and Human Values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I,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키워드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시대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 중심주의적 담론은 오히려 변화에 대한 막연한 기대만을 담고 있으며, 

‘혁명’에 대한 문제를 제한적으로 인식하게 할 뿐 이다. 무엇보다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 등을 특징

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은 단지 수단으로서 기술에 대한 주목을 넘어서, 우리의 문화 정체성과 그것

의 다양한 실천들에 대한 재인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의 전제 속에서, 본 세션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문화콘텐츠의 양상과 그 전망은 어떠하며, 그것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를 모색

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이는 특히 문화콘텐츠가 인문학적 자원과 상상력과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문화콘텐츠는 어떠한 인문 가치를 담아내며, 어떻게 그것을 실

현할 수 있는지 바라보기 위한 관점에서 기획되었다. 

AI, IoT, big data and cloud computing are the buzz words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implies changes of our life time. These technology-centricdiscourses,however,onlybrings 

pipe dreams about changes to people. Rather, such discourses limit recognition of 

‘revolution’. In addition, with the characteristics of ‘hyperconnected’, ‘hyper-intelligent’ and 

‘hyper-convergent’,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not only goes beyond technologies as tools 

but requires rediscovery of various implementation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Putting 

this premise in the background, this session provides opportunities to get to know about 

aspects and prospects of cultural contents and have better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phenomena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onsidering the fact that cultural contents are 

based on human resources and imagination, in particular, this session is designed to view 

the cultural contents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regarding what human values 

cultural contents contain and how those contents can be re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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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제목 4차 산업혁명시대의 문화콘텐츠를 위한 유교가치의 재발견

요약문

제4차 산업혁명의 전개는 인류의 역사를 그 이전과는 다르게 바꿀 것이겠지만, 이로 인해 큰 

재앙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자유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이 추구하

는 방향으로 사회가 전진하지 못하고 인류의 삶을 철저하게 무력화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

이다. 인간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있으면서 자신을 의식하고 자신의 존재를 사유해왔다.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을 대표로 하는 자연(自然, Spontaneity) 속에서 자유(自由, Self-reliance)

를 추구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자유의 몸짓이 바로 인문학(仁紋學)

이다. 사람의 무늬를 배운다는 것은, 바로 다른 존재의 무늬와의 구별, 즉 자끄 데리다가 말

한 차연(差延, différance)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제4차 산업혁명시

대에도 인문가치가 새롭게 조명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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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itle
Rediscovery of Confucian Values for Development of Cultural Content in Ear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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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certain to change the course of human history. 

We, however, must be on guard against the risks involved in the process. The 

revolution could bring about consequences that incapacitate human beings by 

preventing them from pursuing their inherent want of self-reliance as an important 

goal of their existence. Human beings are what they are because they are able 

to contemplate their own existence in the world between heaven and earth. In 

other words, the core element of human existence is the pursuit of self-reliance 

in a world of spontaneity represented by heaven and earth. The pursuit of 

self-reliance is what humanities is all about. The key to understand human beings 

lies in understanding what distinguishes them from other beings, or their 

‘différance’ as Jacques Derrida put it. This is what makes it imperative for us to 

rediscover humanistic values at this juncture as technological advances are 

accelerating the wheel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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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의 문화콘텐츠를 위한 
유교가치의 재발견 

전성건 (안동대)

1. 사람의 무늬를 위하여
2. 시공간의 변화의 물결
3. 산업혁명과 문화콘텐츠
4. 문화콘텐츠와 유교가치
5. 세상의 무늬를 위하여

1. 사람의 무늬를 위하여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자유로웠던 때는 있었을까? 천문학과 지리학은 물
론, 문학, 사학, 철학 등의 모든 학문은 인간을 떠난 적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사회, 경
제, 문화 등은 언어와 지식 그리고 삶의 축적을 통해 이루어지고, 이는 인간을 통해서 가
능하기 때문이다. 태초에 공동체가 생겨나고, 공동체 안에서 인간은 상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그러한 배움의 배경에는 “쟁탈爭奪”이라는 뿌리 깊은 인간의 무한
한 욕망이라는 인류의 본성이 있다.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 것인데 반해,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재화는 유한하기 때문이다. 
무한한 욕망이 유한한 재화를 얻으려면 어떻게 되겠는가? 싸워서 빼앗는 쟁탈이 없을 수
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쟁탈을 막기 위해 욕망을 제한하고 약속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른바 ‘사회계약’이라는 것이다. 약속約束은 집약하여 묶는 것이다. 약속은 
결속結束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공동체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와 만나는 순간 또 다른 쟁탈이 생기게 된다. 이
를 우리는 이른바 “비도덕적인 사회”의 논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라인홀드 니부어
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를 통해 우리는 개인의 도덕성뿐만 아니라, 사회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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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집단이기주라고도 부를 수 있는 사회의 비도덕성
은 인간성 혹은 인간됨을 파괴시키는 기능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동체 사이에서의 
또 다른 결속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결속이 확장되어 가면 이른바 유엔United 
Nation이라는 기구로까지 진전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욕망과 사회의 비도덕성을 결합하면, “인간은 위대한 기적인가?” 아니면 “지상
의 악마인가?”라는 질문에 도달할 수 있다. 서양에서는 인간을 ‘휴먼빙Human-Being’이
라고 말한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원자적 인간Atomic-Being’이라고 할 수 있다. 더 이
상 쪼갤 수 없는 완벽한 인간이라는 말이다. 이를 우리는 개인Individual이라고 한다. 개
인은 쪼갤 수[dividual] 없는[in] 존재[ism]이다. 개인주의의 탄생이다. 그러나 우리는 인
간을 ‘관계적 존재Relational Becoming’로 재규정해야 한다. 태초에 공동체가 있었기 때
문이다. 

2. 시공간의 변화의 물결

서양철학사를 배우면 원자론原子論에 대해서 배운다. 데모트리토스Democritos는 원자
론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철학자이다. 무한한 공간에 있는 천지만물은 원자의 결합
과 분리의 운동에 따라 만들어진다고 하는 주장으로, 색깔이나 맛 등의 감각적 성질은 
주관적 현상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하는 그는, 고대 그리스의 유물론적 철학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변화하는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다. 완전하다면 변화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
이다.

동양 고전의 주요 저서 가운데 주역周易이라는 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주나라의 역
을 말하는데, 우리나라가 대한민국大韓民國이니, 우리나라의 역은 漢易이라고 할 수 있
고, 大韓民國易이라고도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여하튼 易이 중요한 것은 變易이라는 측
면이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 All things change. 완전함이란 변화하는 것이고, 변화하
지 않으면 오히려 불완전한 것이다. 타고난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불완
전한 것이다. 그래서 의존적이다. 

시간의 변화는 우리가 평상시에 느낄 수 있지만, 공간은 그렇지 못한 점이 있다. 그리
고 시간과 공간은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공간 없는 시
간은 없으며, 시간 없는 공간도 없다. 시공은 함께 발화될 때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시간만을 말하더라도 그 속에는 공간이 있고, 공간만을 언급하더라도 그 속에는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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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늘 우리 인식의 좌표에 설정해두고 세상을 바라보
아야 한다. 나를 포함해서.

전통傳統Tradition이란 변화하지 않는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전통은 
축적의 산물이기에 변화하면 안 될 듯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나간 과거를 생각해보라. 
전통은 변화의 과정을 단절적으로 잘라놓은 개념이다. 그렇게 인식하도록 만들어 놓은 
장치이다. 전통 또한 변화한다. 한반도의 종교 전통을 보자.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의 
종교적 전통은 무엇인가? 불교이다. 조선시대의 종교적 전통은 무엇인가? 유교이다. 지
금의 종교적 전통은 무엇인가? 기독교를 필두로 다양한 종교들이 공존하고 있는 형국이
다.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문화文化Culture 또한 축적의 결과이다. 농경Agriculture에서 파생되었다는 문화는 농
경문화의 축적에서 나타났지만, 유목문화도 있고, 농경유문화도 있을 것이고, 이들을 벗
어난 문화도 얼마든 있을 것이다. 인터넷문화, 세계시민문화 등등. 그렇다고 문화 또한 
변하지 않는 것인가? 앞서 예를 든 것처럼, 종교를 문화로 바꾸면 동일한 변화양상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세상은 변화하는 것이 맞다. 우리도 변화해야 한다. 변화해야 한다는 말은 당
위적인 표현이다.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변화하지 않으면 이른바 
발전할 수가 없다. 양자역학과 불확정성의 원리 등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 동일한 시공간
에서의 경험을 두 번 할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다.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동일한 경험을 했다는 것은 착각이다. 그럴 수는 없다. 타임머신? 그것도 조건이 바뀐 것
이다. 미래를 경험한 사람이 과거로 갔다면, 그것은 최소한 미래를 경험했다는 점에서 차
이가 있다.

혁명革命이라는 말이 있다. 혁명은 가죽 혁革에 운명 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
로 혁명은 왕조의 교체를 말한다. 그것이 아니면, 시스템의 구조가 분명하게 바뀌어야 한
다. 그리고 가죽 혁자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혁명에는 피Blood가 필요하다. 무혈혁
명이라는 말이 있다. 그것은 그냥 말일 뿐이다. 현실에 그런 것은 없다. 그것은 또 다른 
계승이지, 혁명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요즘 잇슈가 되는 혁명이 있다. 동학농민혁명과 
민주화혁명이다. 하나는 조선 말기에 일어난 것이고, 하나는 20세기 후반에 발생한 민중
의 저항이다. 이 둘을 혁명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뒤 사회 체제가 바뀌었는가? 그래서 
어떤 정치학자는 이렇게 말한다. “혁명이었어야 했다.” 

그런데 이른바 산업혁명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그것이 진전한 것인지 
후퇴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학술세션 2
4차 산업혁명시대의 문화콘텐츠와 인문가치

21

3. 산업혁명과 문화콘텐츠

우리는 몇 차례의 산업혁명을 경험했다. 18세기 증기기관Steam engine의 등장으로 개
신된 제1차 산업혁명은 농경사회를 공업과 상업의 사회로 이행시켰고, 그 결과 자유민인 
시민계층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른바 “근대”라는 녀석이 등장한 것이다. 19세기 전기
에너지(Electric energy) 활용이 계기가 된 제2차 산업혁명은 석유, 자동차, 전화, 기계 
산업을 일으켰고, 그 결과 탄생한 대량생산 산업구조는 산업국가의 경제적 부를 현저하
게 증대시켰다.

20세기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즉 반도체와 디지털이 개발되어 제3차 산업혁명을 일
으켰다. 대표적 사례가 바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다. 제4차 산업혁명은 제3
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예상되는 생체조직프린팅Bio printing, 
자가 변형Self-altering, 사이보그Self-regulating organism 등의 출현은 이제 ‘산업혁
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혁명’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는 인공지능과 합성 
생물학의 결과물인 유사인종Post-human의 도래를 통해 인간 개념 자체를 본질적으로 
뒤흔들 가능성이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등장한 기술적 변화는 인간과 기계의 관계를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
라 물질과 정보의 기존 영역을 구분하는 경계를 허물고 있다. 과거처럼 인간이 컴퓨터를 
활용해서 의사를 결정하고 인터넷을 통해 다른 인간과 소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컴퓨
터가 인공지능의 형태로 인간과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할 뿐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인간이 아닌 사물들이 서로 소통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는 놀라운 연산능력과 함께 기계학습을 통해 인간의 판단능력을 따
라잡은 인공지능, 인간의 개입 없이도 거대한 양의 자료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는 사
물 인터넷, 빅 데이터Big Data를 자유롭게 저장하고 처리하는 클라우딩 컴퓨팅, 사물을 
어떤 형태로든 만들어내는 3D 프린팅 등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혁명의 문제는 말 그대로 문제적인 것Problematic만은 아니다. 시
간과 공간의 확대로 인한 인류의 무제한적 소통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제한적이었던 
인간의 행동반경과 시야가 그야말로 무한대로 확대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제한을 넘
어설 수 있는 사례의 하나가 바로 “디지털 인문학”의 가능성이다. 

디지털 인문학이란 정보기술Information Humanities의 도움을 받다 새로운 방식으로 
수행하는 인문학 연구와 교육, 그리고 이와 관계된 창조적인 저작활동을 지칭하는 말이
다. 이것은 전통적인 인문학의 주제를 계승하면서 연구방법 면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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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연구, 그리고 예전에는 가능하지 않았지만 컴퓨터를 사용함으로써 시도할 수 있게 
된 새로운 성격의 인문학 연구를 포함한다. 이를 좀 더 확대하여 거칠게나마 “인문콘텐
츠”라고 부르고자 한다.

인문콘텐츠학회 창립 발기문 중에 이런 말이 있다. “디지털 내용물은 사실상 우리 사회 
전부야의 다양한 측면을 전부 포괄하는 것이며 그러한 내용물 창출의 주된 원천이 되는 
것은 인문학적 사고와 축적물이다. 따라서 디지털 내용물과 인문학의 구체적인 결합을 
새롭게 ‘인문콘텐츠’라고 이름붙이고자 한다. 인문콘텐츠라는 과제는 전통적인 인문학에 
대한 실험이자 새로운 기회이다. 그러나 올바른 인문콘텐츠의 창출은 빠른 속도로 변화
하는 디지털기술을 포함하여 다양한 영역과 연결된 관계망의 산물이어서, 한 개인이 독
립적으로 완결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인문학적 사고”와 “인문학적 축적물”, 그리고 “한 개인이 독
립적으로 완결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문장이다. 인문학적 사고는 ‘인문학적 소
양’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의 무늬를 포함한 천지만물의 무늬에 대한 직관이 있어야 한
다. 인문학적 축적물이란 이른바 문명의 토대가 되는 ‘가치 있는 대상물’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리고 이러한 인문학적 소양을 가지고 가치 있는 대상물을 가공하거나 소개하여 새
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문콘텐츠’의 영역이다. 

이를 산업과 연계지어 설명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문화콘텐츠산
업”의 영역이 있다. 문화콘텐츠산업은 인문사회의 창의성과 상상력이 축적된 지식에 바
탕을 두고 있고, 디지털화를 통해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성과를 교육ㆍ문화산업에 활용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새로운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가치와 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다. 

