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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약 

오늘날 UX디자인의 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

나 기존의 디자인과 구분되는 UX디자인만의 차별  

특성을 명확하게 제시하기 어렵다는 에서 UX디자

인의 정체성에 한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설문을 통해 포지셔닝 맵을 도출하고, 이를 

토 로 이러한 혼란의 원인을 악하여 UX디자인의 

차별  특성에 해 논의하고자 하 다. 

설문은 디자이 나 디자인 공자들이 각 디자인 

활동을 할 때 심미성과 기능성을 얼마나 요하게 추

구해야 하는지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설문 결과, 

UX디자인은 다른 디자인에 비하여 심미성은 낮게, 

기능성은 매우 높게 추구해야 하는 곳에 포지셔닝 되

었다. 한 심리 , 감성  가치보다는 실용 , 효율

 가치를 더욱 시하는 디자인들과 가깝게 인식되

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UX디자인 분야에

서 강조되어온 정서  만족과 같은 가치가 거의 부각

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문헌에 나타난 UX디자인의 특성과 디

자이 나 디자인 공자들이 실제 인식하고 있는 UX

디자인의 특성 간에 차이가 있음을 밝 내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UX디자인이 정체성을 가지고 나가

가기 하여 강조되어야 할 차별  특성을 명확히 한 

것에 의의가 있다. 

주제어

UX디자인, 디자인 분류, 포지셔닝 맵

Abstract 

Although the significance of UX design has been  

amplified, it is difficult to explain its distinctive 

characteristics comparing with other designs. Therefore, a 

survey was conducted to develop its positioning map and 

to discuss its distinctive characteristics.

Participants of the survey, designers and students 

studying design, were asked the degree of aesthetic 

quality and functional quality that should be considered 

while designing. The results of the survey show that 

aesthetic quality is not important in UX design whereas 

functional quality is important.  In addition, participants 

answered that UX design is far from some designs in 

which emotion and/or entertainment are known as  

important quality. 

From the results of the survey, it is possible to 

conclude that theoretical UX design is not exactly 

understood by designers and future designers, and it 

might be necessary to let them know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UX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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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목

디자인 분야에서 사용자경험디자인(User eXperience 

Design, 이하 UX디자인)이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음

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는 여 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다. UX디자인이라는 용어가 도입되고 그 요성이 

차 확 되고 있으나, 정작 UX디자인이란 무엇인가

에 한 근본 인 논의는 부족했던 것이다. 그 결과 

아직까지도 UX디자인에 하여 추상 이고 모호한 

논의들이 반복되고 있으며, 많은 이들에게 혼란을 주

고 있다. 

이러한 혼란뿐만 아니라 독립 인 디자인 분야로

써 UX디자인의 차별  특성을 밝 내기 한 노력도 

거의 이루지지 않고 있다. UX디자인이 인터페이스디

자인이나 인터랙션디자인과는 어떻게 다른 디자인이

며, 나아가 기존의 다양한 디자인들과는 어떠한 계

를 갖고 있는지 여 히 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기업에서 UX디자인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디자이 들로 하여  자신의 역할이나 활동에 

해 확신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류한 , 

2012), 한 학교에서 UX디자인을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에 한 방향을 설정하거나 커리큘럼을 개발하

는 데에도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 분야 공자들과 종사

자들이 재 UX디자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

펴보고, 그 속에서 UX디자인의 정체성에 한 혼란

의 원인을 악하고자 하 다. 한 그 결과를 토

로 UX디자인이 가져야 하는 기존 디자인과의 차별  

특성을 논의함으로써 UX디자인의 향후 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 다.  

1.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먼 , 오늘날 디자인 분야에서 각 

디자인간의 명확한 구분이 어려워지고 혼란스러워진 

상황을 살펴보고, 특히 UX디자인이 등장함으로써 나

타난 혼란의 심화에 하여 이해하고자 하 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디자이 와 디자인 공

자들에게 설문을 실시하여 다양한 디자인 항목들 사

이에서 UX디자인의 포지션을 밝 내고, 이를 통해 

UX디자인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원인을 악

하고자 하 다. 한 그 원인들을 바탕으로 UX디자

인만의 차별  특성에 해 논의하 다. 

2. UX디자인의 등장과 혼란의 심화 

통 으로 디자인을 분류하는 방법은 디자인 

상의 차이를 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를 들어 ‘제

품디자인, 시각디자인, 패션디자인’ 등과 같이 오래

부터 사용되어온 용어들은 디자인 상의 차이가 매

우 명확하 다. 이 게 물리  상의 차이를 심으

로 디자인을 구분하는 분류방법은 IT기술의 발 으로 

‘웹, 애니메이션’ 등과 같은 새로운 디자인 상이 생

겨나게 되었을 때에도 이 용어들에 ‘디자인’을 미사

처럼 붙이는 방식으로 손쉽게 새로운 디자인을 명명

할 수 있게 하 다. 

디자인 상을 심으로 이루어지던 디자인 분류

는 90년  말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개되기 시작하

면서 일  혼란을 일으키게 되었다. ‘정보디자인, 인

터랙션디자인, 인터페이스디자인’과 같이 상의 일부

분이 강조되거나, 하나의 디자인을 완성하는데 필요

한 구체 인 활동을 지칭하는 용어를 사용하여 디자

인을 정의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

와 같은 새로운 분류 방식이 기존의 분류방식과 함께 

사용되면서, 마치 기존의 디자인과 동떨어진 새로운 

디자인을 표 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었

다. 를 들어 웹디자인의 경우, 디자이 는 정보디자

인, 인터랙션디자인, 인터페이스디자인을 모두 진행해

야 웹디자인을 완성할 수 있다(Horton & Lynch, 

1999/2011; Neil & Scott, 2009/2010). 이들은 모두 웹

사이트라는 상을 완성하기 한 디자인 활동이지, 

웹디자인과 구별되는 별도의