4. 문화콘텐츠와 유교가치

역사가 보여주듯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해 산업이 일신一新할 때야말로 인문학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베이컨Francis Bacon이 일갈했듯 ‘지식이 힘’이라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식은 지식일 뿐, 그것을 운용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은 다양한 지식을 창조적으로 융합하여 새로운 지식을 지속적으로 창출해야 하며, 
그러한 지식을 보편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지식인들이 소통할 줄 알아야 한다.

지식과 지식인은 교육을 통해서 기를 수는 있지만, 행동하는 지성이 되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는 자기 성찰을 기반으로 한 인간 이해, 즉 자기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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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객관화하려고 노력하는 배움인 유교Confucianism에서 제시하는 위기지학爲己之學으
로 파악할 수 있다. 위기지학이란 자신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자기의식과 자신의 존재
를 직관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학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지학이 가능하다면, 이는 개
인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

인문학은 개인의 자유를 실현하고 공동체의 평등을 지켜서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만족
하여 행복을 느끼게 해 줄 수 있는 학문이다. 사회 공동체가 낳은 부조리와 모순을 극복
하고 협력과 소통의 인문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인문학이다. 인문학
은 대한민국의 인문정신을 고양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여 선도적인 국가를 건설하는데 동
력이 될 수 있다. 결국 인문학적 가치는 상상력을 통해 문제를 파악함으로써 당면 문제
를 해결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며, 새로운 지식인을 창출하는 역할을 하는 데에서 찾
을 수 있다. 

이 때 중요한 것이 바로 문화콘텐츠이다. 문화콘텐츠를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대개 두 
방향으로 진전되는 것 같다. 하나는 인문학 분야에 집중하여 인문학 지식으로부터 문화
상품의 자원을 끌어내는 일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인문학 분야보다는 문
화산업의 현장 쪽에 더 가깝게 다가가려는 사람이다. 전자는 인문지식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생산되는 지식을 디지털 콘텐츠로 조직화하는 정보처리능력
을 갖출 필요가 있다. 후자는 기획-제작-마케팅의 능력을 배양하는 것에 집중해야겠지
만, 그렇다고 인문학적 소양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요컨대, 문화콘텐츠를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지식코디네이터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4차 산업혁명시대의 문화콘텐츠를 위한 유교가치의 재발견을 위한 논의를 해보자. 
한국의 유교문화원형은 정보화사회Information-Oriented Society로 진입한 20세기까지
는 문화유산으로서 소극적 복원과 보존의 대상이었지만, 문화지향사회Culture-Oriented 
Society로 진입한 21세기에는 문화콘텐츠로 적극적인 향유와 활용의 주제로 부각되고 있다. 

① 신앙의 대상: 상제上帝, 천신天神, 지기地示, 인귀人鬼
② 이념의 덕목: 오상五常, 오륜五倫, 중용中庸, 중정中正
③ 이상적 인간: 성인聖人, 현인賢人, 군자君子, 유자儒者
④ 교육의 공간: 성균관成均館, 서원書院, 향교鄕校, 서당書堂
⑤ 의례의 범주
  1) 가례家禮: 관례冠禮/계레笄禮, 혼례昏禮, 상례喪禮, 제례祭禮
  2) 향례鄕禮: 향사례鄕射禮, 향음주례鄕飮酒禮, 향약鄕約,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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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방례邦禮: 천제天祭, 산천제山川祭, 종묘宗廟, 사직社稷
종묘ㆍ문묘ㆍ향교ㆍ서원ㆍ종가 등 유교문화를 대표하는 장소에서는 전통적으로 거행되

었던 의례와 교육 등을 중심으로 장소기반형+체험지향형 사업이 가능하므로, 의식 관람
과 더불어 전통문화체험학습 내지 서원스테이ㆍ고택체험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체
로 피상적인 전통문화체험에 머무는 경우가 많으며, 깊은 문화적 몰입체험으로 승화되지
는 못하고 있다. 다만, 다큐멘터리방송과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시간적 간극을 넘어서서 
유교적 전통문화의 다양한 역사적 사실을 시청각적으로 접하게 해준다는 매력 때문에 매
체기반형 사업이 선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황을 한국의 종교문화원형이라는 차원에서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 기독교의 경우, 영화ㆍ애니메이션ㆍ인터넷ㆍ아이폰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기독교의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도록 콘텐츠를 개발하고 유통시키는 개별 사
업체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반면, 불교문화원형사업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사
찰의 장소기반형 장점을 체험지향형 사업으로 승화시킨 템플스테이와 체험지향형 사업으
로 특화된 연등축제 등을 킬러콘텐츠로 활성화하여 장소기반형+체험지향형 사업을 활발
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유교는 유구한 역사적 자산을 자랑하는 유교적 장소를 근거로 삼아 장소기반형
+체험지향형 사업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유교의 독특한 종교성 및 세계관보다
는 전통문화 계승이라는 측면에 집중했기 때문에 깊은 몰입체험에 이르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의 문화콘텐츠를 위한 기획에 일정정도의 역할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다. 

5. 세상의 무늬를 위하여

인간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있으면서 자기를 의식하고 존재를 사유해왔다. 하늘과 땅을 
대표로 하는 자연Spontaneity 속에서 자유Self-reliance를 추구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
이다. 사람의 무늬仁紋는 바로 다른 존재의 무늬와의 구별, 즉 자끄 데리다Jacques 
Derrida가 말한 차연을 추구한다. 디페랑스는 디퍼런스Difference라는 개념을 변형시켜 
만든 신조어로 이성과 감성의 차별, 남자와 여자의 차별, 부자와 빈자의 차별, 중심과 주
변의 차별 등을 무화시키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가 제공해주는 쟁탈의 결과는 인륜의 파괴이다. 우리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유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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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지시해주는 인륜을 회복함으로써 쟁탈적 사회를 무쟁탈적 사회로 이끌어가야 한다. 
그러한 방법이 바로 정감적 인간형이 갖는 유효한 방식으로써의 서恕의 실천이다. 그러
나 그러한 방법만으로는 인간중심주의를 극복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
는 이를 확대하여 세상만물이 갖는 생명의 유대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인간이 서로 다른 인간에 대하여 갖게 되는 측은지심 등의 정감은, 인간과 동일하게 
삶의 의지, 즉 생의生意가 있는 천지만물로 확대되어야 한다. 삶의 의지는 인간을 포함한 
천지만물의 자연스러운 생명의지이며, 이러한 생명의지는 상호 의존적 존재자들이 지니
고 있는 공통감각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 천지만물을 하나로 바라보는 관점은 이러한 자
각을 통해서만이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산적해 있는 수많은 현대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인간을 포함한 천지만물이 더불어 어울릴 수 있는 세상의 무늬를 위해서 필요
한 도구가 바로 문화콘텐츠이다. 문화콘텐츠는 여타의 존재자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재器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럴 때만이 문화콘텐츠는 인문학의 도구이자 방법으로
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는 시간과 공간의 축적이 필요하다. 콘텐츠
의 개발 또한 문화의 그것만큼의 지구력이 필요하다. 섣부른 아이디어는 한 순간 빛을 
발할 수 있지만, 지속성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열린 도구, 열린 방법으로서의 콘
텐츠이기 위해서는 인문학적 소양의 깊이가 그만큼 깊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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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제목 4차산업혁명시대, 공동체의 가치 인식과 방향

요약문

4차산업혁명시대에 접어들어도 지속되는 사회현상 중 하나가 ‘공동체’일 것이다. 공동체는 인
류가 성립된 이래 지금까지 다종다양한 모습으로 분기 및 진화해왔고, 미래도 그럴 것이다.
   문화공동체를 일컬어 문화를 향유하는 공동체라고 할 때, 문화콘텐츠 공동체는 ‘문화콘텐
츠를 향유하는 공동체’로 인식할 수 있다. 문화콘텐츠는 원시공동체사회 때 축제를 통해 처음 
성립되었고, 3차산업혁명시대에 이르러서는 인터넷과 디지털 매체의 발달로 인해 그 유형이 
폭발적으로 확대되었다. 오늘날의 대중들은 3차산업혁명의 결과물에 해당하는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체험을 통해 현 시대에 맞는 문화를 향유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기반이 되는 4차산업혁명의 결과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된 시기
에는 호모사피엔스만 사는 것이 아니라, 호모데우스와 안드로이드인간이라는 신인류와 더불
어 살 것이다. 이 때 문화콘텐츠 공동체의 대표적인 특징은 이 세 종의 인류가 공동체 안에
서 공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4차산업혁명이라는 기술진보에 의해 형성된 또 다른 종의 인간인 호모데
우스와 안드로이드인간이 호모사피엔스와 더불어 공공선을 추구하면서 상생적 삶을 누리기 
위한 방안을 ‘문화콘텐츠 공동체’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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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Communities is a social construct that holds strong even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Diverse communities have emerged and evolved throughout human history 
since the first humans appeared on the face of the earth as they will in the future. If we 
define a cultural community as one in which its members enjoy a shared culture, a 
cultural content community can also be defined as ‘one where its members enjoy shared 
cultural content.’ The first cultural content created in human history is the festivities that 
developed in ancient communities. The scope of cultural content expanded exponentially 
during the 3rd Industrial Revolution, driven by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nd digital 
media. The culture today’s masses are enjoying revolves around experiencing digital 
content, which is the product of the 3rd Industrial Revolution. 
In a future era when the result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driven by AI and big data 
will have been stably incorporated into human societies, homo sapiens will coexist with new 
human species called homo deus and androids. In such an era, a cultural content community 
should be one capable of supporting the coexistence of the three human species. 
With this in mind, the current study aims at proposing a model of a cultural content 
community in which homo sapiens can coexist with homo deus and androids while 
pursuing shared public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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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시대, 공동체의 가치 인식과 방향

김진형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이사)

   1. 산업혁명, 문화, 공동체의 유기성

   그동안 세 차례 발생된 산업혁명은 각 시기마다 경제구조의 혁명적 변화를 일으켰다. 
이제 시작된 4차산업혁명도 이러한 변화를 일으킬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사회구성
원들은 혁명적 변화의 시기마다 새로운 환경을 접했다. 그들의 욕구는 새로운 환경에 접
할 때마다 달랐다. 그들의 욕구표출은 새로운 문화생성의 기제가 되었다.
   1차산업혁명은 우리사회에 모던문화를 만들었다. 1차산업혁명의 토대 위에서 펼쳐진 
2차산업혁명은 매체의 발달로 새로운 모던문화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3차산업혁명은 모
던문화의 한계를 넘어서는 포스트모던문화를 만들어내는 데까지 이르렀다.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은 포스트모던문화에 나타나는 한계를 넘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포스트-포스트
모던문화를 만들어낼 것이 분명하다. 
   여기서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산업혁명이 각 시기마다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고, 그 
문화에 결부된 ‘공동체’가 성립되었다는 점이다. 이 맥락에서의 공동체는 개인을 ‘지혜로
운 집단’으로 만들었다. 본고는 산업혁명의 시기별 문화에 결부된 공동체들의 특징을 규
명한 뒤 4차산업혁명시대에 공동체가 가야할 길을 설정해보는 것이 핵심이다.

   2. 1차산업혁명시대와 모던 공동체

   1차산업혁명은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초반까지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기술의 혁신
과 그에 따른 경제사회의 큰 변화다. 와트(James Watt)가 증기기관을 개량해서 면직물을 
대량생산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이 시기에 무수히 많은 산업용 기계가 발명되었다. 그로 
인해 영국의 산업은 가내수공업 중심 생산체계에서 ‘공장 중심 생산체계’로 이동했다. 이 
혁명은 세계 근대화의 원동력이 되었다.
   1차산업혁명에 따른 공업화는 농촌인구의 대부분을 도시로 이동시켰다. 그로 인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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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노동자 포화상태가 되어버렸다. 이 때 공장이라는 생산수단을 획득한 자본가들의 
횡포는 노동자들을 응집시키는 촉매가 되었다. 노동자들은 자본가로부터 가해지는 인권
유린 문제를 해결하고자 집단행동을 했는데, 그 기반이 ‘노동조합’이었다. 노동조합은 원
래 노동자들이 조합비를 모아 상부상조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자신들의 권익보호
를 위한 결사행동체로 발전하게 되었다.
   당시의 노동조합은 농촌을 떠나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의해 결성된 것으로, 혈
연·지연에 관계없는 개별 주체들이 모인 새로운 집합체였다. 이들은 노동해방의 정신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대하며 행동했다는 점에서 ‘공동체’였다. 그러나 가족과 농촌
마을을 기반으로 한 전통 공동체(traditional community)와는 그 성격이 분명히 달랐다. 
중세봉건제의 질서 속에서 오랜 기간 전승되어 온 전통 공동체의 모습을 탈피한 모던 공
동체(modern community)가 비로소 성립된 것이다.

   3. 2차산업혁명시대와 새로운 모던 공동체

   2차산업혁명은 1차산업혁명의 토대 위에 기술혁신이 일어나면서 나타나는 사회적 변
화다. 구체적으로는 화학, 전기, 석유, 철강 분야에서 기술혁신이 진행되었고, 한편 소비
재를 대량생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이 때 영화, 라디오, 텔
레비전, 축음기가 발명된 것이다. 이 새로운 매체는 도시사회에 ‘대중문화’를 만들어냈다. 
도시의 노동자들은 대중문화를 소비하는 주체인 ‘대중’이 되었다.
   당시 대중문화는 도시에 새로운 시장경제를 구축했다. 자본가들은 대중문화를 팔아 
많은 수익을 챙겼고, 노동자들은 이 시장의 충성고객이었다. 대중문화가 유통되는 시장경
제는 도시의 또 다른 모던 공동체인 ‘소비자 공동체’를 만들어냈다. 소비자 집단은 서로 
직접 알지는 못하지만 소비습관과 관심이 동일하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동일한 공동
체의 일부라고 느끼며 자신을 규정한다.1) 이는 2차산업혁명시대에 이르러서 본격화된 공
동체라 할 수 있다.
   당시 대중인 노동자들은 대중매체의 이미지가 활용된 다양한 소비재를 향유하는 과정
에서 소비자 공동체의 제 유형에 편입되었다. 대중매체에 등장한 수많은 영화배우와 가
수들은 소비자 공동체를 형성시키는 근간이었다. 특정 연예인의 팬이 되는 순간, 소비자 

1) 유발 하라리 지음, 조현욱 옮김, 사피엔스, 김영사, 2015, 5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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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라는 그동안에 없던 새로운 공동체에 편입되었다. 이들은 서로가 몰라도 좋아하는 
연예인이 같으며, 그 연예인에 관한 다양한 상품들도 함께 좋아한다는 점에서 소비자 공
동체적 동질성을 획득했다. 1차산업혁명시대에 성립된 기존의 모던 공동체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던 공동체(new modern community)가 도시 속에 형성된 것이다. 

   4. 3차산업혁명시대와 포스트모던 공동체

   3차산업혁명은 2차산업혁명의 과정에서 생긴 석유고갈과 환경오염의 가속화에 대응하
는 사회적 변화다. 3차산업혁명은 우리사회에 인터넷 커뮤니케이션기술의 고도화를 일으
켰다. 발전된 커뮤니케이션기술은 제조업을 제외한 유통, 판매, 관리를 온라인 네트워크
를 통해 실현되도록 만들었다. 한편, 이 기술은 기존의 모던 공동체와는 차원이 다른 신
개념의 공동체를 탄생시켰다.
   3차산업혁명에 따른 인터넷 월드와이드웹 기반의 네트워크는 전지구적 차원의 온라인 
공동체를 만들어냈다. 온라인 공동체의 대표적인 사례는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인스
타그램 같은 SNS(social network services)공동체다. 이 공동체는 특정분야의 관심사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이 온라인 관계망을 통해 공동체가 되는 것이 특징이다.
   SNS를 통해 실현되는 온라인 공동체는 집단, 지역, 국가를 오프라인 공동체처럼 한정
하지 않는다. 범집단적, 범지역적, 범국가적 차원에서 세계인들을 순식간에 하나의 공동
체적 섹터에 편입시킨다. 온라인 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들끼리 공유하는 정보의 전달속
도가 오프라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 그로 인해 온라인 공동체는 공동체적 
주제에 대해 매우 빠른 속도로 공감하고 공유하며 연대한다. 원시공동체국가 때부터 2차
산업혁명시대까지 줄곧 이어진 오프라인 공동체가 이제 구체제의 낡은 공동체로 전락할 
수도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듯 온라인 공동체는 오프라인 공동체에 발생되는 다양
한 한계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이제 포스트모던 공동체(postmodern community)로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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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4차산업혁명시대와 포스트-포스트모던 공동체

   4차산업혁명은 디지털, 물리학, 생물학 사이에 놓인 경제를 허무는 기술적 융합을2) 
통한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다. 4차산업혁명을 제안한 클라우스 슈밥은 ‘소셜미디어와 사
물인터넷이 인류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니터링할 때 미래사회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새
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며, 그것이 산업구조의 재편을 이끌어낼 것’이라고3) 했다.
   4차산업혁명에 의한 과학기술의 혁신은 현실과 가상을 교묘하게 결합시켜 사회, 문화, 
경제, 정치, 과학 전반의 패러다임이 변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지금의 호모사피엔스가 자연선택의 법칙을 지적설계(신적인 존재에 의한 설계)의 법칙으
로 대체하고 있다는 점이다. 40억 년 가까운 세월동안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자연선택
의 법칙에 따라 진화했다.4) 그런데 지금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살아 있는 개체의 유전
자를 조작하여, 원래 해당 종에 없던 특성을 부여하고5) 있다. 즉, 과학자들이 자연선택을 
지적설계로 대체하는 일을 진행하고6) 있는 것이다. 유발 하라리는 이 주장에 입각해 “과
거에 대해서는 생물학자의 말이 옳지만, 미래에 대해서라면 지적설계 옹호자들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역설적 표현까지 했다. 
   4차산업혁명은 이 지적설계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유발 하라리는 미래에 지
적설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세 분야로 생명 공학, 사이보그 공학, 비유기물 공
학을7) 꼽았다. 이 중 생명 공학에서는 인간의 유전자 조작을 통해 생리기능, 면역계, 수
명을 비롯하여 지적, 정서적 능력까지 크게 변화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8) 이는 똑똑하
고 힘세며, 건강하게 오래 사는 ‘슈퍼 휴먼’의 탄생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이보그 공학에서는 생물과 무생물을 부분적으로 합친 생체공학적 의수를 지닌 인간
을9) 탄생시킨다. 즉 인간 중에 강력하게 업그레이드 된 고성능의 뇌, 눈, 귀, 팔, 다리를 
비롯한 각종 장기를 장착한 ‘사이보그 인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비유기물 공학
에서는 인간의 뇌 전부를 컴퓨터 안에서 재창조시켜, 인간과 흡사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2) 클라우스 슈밥 외 26인 지음, 김진희 외 2명 옮김, 4차산업혁명의 충격, 흐름출판, 2018, 17쪽.
3) 클라우스 슈밥 외 26인 지음, 김진희 외 2명 옮김, 위의 책, 6쪽.
4) 유발 하라리 지음, 조현욱 옮김, 앞의 책, 561쪽. 
5) 유발 하라리 지음, 조현욱 옮김, 위의 책, 563쪽. 
6) 유발 하라리 지음, 조현욱 옮김, 위의 책, 564쪽. 
7) 유발 하라리 지음, 조현욱 옮김, 위의 책, 564쪽. 
8) 유발 하라리 지음, 조현욱 옮김, 위의 책, 570쪽. 
9) 유발 하라리 지음, 조현욱 옮김, 위의 책, 5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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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두뇌를 컴퓨터 내부에 가질 수10) 있게 만든다. 이는 생명이 비유기물의 영역으로 확
장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비유기적 생명체인 ‘안드로이드’를 탄생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4차산업혁명을 통한 과학발전이 전술한 이 세 공학 분야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킨다면, 
미래에 우리사회는 호모사피엔스, 호모데우스, 안드로이드가 공존하게 된다. 이 중 호모사
피엔스는 지금과 같은 인간, 호모데우스는 슈퍼휴먼과 사이보그인간, 안드로이드는 인간의 
신체모습에 인간처럼 생각하는 로봇이다. 결과적으로 4차산업혁명의 결과물이 안정적으로 
정착된 시기에 도달하면 호모사피엔스는 두 차원의 신인류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호모사피엔스와 두 차원의 신인류, 이들은 4차산업혁명이라는 용광로 안에서 공동체
를 구축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할 것이다. 이들은 ‘뇌 연결 시스템’을 통해 뇌의 전부
를 공유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뇌에 축적된 모든 지식을 이 시스템에 연결된 상대방
에게 제공할 수 있다. 특히, 호모데우스와 안드로이드는 이 시스템에 연결된 상대방의 모
든 지식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들은 서로의 뇌를 자유롭게 공유한다는 점에서 ‘뇌공동
체’라 할만하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등장할지도 모르는 뇌공동체는 온라인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온라
인 공동체의 범주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온라인 공동체와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네트워크의 진화를 이룰 것이다. 뇌공동체는 온라인망 안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기존 수준을 넘어, 공동체 구성원들의 뇌 전부를 공유하면서 서로 소
통할 것이다. 이 소통방식은 인류사회의 모든 제도를 재편할 만큼 충격적이며 혁명적이
다. 미래사회에 출현할 수 있는 뇌공동체는 지금의 온라인 공동체에 나타나는 네크워크
의 한계를 과감히 넘어선다는 점에서 포스트-포스트모던 공동체(post-postmodern 
community)로 받아들어야 할 것이다. 

   6. 4차산업혁명시대, 포스트-포스트모던 공동체의 방향

   4차산업혁명의 결과가 확산된 미래, 호모사피엔스는 모든 것이 혁명적으로 진보한 신
인류를 만난다. 그런데 이 때 발생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
다. 호모사피엔스가 자신보다 정신적·육체적 능력이 뛰어난 호모데우스에 종속될11) 가능

10) 유발 하라리 지음, 조현욱 옮김, 위의 책, 578쪽.
11) 유발 하라리 지음, 전병근 옮김,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김영사, 2018, 1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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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충분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지금도 최고 부유층 1퍼센트가 세계 부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12) 4차산업혁명의 
시대가 가속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 심해질 수 있다. 자칫하면 최상위 부유층 1퍼센트가 
호모데우스로 변신하여 세계 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계의 미(美)와 
창의력, 건강까지 대부분13) 차지할지도 모른다.
   호모데우스인 슈퍼휴먼과 사이보그인간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호모사피엔스가 변신한 
결과다. 돈 많은 호모사피엔스는 호모데우스가 되어 그 부를 더욱 축적시켜 세계경제를 
장악할 것이다. 결국, 호모데우스가 되지 못한 호모사피엔스는 호모데우스가 지배하는 경
제구조에서 노동하는 하위계층으로 전락하는 상황이 생길지도 모른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더욱 심화될 사회·경제적 양극화 문제는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호모사피엔스와 신인류가 ‘개인
이 아닌 온 인류를 위한 선(善)으로서 공동선’을 추구하며 실천하는 뇌공동체를 구축한
다. 그리고 그 저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 경주하는 것이다. 미래사회의 포스트-포스
트모던 공동체로서 공동선을 지향하는 뇌공동체는 그 효과가 정치, 경제, 문화, 행정, 외
교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되어 인류의 평화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 이 상상
을 현실로 만들 주체는 바로 ‘지금의 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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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4차 산업혁명(The 4th Industrial Revolution)이라는 용어가 2016년 1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y Forum Annual Meeting)에서 처음 소개된 이후 문화산업 부문에서도 사고, 

상상력, 아이디어, 소프트웨어 등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주요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특

히,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과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기술은 문화의 ‘재현’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키고 있으며, 초-연결성(The Attribute of Hyper-connectivity)

을 확보함으로써 문화생산자와 문화소비자 사이의 간극을 소거시키고 있다.

다양한 재현의 가능성이 확보되고 소비자/생산자의 구분이 사라지는 공유가치가 강조되는 시

점에, 역설적이게도 문화산업 분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동력으로 작용할 기술력을 적용시킬 

문화상품, 다시 말해 콘텐츠의 결핍과 부재에 시달리고 있다. 문화적 요소를 체현한 상품의 

개발이 전제되어야 기술력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다. 기술이 콘텐츠를 앞질러간 상황

에서 지속적인 문화콘텐츠의 개발과 향유를 모색하는 가운데, 구술문화 시대의 산물이라고 여

겨졌던 ‘이야기’의 가치가 재조명되는 것은 이런 시대적 흐름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는다.

이야기는 구술문화의 시대에 뮈토스(mythos)라는 지식체계를 구성했다. 뮈토스는 비판적 인

식을 토대로 구성되는 로고스(logos)적 지식체계와 다르게 ‘서사’의 형식을 취하며 지식을 전

승해왔다. 서사를 매개하는 구술언어는 문자언어와 다르게 자유롭게 서사를 변형시킬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는 통시적 흐름 축에서 서사를 고정시키려는 구심력과 서사를 변개시키

려는 원심력의 길항 속에 존재했다. 자연스럽게 소비자와 생산자의 구분은 사라지고, 각편

(version)이라는 형태로 전세대의 지식을 후세대로 다양하게 전달했다.

이런 구술언어의 전승이 퇴색되게 된 것은 문자언어가 이야기의 매개 언어로 자리매김하면서

부터이다. 이제 이야기는 플롯(plot)에 긴박(緊縛)된 형태를 가지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명확

하게 구분하기 시작했고, 저작권과 출판권을 토대로 문자 언어를 다루는 이야기꾼은 문화 권

력을 획득하기 시작했다. 이야기는 삶 속에 녹아든 형태이기보다 지식인의 전유물로 인식되

기 시작했고, 그것은 ‘문학(literature)’이라는 용어로 고착화되었다.

구술언어와 문자언어의 이분법적 경계는 문자언어를 기반으로 한 플롯의 우위로 치닫기 시작

했지만, 이런 구도가 해체되기 시작한 것은 디지털언어가 등장하면서부터이다. 무한정의 복사

가 가능한 사진과 영화 매체의 등장 이후, 인터넷의 발전과 함께 점차 ‘원본’이나 ‘정전’ 개념

이 무의미해지기 시작했고, 그 형태는 문자언어적이지만 속성은 구술언어적인 디지털언어가 

문화산업에 일반화되면서 이야기에 대한 재조명이 가능해졌다. 이야기를 재현하는 담화에서 

스토리를 추출하고, 그 스토리에서 새로운 담화를 창출하는 과정이 일반화되기 시작했으며, 

이런 현상은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이라는 용어로 포착되었다.

스토리텔링은 이야기를 향유하는 새로운 방식처럼 보이지만, 사실 구술문화의 시대에 이미 

일반화되었던 방식이었다. 물론, 스토리텔링의 시대에는 이야기를 ‘재현’하는 방식이 기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화되었으며 자본주의적 환경에서 유통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르러 스토리텔링은 초고속화된 유통망과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넘어서

는 증강/가상현실 기술력에 힘입어 문화향유의 새로운 모습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문

화상품을 생산/소비하는 새로운 양상을 이끌어냈다. 재현의 무한자유와 초-연결성에 의한 생

산자/소비자의 일체화를 가능케 하는 4차 산업혁명의 환경 속에서 이야기는 그 ‘공유가치’로 

인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호모 나렌스(homo narrans)라는 인간의 존

재양태가 재조명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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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Since the term ‘4th Industrial Revolution’ came into fashion at the Davos World 
Economy Forum in January, 2016, creative thinking, imaginative power, ideas and 
software have arisen as core drivers of competitiveness. Particularly, augmented 
reality (AR) and virtual reality (VR) technologies are bringing about ground-breaking 
shifts in cultural reproduction. Hyper-connectivity is rapidly obscuring the line between 
producers and consumers of culture, while spurring the arrival of shared economies.
Against this backdrop, it is ironical that the progres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hampered by a lack of cultural products or content in the cultural industry which the 
revolution’s driving technologies can be applied to. It goes without saying that such 
technologies can be applied to cultural products only after such products are 
developed first. Today’s situation, however, is one in which technology has outrun 
content development. It is in this context that stories, once considered an obsolete 
relic of oral societies, are now drawing attention in conjunction with efforts to develop 
cultural content on a steady basis. 
Stories constituted a knowledge structure called ‘mythos’ in the ear of oral societies. 
Mythos is a system in which knowledge is transmitted through stories, whereas logos 
is driven by critical reasoning. Oral language using narratives as a medium of 
communication is capable of freely altering them. This placed stories in the midst of a 
rivalry between a centripetal force trying to fix the narrative on a diachronic plane 
and a centrifugal force working to modify it. This eliminated the division between 
producer and consumer, and stories were transmitted down through generations in 
different evolving versions. 
This tradition of oral language went out of currency when written language took over 
as the main vehicle of stories. Now, stories were fixed to written plots, which created 
a clear division between producers and consumers. Storytellers wielding written 
language emerged as possessors of cultural power, protected by copyrights and 
publication rights. Stories became monopolized by intellectuals instead of being 
blended in people’s lives, giving rise to a system called ‘literature’.  
The edge written language enjoyed over oral language, however, met with challenges 
after digital language emerged. Digital technology allowed unlimited copying of 
digitalized photos and films. This rendered obsolete the distinction between originals 
and copies. The resultant proliferation of digital language, which is written in form but 
oral in substance in the cultural industry, has led to the rediscovery of stories. Stories 
are extracted from narratives as they are reproduced, which in turn serve as the 
source of new narratives created in a process, which is now being called 
‘storytelling’. 
At a glance, storytelling appears to be a new way of enjoying stories. However, it 
was already a popular method in the era of oral culture. Of course, there are 
distinctions between then and now in the sense that storytelling today is reproducing 
stories through much more diverse channels than before, plus the fact that such 
processes are coupled with capitalism. 
In the ongoing ear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storytelling, aided by 
super-connectivity and AR and VR technologies traversing the division between 
reality and non-reality, has emerged to offer different avenues for enjoying culture or 
different ways of producing and consuming cultural products. It is in this context that 
stories are being re-evaluated for their ‘sharing values’ in conjunction with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bringing the notion of human beings as ‘homo narrans’ into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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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 이야기의 가치

신호림 (안동대)

1. 4차 산업혁명과 공유가치

2016년 1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y Forum Annual Meeting)에서 처
음 소개된 이후 4차 산업혁명(The 4th Industrial Revolution)이라는 용어는 어느새 일
반명사로 취급될 정도로 일상화되었다. 문화산업 부문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
하듯 사고, 상상력, 아이디어, 소프트웨어 등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주요 요소로 떠
오르기 시작했다.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과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기술은 문화의 ‘재현’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키고 있으며, 초-연결성(The 
Attribute of Hyper-connectivity)을 확보함으로써 문화생산자와 문화소비자 사이의 간
극을 소거시키게 된 것이다.1)

그런데 문화생산자와 문화소비자 간의 경계가 점차 허물어지면서 예술이 표방하는 가
치 또한 변모하게 되었다. 본래 예술은 종교의식 속에서 태어났다. 처음에는 마술적 의
식, 다음으로는 종교적 의식에 봉사하기 위해 생겨난 예술은 의식적인 기능과 분리되지 
않았다. 예술의 가치는 본래적 사용가치가 주어졌던 종교적 의식에 그 근거를 두고 있었
기 때문에, 예술은 본질적으로 의식가치(儀式價値)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사진술과 같은 혁명적인 복제기술이 등장하면서 이른바 진품성 또는 원본성
(originality)을 판가름하는 척도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의식가치를 담보하는 아우라
(Aura)가 손상되며 예술의 권위가 해체되기 시작했다. 사진과 영화의 등장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예술은 종교에서 벗어나면서 본래 가지고 있었던 의식가치보다 다른 
방향성을 지닌 가치를 추구하게 되었다. 종교의식에서 해방된 예술 활동 속에서 생산된 
작품들은 전시되어질 기회를 점점 더 많이 확보하게 되었고, 점차 상업화된 환경 속에서 

1) 4차산업혁명과 문화산업과의 관계는 다음의 논의를 참고했다. 변재웅, ｢4차 산업혁명이 문화산업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한 연구｣, 문화산업연구 17-3, 한국문화산업학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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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품‘들’이 유통되기 시작했다. 의식가치를 밀어내고 전시가치(展示價値)가 예술의 형식
과 내용을 정의하기 시작한 것이다.2)

복제술이라는 혁명적인 기술의 도입이 예술의 가치를 변모시켰듯, 4차 산업혁명 시대
에는 초-연결성을 가능케 하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예술은 또 다른 가치 전환을 도모하게 
되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플랫폼의 등장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는 예술을 
‘동시’에 향유하게 되면서 ‘공유’하기 시작한 것이다. 예술과 관련된 자료들은 디지털화되
어 인터넷에 업로드 되고 네트워크에 의해 공유된다. 모든 정보들은 디지털로 처리되어 
데이터의 형태로 가상공간 속에 저장되고 보관된다. 이렇듯, 예술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끝없이 가로질러지면서 네트워크와 작품의 경계가 유동적으로 변하는 예술 생산
의 형식 속에서 예술가와 수용자가 함께 생산하고 실현해나가는 것이 가능해졌다. 예술
은 공유가치(共有價値)를 획득하게 된 것이다.3)

예술의 가치가 ‘의식가치’에서 ‘전시가치’로 바뀌었듯이, 인터넷 네트워크 기술이 전면
화 되면서 21세기 예술의 가치는 ‘전시가치’에서 ‘공유가치’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전환은 예술의 향유 방식도 수직적인 구조에서 수평적인 구조로 바꾸어놓았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간극이 소거되었다거나 경계가 해체된다는 말은 수평적인 구조를 지
닌 플랫폼 안에서 예술이 생산‧소비됨을 의미한다. 거칠게 이야기하면, 이제 예술은 생산
과 소비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것이다.

2. 문화콘텐츠와 이야기에 대한 선입견

본래 Culture는 ‘경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 Cultura에서 유래했으며, 17세기 
이래로 유럽에서 사용되었다. 삶의 생존과 경영을 가능케 하는 Cultura는 자신의 육체와 
정신을 돌본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었다. 반면에 文化는 한(漢) 나라 때 처음 사용되었으
며, 예악(禮樂)으로 이적(夷狄)을 교화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4)

Culture든 文化든 그 시작은 달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한 민족이나 사회의 정
신적‧예술적 총체라는 의미로 확장되었다. 그러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 문화는 상품화가 

2) 이 과정에 대해서는 발터 벤야민 지음, 반성완 편역, 발터 멘야민의 문예이론, 민음사, 1983, 197~231
쪽에 수록된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을 참고했다.

3) 이지영, BTS 예술혁명: 방탄소년단과 들뢰즈가 만나다, 파레시아, 2018, 19쪽.
4) 文化에 대해서는 김언종, 한자의 뿌리 1, 문학동네, 2001, 313~3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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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대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2001년 한국문화콘텐츠 진흥원, 2009년 한국콘텐츠
진흥원이 발족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관리 및 지원도 시작되었다. 문화콘텐츠의 시대
가 열린 것이다.

그런데 문화와 상품의 만남은 문화를 부가가치의 대상으로만 치부한다는 위험성을 가
지고 있다. 문화상품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문화 관련 콘텐츠 및 디지털 문화콘텐츠 포함)와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로만 규정
할 수 있기 때문이다.5) 이런 관점은 상품으로서의 문화콘텐츠의 특성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상업성’이며 이 상업성을 잃은 문화콘텐츠는 순수예술이나 순수창작물
일수는 있어도 진정한 문화콘텐츠로서의 가치는 상실할 수 있다는 견해로 확장될 수 있
다.6) 예술과 문화콘텐츠의 괴리가 시작되는 지점이다.

이야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문화콘텐츠의 개발은 기본적으로 문화적 소재에서부터 
시작한다.7) 문화적 소재에 주목하여 이를 콘텐츠에 체화시키기 위해서는 모종의 전략이 
요구되었는데,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호출된 것이다. 가장 기민하게 대응한 분야는 지역
축제라고 할 수 있다. 실존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과 관련된 역사적 인물들이 지역의 상
징으로 부상하게 되었고, 그 이름을 따서 수많은 축제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남원춘향
제>, <곡성심청축제>, <장성홍길동제> 등 ‘지역명+인물명+(축)제’의 형식으로 조어(造語)
된 축제들을 예로 들 수 있다. 인물은 그 자체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고,8) 콘텐츠의 내
부를 채우는 수많은 요소들이 그런 이야기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이야기를 재현
하는 담화에서 스토리를 추출하고, 그 스토리에서 새로운 담화를 창출하는 과정이 일반
화되기 시작했으며, 이런 현상은 1990년대 후반부터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이라는 용
어로 포착되었다.

문화콘텐츠가 상업성에 경도될 수 있다는 일정한 혐의와 마찬가지로 스토리텔링 또한 
이야기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의 편견을 부여하게 되었다. 스토리텔링이 태생적으로 문화
상품을 개발하는 도구적 개념으로서 소환되었다는 인식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이야기 
또한 문화상품의 하위 개념 또는 제작 방식 정도로만 치부되는 것이다. 현재 주변에서 

5) 최혜실,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을 만나다, 삼성경제연구소, 2006, 95쪽.
6) 최혜실, 문화산업과 스토리텔링, 다�미디어, 2008, 130~131면. 
7) 일례로, 태지호는 문화콘텐츠의 정의를 ‘문화적 소재가 구체적으로 가공되어 매체에 체화된 무형의 결과

물’로 내린바 있다. 태지호, ｢문화콘텐츠 연구 방법론의 토대에 대한 모색｣, 인문콘텐츠 41, 인문콘텐츠
학회, 2016, 79쪽.

8) 인물이란 잠재된 이야기이며 모든 이야기가 인물의 삽화라는 토도로프의 관점을 참고해볼 수 있다. T.토
도로프, 신동욱 역, 산문의 시학, 문예출판사, 1992, 77~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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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는 수많은 스토리텔링 공모전을 봐도, 이야기에 대한 심층적 이해보다는 이
야기를 발견하고 그 외피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덧씌우기 위한 행위에 관심을 더 기울이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기본적으로 스토리텔링은 이야기를 새롭게 창출하는 기법을 가지고 있다. 각색 
개념을 스토리텔링으로 설명하는 크로스미디어 스토리텔링(cross-media storytelling), 
세계관을 공유하는 가운데 다양한 이야기를 창출하는 기법인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trans-media storytelling)9)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기법 이전에 스토리
텔링은 이야기를 전승하고 향유하는 문화적 영역 아래에서 이해될 대상이지, 상품 개발
을 위한 도구로서 존재하지는 않음을 명시해야 한다.

3. 이야기의 흐름: 구술언어, 문자언어, 디지털언어

스토리텔링이라는 용어가 활발히 담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5년 미국 콜로라도에서 
열린 ‘디지털 스토리텔링 페스티벌(Digital Storytelling Festival)’ 이후였다.10) 이 페스
티벌 이후 스토리텔링이라는 용어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국제스
토리텔링센터(International Storytelling Center)의 설명처럼 “스토리텔링은 인류와 연
원을 같이한다(Storytelling is as old as humankind).” 스토리텔링이라는 용어 전에는 
내러티브(narrative)라는 용어가 다방면에서 활용되었지만, 21세기에 내러티브라는 용어 
대신 스토리텔링이 다시 부상한 것은 구술적 특성(현장성, 재연성, 소통성)과 디지털 문
화의 출현과 관계가 깊다고 할 수 있다.

본래 디지털 미디어가 출현하기 전까지 내러티브를 담아내는 그릇은 구술성(orality)와 
문자성(literacy)으로 대표되는 이원적 전승 경로를 통해 만들어졌다. 이른바 ‘대분할 이
론’이다. 비문자 사회와 문자 사회, 비문자 시대와 문자 시대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이
들 간에 분명한 단절이 있음을 암시하는 대분할 이론은 문자의 발명이 초래한 혁명적 변

9) 크로스미디어 스토리텔링과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고했다. 서성은, 크로스
미디어 스토리텔링, 커뮤니케이션북스, 2018; 서성은,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커뮤니케이션북스, 
2018.

10) 일방적인 전시형 페스티벌이 아니라, 참가자가 현장에서 다감각적인 디지털 매체를 기반으로 스토리를 
직접 창작할 수 있는 인터렉티브형 페스티벌이라는 관점에서 ‘내러티브’대신 ‘스토리텔링’페스티벌로 명
명했다.(류은영, ｢내러티브와 스토리텔링 : 문학에서 문화콘텐츠로｣, 인문콘텐츠14, 인문콘텐츠학회, 
2009, 237쪽 각주 11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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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강조되면서 그 전시대를 풍미하던 구술성의 시대와 正/反의 대립적 자질로 설명되
기 시작한 것이다.11)

구술성의 시대에는 단순히 구술로 지식을 전승하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구술성의 시대
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형화된 사고체계를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구술 문
화에서 지식은 계속 반복되지 않으면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정형화된 사고 패턴은 지혜
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본질적인 요소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호모 사피엔
스(homo sapiens)가 오래 전부터 정보를 공유하고 채택했던 하나의 방식인 뒷담화를 예
로 들어보자.12) 뒷담화는 악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화를 통해 정보를 
모으고 선택하던 주요한 방식이었다. 담화 행위를 통해 사피엔스는 필요한 정보와 불필요
한 정보를 구분하는 능력, 허구를 만드는 능력 등을 배양할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이야기
는 하나의 지식체계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이른바 뮈토스(mythos)적 지식체계이다.13)

그러다가 문자가 발명되고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지식의 저장은 반복적인 정형이 아닌 
기술된 텍스트에 의존하게 되었다. 구술성의 시대는 비문자 시대로 인식되면서, 결국 말
만 할 수 있는 사람과 글도 쓸 수 있는 사람 간에는 세계를 바라보는 지평이 다를 수밖
에 없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말을 할 줄 아는 자에게 부여되었던 권력 또한 문자를 아는 
자에게 옮겨가게 되었다. 이야기는 어느새 문해력(literacy)을 어원으로 하는 문학
(literature)에 편입되었고, 그 외의 것은 전설이나 고담(古談), 일화 등으로 치부되면서 
평가절하되었다. 문학 속에서 이야기는 잘 짜여진 플롯에 긴박(緊縛)된 형태를 가지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시작했고, 저작권과 출판권을 토대로 문자 언어를 
다루는 이야기꾼은 작가나 문인이라는 이름으로 문화 권력을 획득하며 문단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20세기까지 구술성/문자성의 이원체계로 인식되던 전승매체의 체계가 붕괴의 조짐을 
보인 것은 디지털 매체가 등장하면서부터이다. 디지털 매체를 구성하는 디지털 언어는 
구술적인 속성을 지니면서도 문자적인 형식을 지니고 있다.14) 이항이 삼항의 체계로 이
행하면서, 이제 더 이상 구술성과 문자성은 대립적인 관계에 놓여있을 수 없게 되었으며, 

11) 이에 대해서는 송효섭, 해체의 설화학, 서강대학교출판부, 2009를 참고했다.
12) 유발 하라리, 조현욱 옮김, 사피엔스, 김영사, 2015, 42~60쪽.
13) 최남선은 이야기를 ‘이약이’ 또는 ‘이악이’로 지칭한바 있다. 그리고 ‘이악’에서 ‘악’은 ‘언어’의 고의(古

意)를 가지며, ‘이’는 연격(連格) 또는 계승(繼承)을 의미하는 설명어로서 희랍어 “미토스”와 유사한 것이
라고 언급했다. 최남선, ｢조선역사통속강화 개제｣, 六堂 崔南善全集 2,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육당전집편찬위원회 편, 현암사, 1973, 421쪽.

14) 다음의 표를 참고해볼 수 있다. 김광욱, ｢스토리텔링 개념｣, 겨레어문학 41, 겨레어문학회, 2008, 2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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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이라는 새로운 특징이 지식의 전승체계에 있어 제3의 지점을 확보하게 되었다. 
삼항의 체계는 서로 대립적으로 보이면서 상보적인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제는 구
술성 안에서의 문자성, 문자성 안에서의 구술성을 탐색하는 지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가 더 이상 구술문화의 잔재가 아니라 동시대적 지식 전승 체계
로 다시 지위가 상승되기에 이르렀다. 디지털 매체와의 결합을 통해 구술성은 새로운 방
식으로 지속가능한 이야기 만들기를 수행할 수 있었고, 이런 과정이 디지털 스토리텔링 
페스티벌을 기점으로 대중적인 관심사로 이어졌다. 스토리텔링을 매개로 이야기의 시대
는 잊혀져가던 구술문화와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문화가 결합하면서 열리게 된 것이다.

4. 이야기의 가치: 공유가치와 호모 나랜스(homo narrans)

디지털 매체가 미디어(media)라는 용어와 함께 등장하면서 이야기의 구술성이 디지털 
언어와 함께 재조명되었다. 그런데 디지털 매체가 구술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술언어로 향유되던 이야기판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야기판에서는 
보통 화자(話者)와 청자(聽者)가 구분되지만, 이야기가 시작되면 누구나 이야기꾼으로 참
여하기 시작하면서 그 경계가 점차 모호해진다. 화자가 곧 청자고, 청자가 곧 화자가 되
는 곳이 이야기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양방향성을 디지털 매체도 표방하고 있고 그 
안에서 이야기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불분명한 것도 사실이지만, 생산자와 소비자
가 반드시 매체를 경유해야 한다는 제한이 존재한다.

문제는 그런 디지털 매체가 내러티브 즉, 이야기를 활용해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성 개념을 여과 없이 주입해버릴 수도 있다는 위험성이다.15) 수평적
인 구조 속에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포함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다는 디지털 매체의 낭
만이 자칫 매체가 가지고 있는 사회 통제력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사용자가 수직적인 구
조 속으로 다시 편입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디지털 매체가 생산자와 수용자가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가며 창출하는 공유가치

구술언어 문자언어 디지털언어
일시(-)‧지속(+) - + +
단선(-)‧입체(+) + - +
일방(-)‧양방(+) + - +

15) 마셜 매클루언 지음, 박정규 옮김, 미디어의 이해: 인간의 확장, 커뮤니케이션북스, 1997, 34쪽.



48

를 퇴색시킬 수 있음을 지시한다. 디지털 매체의 아이러니는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회귀 
불가능한 구술문화의 시대에서나 가능했던 이야기판의 수평적 구조를 디지털 매체가 다
시 부활시켰지만, 오히려 그 매체적 특성으로 인하여 언제든 수직적 구조로 환원될 수 
있다는 역설. 디지털 매체 내부에서 발견되는 이런 아이러니의 길항작용 속에 현재 이야
기가 위치해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초-연결성과 같은 기술과 시대적 지향은 이야기가 디지털 매체의 
길항작용 속에서도 공유가치를 담보해야 한다는 쪽으로 나아가야한다는 당위를 제기한
다. 프랭크의 지적처럼, 이야기의 시대 또는 스토리텔링 시대에는 권위적 전문가에 의해 
전달되는 억압적 담론이 아니라 무수한 개인들의 ‘삶에서 상연된 이야기들(enacted 
stories)’이 활력을 얻고, 자기 목소리를 지니지 못했던 다수의 주체들이 ‘자기 자신의 이
야기를 말하는 능력’을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다.16) 그래야만 사회적 통제력을 넘어서는 
‘다른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힘을 스토리텔링이 함유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문화사회적 
실천까지 담보할 수 있는 것이다.17)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는 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재현의 가능성이 확보되고 
공유가치라는 새로운 시대적 가치가 부각된다. 하지만 문화산업 분야에서는 4차 산업혁
명의 동력으로 작용할 기술력을 적용시킬 문화상품, 다시 말해 콘텐츠의 결핍과 부재에 
시달리고 있다. 문화적 요소를 체현한 상품의 개발이 전제되어야 기술력의 적용이 가능
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소환된 구술문화의 이야기가 디지털 매체를 만났을 
때 도구적 가치를 획득하는 것 이상의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야기보다 그 이야기
에 덧입힐 부가가치에만 사람들의 관심이 몰릴 것이다.

이야기가 도구로 전락한다는 것은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향유하는 
인간 자체가 소외됨을 의미한다.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한 기술력이 만든 4차 산업혁명
이 오히려 이야기를 향유하며 지식체계를 형성하던 호모 나랜스의 설 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겠지만, 이야기의 주체는 인간이지 기술이나 자본이 아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또는 디지털 시대의 호모 나랜스가 매체의 저항과 통제를 넘어서 새
로운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때, 이야기가 표방하는 공유가치를 온당하게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16) 아서 프랭크, 최은경 옮김, 몸의 증언: 상처입은 스토리텔러를 통해 생각하는 질병의 윤리학, 갈무리, 
2013, 48쪽; 228쪽.

17) 스토리텔링의 사회문화적 실천과 그 가능성을 역설한 연구자로는 박진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박
진, ｢스토리텔링 연구의 동향과 사회문화적 실천의 가능성｣, 어문학 122, 한국어문학회, 2013, 5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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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제목 포스트 디지털 시대의 인간중심 디자인 사례 연구

요약문

도널드 노먼(Donald Norman)은 UX(User Experience·사용자 경험) 디자인 개념과 인간중

심 디자인이라는 분야를 개척하고 연구해온 심리학자이자 디자인 교육자이다. 도널드 노먼의 

인간중심 디자인에 착안해 <포스트 디지털 시대의 인간중심 디자인 사례 연구>를 발표한다. 

도널드 노먼의 저서 보이지 않는 컴퓨터, 도널드 노먼의 인간중심 디자인을 중심으로 분

석하고, 국내외 발표한 학술 논문을 보완해 논문을 완성한다.

인간중심 디자인은 UI/UX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사용자(소비자) 중심의 디자인 등 다양한 

개념을 중심으로 인간중심 스마트 디바이스를 위한 경험 디자인과 리서치 방법론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인간 중심의 디자인의 개념과 방법론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인간중심적인 철학

과 가치를 통한 창의적 문제 해결 방법을 제안하고 주요 사례를 소개하고 분석한다.  

최근 화두인 4차 산업혁명의 측면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미래 산업사회의 방향성은 산업

기술이 고도로 지능화, 정보화, 기계화되어 다양한 직무와 영역에서 효율성과 자동화로 이어

질 것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산업기술의 중요 접근으로 ‘인간중심’의 스마트 

시대를 주목하는 이유는 우리가 맞이할 미래 산업사회가 효율성과 자동화의 방향만이 아닌 

흔히 말하는 사람 냄새가 느껴지는 영역에서 고부가가치를 만들어 내야 한다. 

따라서 조금은 효율적이지 못하고, 자동화가 덜 되었더라도 인간이 오래도록 느끼고 살아온 

방식을 토대로 자연스레 디지털 세상과 융합할 수 있는 길을 함께 모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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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특히 스마트 디바이스는 단순히 ‘자동화’나 ‘기능적 요소’를 넘어 인간의 일상과 과업 수행 

측면에서 큰 가치와 새로운 경험을 인간에게 제공함으로써 스마트한 일상을 영위하게 하는 

만큼 반드시 인간 중심의 디자인이 필요한 영역이다.

지난 2007년 애플의 아이폰이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은 아이폰이 주는 디바이스와 새로운 

사용자 경험에 환호했다. 단순히 디바이스가 주는 기능적 실체보다는 기존의 기술도 사용자 

중심의 UX 설계를 통해 보다 사용자가 쉽고 편리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성공 요인 중 하나가 됐다. 따라서 아이폰은 본 연구의 핵심 사례로 분석한다. 도널드 노먼

의 보이지 않는 컴퓨터은 2006년에 출간되었는데, 2007년에 출시한 아이폰에 많은 영향

을 주었다. 10여 년이 지난 2019년  『도널드 노먼의 인간중심 디자인』은 새로운 혁신을 

준비하고 있다. 제2의 아이폰 시대, 포스트 아이폰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인간중심 스마트 디바이스의 성패를 결정하는 인간중심 디자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많은 경험 디자인 방법들 사이의 차이를 만드는 차원을 이해하고, 내 관심 이슈에 적합

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옳은 방법을 선택하고, 바른 과정을 

통해 수행된 결과에 대한 타당하고 발전적인 의미 해석이다. 인간중심 디자인은 산업 자본의 

중심, 즉 돈과 시간이 아닌 인간의 태도와 의지 등 인간 내면의 인문가치에 문제의 방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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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itle Case Study: Human-centered Design in Post-digital Era

Content

Dr. Donald Norman is a psychologist and educator in design, who developed and 

has been researching the concept of user experience (UX) and human-centered 

design. Based on Norman’s human-centered design, Dr. Lee will present “Case 

Study: Human-centered Design in Post-digital Era”. By analyzing materials mainly 

focusing on Dr. Norma’s books such as “The Invisible Computer” and “Donald 

Norman’s Human-centered Design,” Dr. Lee completed his paper based on the 

work done in numerous publications that he introduced home and abroad. 

Human-centered design suggests the necessity of research methodology as well 

as experience design for human-centered smart devices, which is centered 

around various design techniques including UI/UX design, universal design and 

user(consumer)-centered design. Rather than stopping at the concept and the 

methodology, human-centered design suggests creative solutions to problems 

through human-centric philosophy and values and introduces and analyzes major 

cases.  

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 which is the buzz word nowadays – suggests, 

the direction of the future industrial society will be advanced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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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informatization and mechanization in industrial technology. Accordingly, efficiency 

and automation will be further pursued in various work and industry areas. 

Nevertheless, we are paying more attention to a ‘human-centered’ smart era as 

an important approach to future industrial technology because we need to 

create high added values in areas where there is no sense of humanity in the 

future industrial society that we will encounter rather than pursuing the direction 

of efficiency and autom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intain an attitude to mutually seek convergence 

with the digital world based on a long-maintained way of life even though the 

old way is somehow inefficient or less automated. Smart devices, in particular, 

enable people to live ‘smart’ lives by not only playing a role as ‘automators’ or 

‘functional factors’ but by providing large values and new experiences to 

humans in their daily lives and in the course of completing tasks. This is why 

smart devices need human-centered design.

When the first iPhone by Apple was released in 2007, people became 

extremely excited due to the new device and user experience. One of iPhone’s 

success factors is not the functions that the device can simply deliver, but the 

user-friendly experience based on the user-centered UX design even if it was 

pre-existing technology. This enabled iPhone users to feel easier and more 

comfortable to use the device, while also enjoying greater utility. Thus, iPhone is 

one of the core cases in this research. Donald Norman’s “The Invisible 

Computer” was published in 2006, and had a big influence on the iPhone that 

was released in 2007. After about a decade, in 2019, “Donald Norman’s 

Human-centered Design” is preparing for a new innovation, which could be the 

2nd era of iPhones or the post-iPhone era.  

In conclusion,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what makes differences among lots 

of experiences of design methods and to find what methods would be 

appropriate for one’s interests in order to decide whether human-centered smart 

devices are successful or not. In this regard, it is also important to select the 

appropriate methods and to review the results from the choice of the best 

method in a reasonable and constructive manner. The essence of 

human-centered design can be found within human values that lay inside the 

mind, such as people’s attitudes, and will instead of the center of industrial 

capital, which is time and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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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디지털 시대의 인간중심 디자인 사례 연구

이건웅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융합콘텐츠학과 겸임교수)

Ⅰ. 서론 

2016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4차산업혁명이 주요 어젠다로 제안한 이후 우리나라에선 광풍
처럼 4차산업혁명이 대세가 되었다. 국가 직무에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설치하면서 국가의 주
요 어젠다가 되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될수록 인간의 본성, 인간의 내면을 보다 탐
구하는 인본주의나 인문학으로 회귀하게 된다. 아니면 적어도 여러 개념이나 학문 등이 상호 융
합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가장 첨단의 기술을 지향하면서 오히려 인간의 내면을 살피는 실용적인 
개념 중의 하나인 도널드 노먼의 ‘인간중심 디자인’을 접하게 되었다. 인간 중심의 디자인은 이
전의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과 같은 선상에 있는 개념이다. 디자인 분야에서 UX/UI가 인기를 
끌면서 연구가 활발하게 시작되었고, 지금은 인간중심 디자인까지 거슬러 올라오게 되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인간중심 디자인의 개념과 사상적 배경, 주요 실천가를 다루고, 주요 사례 
중 하나인 애플의 인간중심 디자인을 분석해 본다. 인문학을 기반으로 기술의 발전을 탐색하는
데, 스마트폰의 사례가 가장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따라서 여러 사례를 중심으로 인간중심 디자
인을 분석해 본다.

Ⅱ. 본론 

1. 인간중심 디자인의 개념들

(1) 인문학과 인간중심의 디자인

스티브 잡스는 생전에 프레젠테이션을 즐겼다. 2011년 ‘아이패드 2’ 제품 발표회도 그가 직
접 주관했다. 그는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표지판을 띄워 놓고 설명을 시작했다. 한쪽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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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Liberal Arts)’과 다른 반대쪽은 ‘기술(Technology)’이라고 적혀 있었다. 스티브 잡스는 
말했다.  “인문학과 기술의 교차로입니다 애플은 언제나 이 둘이 만나는 지점에 존재해왔지요. 
우리가 아이패드를 만든 것은 애플이 항상 기술과 인문학 갈림길에서 고민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기술을 따라잡으려 애썼지만 사실은 반대로 기술이 사람을 찾아와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여기에서 스티브 잡스는 인문학을 휴머니티스(humanities)가 아닌  리버럴 아츠
(Liberal Arts)라고 썼다. 리버럴 아츠는 넓은 의미로 인문학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나 정확히는 
‘자유 학예(自由 學藝)’가 더 정확하다. 이 말은 중세 때부터 사용한 오랜 기원을 지닌 말이다. 
학예에는 기술, 예술, 학문의 뜻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즉 리버럴 아츠에는 인문학에 기술공학
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스티브 잡슨는 굳이 휴머니티스가 아닌 이 단어를 선호한 것이다.1) 

그리고 이  단어는 요즘 흔히 말하는 ‘융합’의 의미도 깊고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스티브 잡
스는 인문학을 동원해 대중의 정신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지배하고 싶어 했다. 스티브 잡스는 인
간이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문학이 기술과 결합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기술은 인간을 
위한 것이며 인간의 니즈에 맞게 쉽게 사용 가능하고 재미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한다. 또한, 그
는 “인간중심의 경영, 인간중심의 제품, 인간중심의 서비스를 통한 새로운 가치와 문화를 창출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가 말하는 융합이나 융합형 인재는 인문학과 기술을 모두 잘 아는 박
식한 사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두 지식을 활용해 상품을 개발하고 서비스와 이윤을 창출하는 
인재를 말한다.2) 

그렇다면 현대 시대에 맞는 융합형 인재는 무엇인가, 인문학의 방향과 미래는 무엇인가. 아
이폰이나 아이패드를 만드는 것이 인문학은 아니다. 스티븐 잡스가 만들어 놓은 아이폰을 성찰
하는 것인 인문학이고, 인문학 본연의 성찰과 비판 정신이 살아있어야 인문학이다. 이러한 합의
점에 있는 것이 ‘인간중심의 인재’다. 그리고 그 대안이 바로 이번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인간중심의 디자인’이다. 스티븐 잡스 역시 인간중심의 디자인을 실천한 실천가다.         

(2) 인간중심 디자인이란?

과거에는 기술을 인간에 맞추었지만, 현재는 인간의 마음에 기술을 맞춘다. “기계와 사람만 
있으면 서로가 상호보완적이므로 못할 것이 없다. 사람은 창조적인 일이나 애매한 상황을 해석
하는 것을 잘하지만, 기계는 정확하고 신뢰로운 작업”을 한다. 인간중심적인 견해는 창조적이

1) 박민영(2016),  「스티브 잡스는 어떻게 ‘융합형 인재’의 모델이 되었나」, 인물과 사상(219), 인물과 사상
사, 130~134쪽.

2) 박민영(2016), 위의 논문, 135~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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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유순하며 변화에 민감하며, 재치와 수완이 있으며,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다. 인간중심적일 
때 우리는 기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으며, 기계를 지배할 수 있고, 생활의 설계를 
자신에게 맞추어 계획할 수 있다.3) 

인간중심의 디자인은 인지과학의 대부인 도널드 노먼(Donald Norman) 교수가 개척한 분
야다.  UX(User Experience·사용자 경험) 디자인 개념과 인간 중심 디자인이라는 분야를 개척
하고, 연구해온 심리학자이자 디자인 교육자. 세계적인 디자인 컨설팅 기업 ‘닐슨 노먼 그룹’의 
공동설립자이자, 디자인 전문 기업 아이디오(IDEO)의 이사 등을 맡고 있다. 

그는 UX와 인간중심 디자인 분야의 세계 최고 전문가다. 도널드 노먼은 “인간중심 디자인
의 핵심은 복잡함을 길들이는 것이다.”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좋은 디자인은 ‘심플함’이라는 공
식은 유효하지 않다. 심플함 자체는 좋은 것이다 하지만 모든 디자인이 샘플할 필요는 없고 지
나치게 심플함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취지다. 프린스턴대학교 인지과학연구소가 개발한 워드
넷(wordNet)이란 프로그램에 따르면, ‘혼란스러움’이란 ‘헷갈리게 하는 복잡함’이라고 한다. 
복잡함은 다스리면 그만이다. 복잡함은 사물 자체의 구조를 이해한다면 문제는 해결된다. 또
한, 구조를 이해하고 숙지하는 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면 복잡함을 이해할 수 있다. 혼
란스럽고, 어지럽고, 사용할수록 좌절을 느끼는 시스템은 복잡함 때문이 아니다. 형편없는 디
자인 때문이다.4) 

예를 들면, 아래 <그림 1>은 많은 버튼이 꼭 혼동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왼쪽의 일반계산
기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22개 버튼의 계산기다. 반면 오른쪽의 계산기는 공학용계산기로 일
반인 입장에서는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혼란스럽고 어렵다. 공학용계산기는 50여개의 버튼과 
‘sinh’, ‘Rand’, ‘yx’라는 일반인이 쉽게 파악할 수 없는 표시가 있다. 이것들이 무엇인지 전혀 
몰라도 단순히 이를 무시하면 되므로 사용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다. 하지만 공학을 전공하는 전
문가들은 계산기의 구조를 이해하고 숙지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림 1> 또 다른 그림을 
보자. 보잉 787의 조종실 내부의 적절한 복잡성의 사례다. 일반인의 경우 항공기 조종석은 복잡
하고 혼란스러운 기계로는 최고 중의 최고일 것이다. 수없이 많은 버튼의 역할과 위치 등은 이
해하기조차 어렵다. 하지만 조종사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그들에게 모든 버튼과 장비가 논리적
이고 합리적이며 의미 있는 그룹으로 정리된 것으로 보일 것이다. 이것이 복잡함의 두 얼굴이
다. 그래서 모든 디자인이 심플 할 필요나 심플함이라는 강박증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5) 

3) 이덕상·한세준·김홍규·조철희(2004),  「차별화 된 디자인 개념의 제품디자인 사례 연구」, Archives of 
Design Research, 한국디자인학회, 337~338쪽. 

4) 도널드 노먼(2018), 『도널드 노먼의 UX디자인 특강』, 유엑스리뷰, 18, 27쪽.
5) 도널드 노먼(2018), 위의 책, 17, 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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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인간중심 디자인, 복잡함의 사례

   

일반계산기와 공학용계산기 보인 787의 조종실 내부

복잡해 보이는 도구를 이해하기 쉽도록 디자인하면, 사용이 쉬워지고 최적화된 작업을 할 
수 있다. 이 일련의 과정이 제품을 이용하는 시간을 즐겁게 바꿔 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간
중심 디자인은 “제품, 서비스, 환경, 조직구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중심적인 솔루션을 만들
기 위한 디자인 방법론이다. 인간중심 디자인은 결과물 중심이었던 기존 방식에 반하여 사람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한다.6) 도널드 노먼은 인간중심 디자인(human-centered design : 
HCD)으로 해야 하며, 인간의 심리학과 기술의 이해와 더불어 하는 디자인은 좋은 디자인이라 
여긴다. 특히 기계로부터 인간과의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기계의 문제점이 드러날 때 
인간은 그 문제를 이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 다음 문제가 해결되므로 인간과 장치의 협동은 
좋은 디자인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중심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인간중심 개발의 
세 가지 요소는 ‘기술’, ‘마케팅’, ‘사용자의 경험’이다. 기술이 성숙해지면 소비자들은 편의성, 
고도의 사용자의 경험, 저작의 신뢰할 만한 기술을 찾게 마련이다. 성공적인 제품은 기술, 마케
팅, 사용자의 경험의 세 가지 버팀목과 견고한 비즈니스 케이스 위에서 가능하다. 따라서 제품
은 기술, 마케팅, 사용자 경험 세 개의 버팀목의 균형이 중요하다. 세 개의 요소 중 하나만 부족
해도 좋은 제품이 만들어지는데 부족함이 생기게 마련이다. 

첫째, 기술이다. 기술은 더 나은 질과 더 낮은 가격을 가진 새로운 기능들을 제공해서 사람
들이 그 제품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근원적인 힘이다.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의 제
품이 출시되면 얼리 어댑터(early adopter) 같은  최초로 생산된 제품과 신기술들을 남들보다 

6) 차예술·김종화·김진만·유승범·최유정·최광순(2017), 「인간중심 디자인 방법론을 적용한 스마트 모빌리티 서
비스 개발」,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한국통신학회, 6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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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도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은 기술의 대중화되고 가격이 떨어진 경
우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기술은 혁신적이지 않을 경우 큰 효용성을 보이지 않
는다. 예를 들면, 현재 스마트폰 시장의 기술의 대동소이하고, 특출난 기술의 변화도 없다. 카메
라의 성능이나 서비스 우수함, 가격 등 가성비의 차이는 있으나, 별다른 시장의 변화는 없다. 그
러나 2018년 처음 선보인 폴더블폰 시장은 새로운 기술의 사례를 보여 준다. 

2018년 세계 최초로 폴더블폰을 공개한 로욜(Royole)은 혁신적이기 하지만 아직 부족함이 
많다. 구매가치 없는 혁신의 세계 최초 접는폰(아웃폴딩 방식)인 로욜의 플렉스파는 큰 감동을 
주지 못했다. 세계 최초 접는 폰을 출시하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신생 
디스플레이 제조사로써 디스플레이 기술력은 좋지만, 스마트폰 조립 기술은 아직 많이 미숙한 
중국 기업이다. 가성비로 공략하는 샤오미는 양족 옆이 접히는 더블폴딩 방식으로 차별화를 하
고 있고, 화웨이와 애플도 폴더블폰을 준비하고 있다. 삼성은 안쪽으로 완벽하게 접히는 인폴딩 
방식으로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 감소세를 보이기 때문에 폴더블폰으로 돌파구가 마련할 계
획이다. 예전에 제록스 스타 사례처럼 충분하지 못한 기술은 제품 판매의 실패를 가져오는 하나
의 요소가 된다. 제록스의 스타는 기술의 혁신은 없이 가격을 비싸고, 기계는 느리고 사용하기 
힘들었다. 현재 스마트폰 가격이 100만 전후인데, 폴더블폰은 200만 원 전후로 가격 상승이 불
가피하다. 지나치게 비싼 가격은 소비자가 등을 돌리는 가장 큰 요인이다. 기술과 가격 중 소비
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하다.7)   

둘째, 마케팅이다. 마케팅은 소비자가 사고 싶은 제품을 창조해 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다. 마케팅을 잘한다는 것은 제품이 알맞은 가격으로 시장의 기대를 충족 시켜 주며, 사용자들
이 구매하는 시점에서 어필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용자와 
소비자는 다르다. 소비자는 실제로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이고 사용자는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
는 사람을 말한다. 주방용품의 경우 실제로 주부들이 구매하고 사용한다. 10대 청소년들의 게
임이나 아이템 등은 부모가 구매해 주지만 실제 사용은 청소년이 하듯이 사용자와 소비자가 다
르다.8)     

셋째는 사용자 경험이다. 사용자 경험은 주로 사용의 편리함, 편의성과 고급화를 위한 외
관, 그래픽 디자인과 산업디자인, 브랜드의 명성을 통해 셀링 포인트에 영향을 준다. 사용자 경
험은 제품 개발, 유지 보수에 필요한 사용자 관련 지식을 다룬다. 어떤 것은 매우 기술적인 부분
도 있다. 예를 들어, 개발자들이 디자인을 결정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용자를 위한 개념 모델

7) 도널드 노먼(2019), 『도널드 노먼 인간중심 디자인』, 유엑스리뷰, 85~87쪽.
8) 도널드 노먼(2019), 위의 책, 87~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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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ual Model) 같은 것이다. 사용자 경험은 UX를 말한다. 사용자 경험에는 여섯 가지 분
야가 있는데, ① 현장연구(field studies), ② 행동 디자이너(behavioral designers), ③ 모델 
제작자와 신속한 프로토타이퍼(model builders and rapid proto typers), ④ 사용자 테스터
(user testers), ⑤ 그래픽 디자이너와 산업 디자이너(graphic designer & industrial 
designer), ⑥ 테크니컬 라이터(technical writer)이다.9) 

인간중심의 디자인의 주요 요소가 있는데,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인간중심 디자인은 
“①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파악, ② 다양한 데이터를 실행 가능한 아이디어로 변환, ③ 
새로운 혁신과 사업의 기회를 볼 수 있도록 함, ④ 신속하고 효율적인 새로운 솔루션 개발에 도
움, ⑤디자인을 통한 사용자의 혁신을 끌어냄, ⑥ 디자인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아름답게 함” 등
이다.

2. 인간중심 디자인의 사상과 실천가들

(1) 인간중심 디자인의 사상적 배경

인간중심 디자인에는 디자인의 사(史)적인 계보가 있다. 대체로 인본주의, 공리주의, 기능
주의 철학과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인본주의(휴머니즘)는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는 사
상으로 인간중심적인 교의에 적용”되는 사상이다. 대표적인 인본주의자로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한 헬라의 궤변론자인 프로타고라스(Protagoras, B.C.485~415년), “경건의 대상
은 신이 아닌 인간이어야 한다”고 주장한 꽁트(Auguste Comte, 1798~1857년), “세계는 우리
가 만드는 것이다”라고 한 영국의 철학자이며 프래그머티즘(Pragmatism, 실용주의)의 선구자
인 실러(F.C.S. Schiller, 1864~1937년), 무신론적 실존주의를 표방한 니체와 사르트르 등이 
있다.10) 

공리주의는 헬레니즘 시대의 에피쿠로스 쾌락주의 학파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람은 누구
나 고통보다는 쾌락을 좋아하고 불행보다는 행복을 원한다는 점에서 출발하였고, 산업혁명 이
후 시장 실패로 인한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의 조화를 추구하기 위
해 나타난 윤리적 사상이다. 공리주의는 18세기 흄(D.Hume)에 의해 제안되었고, 18~19세기 
영국에서 법률가이자 이론가인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에 의해 주창되고, 존 스튜어트 

9) 도널드 노먼(2019), 위의 책, 92~95쪽.
10) 김수희(2017), 「공리주의 관점에서 변천된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스마트폰 UI」,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17~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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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John Stuart Mill)에 의해 기본적인 틀이 형성되어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전했다. 공리
주의는 옳음과 좋음, 좋음과 쾌락을 동일시하여 사실 판단을 그릇되게 판단할 수 있으며, 시장
에서 잘 팔리는 디자인이 ‘좋은 디자인‘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는 한계가 있다.11) 

기능주의(Functionalism)는 기능은 디자인이나 건축의 핵심 또는 지배적인 요소로 용도 
및 목적에 맞게 디자인을 하면 조형의 미(美)는 스스로 갖추어질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다. 기능 
개념의 모태를 이루는 것이 실용성 또는 합목적성의 개념으로 19세기 초반의 고전주의 건축가 
쉰켈(Karl Friedrich Schinkel)의 사상에 의해 시작되었고, 19세기 후반 바그너(Otto 
Wagner), 메셀(Alfred Messel), 미국의 설리반(Louis Henri Sullivan) 등 진보적인 건축가들
에 의해서 처음으로 적극적인 조형의 요소로써 다루어졌다.

<그림 2> 인간중심 디자인 사상의 대표적인 사례

데 스틸(De stijl) 바우하우스

독일공작연맹(DWB) 미니멀리즘, 도널드 저드 작품

이러한 사상이나 철학 이외에 직접적으로 디자인에 영향을 준 운동과 단체는 많다. 예를 들
면, 모더니즘, 독일공작연맹(DWB), 데 스틸(De stijl)12), 바우하우스(Bauhaus)13), 구성주의와 

11) 김수희(2017), 위의 논문, 13~15쪽. 
12) 러시아에서의 조형적 사상에 영향을 받은 서유럽 국가 중 1917년 네덜란드에서 등장한 데 스틸은 조형 

영역에 구조주의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절제된 색상을 통한 요소를 강조하면서 기계적 생산과 대량 생산
이 가능한 디자인을 추구하기 위해 구조와 형태에 대한 근본적인 탐구를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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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주의, 사실주의, 미니멀리즘(minimalism), 스위스양식, 포스트 모더니즘 등이 있다.  위의 
<그림 2>는 독일공작연맹(DWB), 데 스틸(De stijl), 바우하우스(Bauhaus), 미니멀리즘
(minimalism)의 대표 작품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 <표 1>은 인간중심 디자인의 스마트화에 영
향을 준 사상들을 보여 주고 있다. 

 
<표 1> 인간중심 디자인의 스마트화에 영향을 준 사상

운동 및 단체 발생지 특징 주요 학자

미니멀리즘 미국

- 최소한의 예술 형식을 통해 단순성, 반복성, 물성 등을 특성으로 
절제된 형태 미학과 본질을 추구
- 군더더기의 장식 및 요소를 배재함으로써 원천적인 정보나 사물
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성이 높아질 수 있게 됨.

존 그래함(John D. Graham), 도널
드 저드(Donald Judd), 리차드 볼
하임(Richard Wolheim)

스위스양식 스위스

- 시각적 특징을 위해 디자인 요소들을 수학적 그리드와 시각적 
통일
- 폰트의 정교성과 심미성이 좋아지면서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사용됨

르코르뷔지에(Le Corbusier), 한스 
힐피커(Hans Hilfiker), 한스 코레
이(Hans Coray). 막스 미딩거
(Max Miedinger), 에두아르드 호
프(Edouard Hofmann)

포스트 모더니즘 미국, 
프랑스

- 인간의 감성에 주목
- 컴퓨터를 활용한 디자인과 자유로운 그리드 개념 및 파스텔 톤 
색채 적용

푸꼬(M. Foucault), 리오따르 (J. 
Lyotard), 쿤(T. Kuhn), 파이어아
벤트(P. Feyerabend), 가다머(H. 
Gadamer), 맥킨타이어(A. MacIntyre), 
로티(R. Rorty) 등

출처: 김수희(2017), 「공리주 의 관점 에서 변천 된 액 티브 시니 어를 위한 스 마트 폰 UI」,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34∼40쪽, 
재구성.

(2) 인간중심 디자인의 실천가들

18세기 이후 산업화를 이루면서 디자인 분야는 다양한 표현양식과 분야로 나뉘면서 발전되
었고, 현대 디자인에서도 인간중심을 목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으로 디자인을 민주화하자는 이
념과 함께 산업화하려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케아를 창설한 잉바르 캄프라드
가(Ingvar Kamprad), 필립 스탁(Philippe Starck)과 스티브 잡스(Steve Jobs)는 가장 성공적
으로 인간중심 디자인을 실천한 실천가다. 인간중심 디자인 철학을 기업의 모토 또는 디자인 콘
셉트로 적용한 사례들이 무수히 많다.

잉바르 페오도르 캄프라드(스웨덴어: Feodor Ingvar Kamprad)은 1943년 이케아(IKEA)
를 설립한 스웨덴의 기업가다. 이케아(IKEA)라는 이름은 ‘Ingvar Kamprad Elmtaryd 

13) 바우하우스에 영향을 주었던 주요 미술운동은 신조형주의 이외에도 구성주의, 미래주의, 큐비즘, 표현주
의, 청기사, 다다이즘, 미술공예운동 등이 있으며 바우하우스의 미학은 모든 '굿 디자인'의 요소들이 아
방가르드의 미학과 기계주의를 표방하는 기하성과 단순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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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unnaryd’으로 잉바르 캄프라드와 그가 자란 할머니의 농장 이름 ‘엘름타리드(Elmtaryd)’
와 그의 고향이었던 ‘아군나리드(Agunnaryd)’의 약자로 만든 상호이다. 이케아의 인간중심 
디자인 전략은 잉바르 캄프라드(Ingvar Kamprad)가 추구하는 실용주의적 디자인 철학을 토
대로 하고 있다. 스칸디나비아의 단순한 디자인, 실용성, 그리고 경험에 근거한 디테일과 도발
적이고 강력한 컬러와 생동감 넘치는 북유럽 특유의 명료함과 강력함 등이 더 해져 실용성과 가
성비 측면에서 특화되었다. 이케아는 사용자 경험을 통해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고 적극적으
로 소통해 가구에 대한 통념을 바꿔 가구를 자기표현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새로운 라이프 스
타일 문화를 제공한다. 이케아의 가구는 실용성을 최적화하는데, 예를 들면,  1995년 리차드 클
락(Richard Clack)은 다지스(DAGIS) 어린이용 의자를 제작한 적이 있다. 그는 의자를 디자인
하기 위해 오랜 기간 어린이의 습관을 세밀히 관찰했다. 그가 만든 의자는 날카로운 모서리 없
이 부드러운 곡선을 띄고 있어 어린이들이 놀거나 넘어져서 부딪쳤을 때 위험을 방지하고, 인체 
공학적인 디자인으로 손쉽게 옮길 수 있게 안정성과 기능성을 높였다. 이처럼 이케아는 사용자 
경험디자인을 위해 소비자와 공동 협력에 기반을 둔다. 디자이너는 형태, 기능, 품질, 환경친화
성 및 낮은 가격 등 소비자 요구를 만족시키는 접점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14) 잉바르 캄프
라드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것이라면 최고의 디자인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1,000달러
짜리 책상이 아니라 50달러의 품질 좋은 책상을 만드는 것이 최고 디자이너다.”라는 말을 함으
로써 최대 다수의 사람들을 위한 디자인이 최고의 디자이너가 해야 할 목적이라고 생각했다.15)

필립 스탁(Philippe Starck, 1949~현재)은 프랑스 출신의 세계 최고의 디자이너로 어떤 특
정적인 분야의 디자이너라고 지칭하기 힘들다. 그만큼 그의 디자인은 전 세계에 널려 있고 누구
나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보편적이고 광범위하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은 칫솔, 파리채, 주시 살
리프, 마우스, 유모차, 소파, 샹들리에 등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파리의 나이트클럽의 인테리어
를 하면서 프랑스에서 유명세를 탔고, 미테랑 대통령의 엘리제궁의 개인 사저를 인테리어를 하
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16)   

“디자인 대상의 품질은 올리고 가격은 내려야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제품을 즐길 수 있다”
라고 말하여 화려하고 난해하다.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디자인이 좋은 디자인”이라고 말하
는데, 아무런 기능도 갖추지 않은 디자인에 배타적인 그의 디자인 철학이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
다. 필립 스탁은 상당히 파격적이고 개성이 강하며 경제적으로 부유한 ‘보보스(보헤미아, 부르

14) 김형석·김성훈(2014), 「이케아 제품과 공간에 적용된 사용자 경험디자인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
회지 20(4), 한국디자인문화학회, 171~172쪽.

15) 김수희(2017), 위의 논문, 46쪽. 
16) 임윤정(2006), 「필립 스탁 2006, 다양성, 기능성 돋보이는 디자인 세계」, 마루(54), 현대건축사, 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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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 자유분방한 상류층 젊은 세대)’들 사이에 특히 선호하는 ‘스탁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돌풍
을 일으키기도 하였다.17) 그는 “파괴적, 윤리적, 생태적, 정치적, 유머… 이것이 내가 디자이너
의 의무를 보는 방법입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18)  

마지막으로 스티브 잡스(Steve Jobs)다. 스티브 잡스는 혁신의 아이콘이다. 소비자들이 맥
북과 아이폰에 대한 제품 충성도가 높은 이유는 애플의 제품들은 다른 제품을 사용할 때 얻을 
수 없는 차별적인 경험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애플 제품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용 경험의 공통적 키워드는 ‘세련된’, ‘첨단의’, ‘개성 있는’, ‘남들과 다른’이었다고 
한다. 즉, 효율, 속도, 가성비, 작업 결과와 같은 실질적 이득보다 느낌과 감성 측면의 충족감이 
더 크다. 스티브 잡스가 만드는 애플의 제품은 이렇게 혁신의 아이콘이 되었다. 

우리는 ‘혁신’이라고 하면 최신 아이디어를 나누는 미래지향적 동료들, 열정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하는 조직, 디자인과 기능이 하나로 만난 첨단 제품, 새로운 제품을 소개하는 프로
그램에서 박수를 보내는 청중들의 이미지를 떠올린다. 가벼운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나온 스
티브 잡스가 새로운 모델의 아이폰을 프레젠테이션하는 장면은 가장 인상적인 혁신적인 모습
이다. 그는 자신이 좋아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인도로 명상여행을 떠났고 추구
하는 제품의 이미지를 떠올리기 위해 서예 수업을 받았다고 한다. 스티브 잡스는 가까운 사람들
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는 여가마저도 일에 필요한 영감을 떠올리기 위한 일종의 수단으로 여
기는 것 같았다. 일을 위해 명상을 하고 명상을 하는 것처럼 일했다.” 또한, 스티브 잡스는 아이
폰의 모서리를 좀 더 둥글게 그릴 때도 홈 단추의 크기와 위치를 정할 때도 마치 명상하듯 깊이 
성찰하고 서예 글씨를 쓰는 것처럼 정성을 다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시간을 들여 깊이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 실행하는 행위를 포함
한다.19)

17) 윤미희·여화선(2003), 「프랑스 현대 디자인의 오브제적 표현 경향에 대한 연구: 필립 스탁, 엘리자베스 캬
루스트, 마티아 보네티의 작업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학회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한국디자인학회, 33쪽.

18) “Subversive, ethical, ecological, political, humorous… this is how I see my duty as a 
designer.” 

19) 남보람(2018), 「보사노바와 스티브 잡스」, 국방과 기술(468), 한국방위산업진흥회, 156~1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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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간중심 디자인 사례: 애플

세계 최초의 정식 스마트폰은 IBM 사이먼(Simon)이다. 1993년 대중에게 공개되고 미국의 
전기통신 회사인 벨사우스(Bell South)에서 개발한 것이다. 이후 1996년 노키아(Nokia)가 ‘노
키아 900’을 발표하면서 2000년대 중반까지 스마트폰 시장을 압도적으로 선호한다. 하지만, 
삼성과 LG, 그리고 애플의 추월로 2000년대 중반부터 추월되어 현재 2010년대 중반까지는 삼
성과 애플 양각 시장으로 구축되었다. 하지만 2010년대 초반부터 중국의 추월이 시작되었다. 
가성비 최고의 샤오미, 애플을 벤치마킷 한 비보, 삼성을 벤치마킷 한 오포, 그리고 화웨이 등 
어느덧 중국 기업의 강세가 도드라지고 있다. 아래 <표 2>는 2018년 세계 스마트폰 순위이다. 
우리나라는 삼성과 LG가 있으나 LG는 순위가 매우 많이 떨어졌고, 중국은 화웨이, 샤오미, 오
보, 비포, 레노버, 테크노까지 다섯 개 업체나 되며, 특히 2위 자리를 애플이 화웨이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미중무역전쟁’을 하고 그 첫 타깃으로 화웨이를 삼은 것
은 국가 안보 문제 이외에 다각적인 요인이 있다.  

<표 2> 2018년 세계 스마트폰 순위(1~10위) 

순위 기업명 국가 특징 점유율

1 삼성 한국 7,150만 대를 판매하고 있음. 애플보다는 가격이 싸고 가성비가 최고로 
좋음. 20.4%

2 화웨이 중국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107%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북미를 제외하고 
큰 인기 끌고 있음. 15.5%

3 애플 미국 화웨이에게 2위 자리를 내주고 점차 위축되고 있음. 11.8%

4 샤오미 중국 유럽과 인도, 아시아에서 인기가 좋음, 가성비가 가장 좋으나 특허 등의 
문제가 있음 9.1%

5 오포(OPPO) 중국 삼성을 베낌, 녹음만 좋음 5.6%

6 비보(ViVo) 중국 애플을 베낌, 기본 폰트만 사용 가능 7.9%

7 LG 한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계속 적자를 보면서 후퇴하고 있음. 3.3%

8 레노버 중국 모토로라를 인수해 스마트폰 시장에 진입했으나, 서비스가 좋지 않고 제
품 자체가 안 좋음. 3%

9 HMD 핀란드 노키아 후신 기업, 모든 제품에 노키아라는 이름이 들어감. 1.6%

10 테크노 홍콩 제3세계에 싼 가격으로 시장을 확장하고 있음. 1.3%

출처: Canalys & Strategy analytics, 2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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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대표적인 IT기업으로 1976년 애플 컴퓨터를 설립하였고, 2001년 아이팟을 출시하
면서 혁신의 아이콘이 된다. 프랑스 경제학자 자크 아탈리(Jacques Attali)가 1997년 예견한 
21세기 신 유목민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가 현실이 된 것이다. 2003년 컴퓨터에서 
휴대용 IT 기기로 주력 사업을 옮겨 2007년 1월 9일 맥월드 엑스포(Mac World Expo)에서 아
이폰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스티브 잡스는  아이폰 발표장에서  “오늘 우리는 3가지 혁신적인 
제품을 소개합니다. 와이드 터치 스크린 아이팟, 혁명적인 모바일 폰, 그리고 끊기지 않는 인터
넷 커뮤니케이션 디바이스. 아이팟·전화·인터넷 이 세 가지는 더이상 따로가 아닙니다. 하나입
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이폰(iPhone)’이라 부릅니다.”라고 공식 선언한다. Mac & i 편집장 스
테판 에르만(Stephan Erdman)은 “아이폰은 최초의 스마트폰이었으며, 웹 서핑을 하고 음악
을 들을 수 있는 대형 디스플레이가 장착 된 최초의 휴대전화였다”고 정의했다.20) 아이폰이 나
오자 소비자는 열광했고 시장은 냉담했다. 세상을 바꾸려고 한 스티브 잡스의 행동은 곧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결국 스티브 잡스와 소비자의 선택은 옳았다. 스티브 잡스의 애플은 2001
년 아이팟, 2007년 아이폰, 2010년 아이패드를 꾸준히 발표하면서 결과적으로 스티브 잡스는 
새로운 혁신을 불러 왔다. 우선 PC 시장을 붕괴시켰다. 또한, 구글은 물론 AT&T같은 통신사의 
변화를 불러 왔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산업의 변화를 가져 왔다. 모든 것은 스마트폰으로 통하
는 세상을 만들었다. 

2007년 1세대 아이폰을 시작으로 매해 새로운 모델을 공개하고, 같은 해  아이폰 3G를 발매
하였다. 2009년 CPU 성능이 향상된 아이폰 3GS를 발표했다. 2010년 태블릿 컴퓨터인 아이패
드를 공개하며 iOS 4를 기반으로 멀티태스킹 기능을 담은 아이폰 4를 발표했고, 2011년 아이폰 
4S를 발표했고 2012년 9월 아이폰 5, 2013년 아이폰 5s와 아이폰 5C를 공개했다. 2014년 아이
폰 6와 아이폰 6 플러스를 발매했고, 2015년, 아이폰 6S와 아이폰 6S 플러스 출시와 함께 iOS9
을 발표했다. 2016년 아이폰 7와 아이폰 7 플러스, 2017년 아이폰 8와 아이폰 8 플러스, 2018
년 아이폰 X, 그리고 아이폰 Xs가 출시했다. 2019년 아이폰 Xs Max와 아이폰 Xr까지 출시되
었다. 최근에 출시한 아이폰 Xr은 전면 화면 디자인, iPhone 사상 가장 긴 배터리 사용 시간,  
놀랍도록 빠른 성능, 생활 방수 기능, 스튜디오급 사진 및 4K 동영상 촬영 기능, 더욱 안전해진 
Face ID까지 성능 면에서 크게 향상되었다.21)  

스마트폰 전략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역시 애플의 아이폰이다. 아이폰은 부드럽고 유연
성이 있는 기계식 버튼이 아닌 터치스크린 패널(panel),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와 운영체제

20) “세상을 바꾼 아이폰, 어떻게 '혁신의 아이콘'이 됐나”, 노컷뉴스, 2017.6.29.
21) 아이폰 공식 홈페이지: iPhone www.apple.com/kr/iphone, 2019년 8월 25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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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기존 휴대폰의 전형성을 파괴하였으며, 다양한 앱을 제작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최적화된 환경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앱을 보유한 앱 스토어(App 
Store)를 제공함으로써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수준을 증대시켰다. 아이폰은 디자인 전형
성을 파괴하고 혁신적인 기능을 제공하고,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을 구현해 종국에는 여기서 말
하는 인간중심의 디자인을 실현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는 애플을  스마트폰의 수준을 한 단
계 업그레이드함으로써 스마트폰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위상을 이어가고 있다.

아이폰을 포함해 스마트폰 디자인의 변화 중 가장 큰 이슈는 ‘화면의 크기’ 변화다. 스마트폰
의 스크린 크기에 대한 욕구 중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스마트폰의 기능이 확대되면서 사진
이나 영상을 실감 나게 시청하기 위해서는 큰 화면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면이 너무 커
지게 되면 휴대성과 사용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화면을 대형화하기 위한 디
자인은 사용성과 휴대성을 감안해야 한다. 현재 스마트폰 업계에서 개발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디
자인을 분석해 보면, 삼성은 투명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스마트폰 디자인 관련 특허를 취득했으
며, 이번 특허 기술은 디스플레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화면 주변으로 접을 수 있는 커버(cover)도 
포함되었다고 한다. 애플은 삼성과 디자인은 다르지만, 비슷한 종류의 투명 디스플레이 관련 특
허 출원을 하고 있다. 삼성은 단말기 표면을 거의 덮는 투명 화면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애
플은 투명 디자인 기능을 하는 창에 해당하는 것이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 두 기업의 투명 디
스플레이 특허는 증강현실 관련 기능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처럼 IT기업은 기존의 바(bar) 형태의 디자인에서 탈피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는 디스플레이의 형태에 대한 개발로도 이어진다. 디스플레이의 변화는 디자인의 혁
신을 추구할 수 있으며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로 외형적인 변화를 이루기 전까지는 성장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의 유형은 크게 플렉시블(flexible), 롤러블(rollable), 폴
더블(foldable) 디자인 등 3개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플렉시블 형태의 디스플레이는 평면 디스플레이와 달리 종이처럼 얇고 접고 구부릴 
수 있는 등 모양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디스플레이를 지칭하며, 형태의 변형을 통해 공간
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얇고 깨지지 않으며 가벼운 장점 등이 있다. 플렉시블 디자인은 평판 
디스플레이(FPD, flat panel display) 단계를 넘어서는 차세대 기술로서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flexible display) 기술을 적용한 유형이며 종이와 같이 얇은 유연한 기판을 통해 손상 없이 구
부리거나 휘고, 말 수도 있는 스마트폰 스크린(screen)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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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스마트폰의 유형별 특징

유형 특징 장단점

플렉시블
(Flexible)

평면 디스플레이와 달리 종이처럼 얇고 
구부리며 접거나 휨 등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지칭하며, 다
양한 스마트폰 디자인 구현이 가능하다.

접었다가 펼치면 두 배 크기 화면 형태의 
변형을 통해 공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
으며, 얇고 가벼우며 깨지지 않는 장점 
등이 있다.

롤러블
(Rollable)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의 발전된 형태이며 
단단한 유리 기판 대신 유연한 플라
스틱 기판을 사용한다.

사용자는 평상시에는 두루마리처럼 둘둘 
말아서 보관할 수 있으며, 사용시 숨겨져 
있는 화면을 좌우로 잡아당기면 화면 면
적을 3배로 늘릴 수 있다.

폴더블
(Foldable)

평소에는 반으로 지갑처럼 접은 채 가지
고 다니다가, 완전히 펼치면 큰 화면의
스마트폰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여러 앱을 각 화면에 켜놓고 사용하여 멀
티태스킹(multitasking)에 유리하며, 디
스플레이를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롤러블 다자인은 딱딱한 평판 디스플레이 대신 잘 구부러지는 플라스틱판을 사용한 표시장
치로써, 두루마리처럼 둘둘 말아 필요시 축소하거나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폴더블 디자인은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에서 출발하며 디스플레이가 접히는 형태이다. 평소에는 간편하게 접어서 
가지고 다닐 수가 있으며, 사용 시에는 완전히 펼쳐 넓은 화면의 스마트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최근 삼성, 애플, 샤오미, 화웨이가 차세대 스마트폰으로 폴더블폰에 관심이 집
중되고 있다. 삼성폰은 인폴딩 방식의 폴더블폰을 출시 예정이고, 다른 경쟁사는 아직은 아웃폴
딩 방식을 개발 중이다. 

마지막으로 아이폰의 기능과 디자인의 연동이다. 아이폰은 ‘직접 조작(Direct 
Manipulation)’과 ‘피드백(Feedback)’이 가장 대표적인 조작과 기능, 그리고 디자인의 구현 
양상을 알 수 있다. 직접 조작은 사용자가 조작을 위해 별도의 컨트롤을 이용하지 않고, 터치를 
통해 직접 조작하는 느낌을 받아야 하며 사용자들은 멀티터치를 인터페이스를 통해 추상적인 
것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을 직접 다루고 있다고 느낀다. 피드백은 사용자의 동작을 인지하고 
결과를 보여주며 이후 진행에 따른 업데이트를 표시한다. 액션에 대한 결과를 보여 주는 것과 
더불어 사용자는 컨트롤을 조작했을 때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거나 시간이 걸리는 작업에 대해 
그 진행 상황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아이폰 운영체제는 장치가 일시적으로 바쁜 것에 대해 
진행 중 표시기(activity indicator)를 자동으로 보여준다. 아래 <그림 3>은 직접 조작과 피드
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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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직접 조작과 피드백

직접 조작 피드백
종류 직접 조작과 피드백

아이폰 3GS 탭(tap), 드래그(drag), 플릭(flick), 스와이프(swipe), 더블탭(doubletap), 핀치오픈클로즈
(pinchopen/close)

아이폰 4S 탭(tap), 드래그(drag), 플릭(flick), 스와이프(swipe), 더블탭(doubletap), 핀치오픈클로즈
(pinchopen/close), 터치앤홀드(touch& hold)

아이폰 5S 탭(tap), 드래그(drag), 플릭(flick), 스와이프(swipe), 더블탭(doubletap), 핀치오픈클로즈
(pinchopen/close), 터치앤홀드(touch& hold)

아이폰 6S 탭(tap), 드래그(drag), 플릭(flick), 스와이프(swipe), 더블탭(doubletap), 핀치오픈클로즈
(pinchopen/close), 터치앤홀드(touch& hold), 탭틱피드백(tapticfeedback)

Ⅲ. 결론

아이폰은 혁신의 늪에 빠지고 말았다. 더이상 혁신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분명 스
티브 잡스의 죽음과 큰 영향이 있다. 그의 죽음 이후 별다른 혁신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아이
폰 6~8까지는 같은 디자인에 같은 기능이다. 모양만 조금 바꾼 정도이고 소비자를 속이기 위한 
잘못된 디자인의 사례라고 하면 과하지만, 소비자는 이미 외면하고 있다. 디자인도 약간의 크기 
변화와 아이콘의 변화만 있을 뿐 별다른 혁신을 보여 주고 있지 않다. 2019년의 변화의 전환점
에 있다. 5G 시대가 열렸고, 폴더블폰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값이 비싸지만, 실제로 폴더블
폰이 인기를 끌지 또 애플이 얼마나 혁신적인 디자인과 기능을 선보일지 눈여겨 볼일이 있지만, 
이미 예고에선 5G와 폴더블폰에서 삼성에 밀리고 있고, 심지어 중국 경쟁업체에도 밀리는 형국
이다. 애플의 아이폰이 2007년 스티브 잡스가 말했던 혁신의 아이콘으로 다시 돌아올지 두고 
볼 일이다.

스티브 잡스는 인간중심의 디자인, 사용자중심의 디자인에 주목했다. 그는 자신이 아이폰
을 활용해 보고 불편한 부분을 기능이든 디자인이든 바로 바로 수정했다. 그리고 그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사실 애플의 성공비결은 다른 곳에 있다.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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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공은 시스템적 사고(system thinking)에 있다. 디즈니랜드, 애플, 넷플릭스, 페덱스와 
UPS, 아마존 등은 고객의 주문에서 시작해 백스테이지를 통과하는 과정까지를 전체적으로 디자
인한다. 단계마다 얼마나 진척되었는지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배송에 걸리는 시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경험이 고객의 관점에서 다뤄지도록 시스템을 디자인한 것이다. 애
플은 단순히 제품의 미적인 디자인만을 고려한 디자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디자
인하는 것이다. 미시적인 미적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거시적인 지적 디자인은 더욱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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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Part 2

  9월 5일, 13:20 ~ 15:30  | 안동대학교 국제교류관 2층 중회의실

  13:20 ~ 15:30, September 5  | 2F, Andong University Global Student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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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r

태지호 (안동대학교, 교수)

Ji Ho Tae (Andong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토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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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재 (충북대학교, 조교수)

Min Jae Kim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이재민 (안동대학교, 학술연구교수)

Jae Min Lee (Andong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Professor)

정제호 (안동대학교, 학술연구대우교수)

Jeho Jeong (Andong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Professor)

고민정 (고양문화재단, 이사)

Min Jung Ko (The Goyang Cultural Foundation,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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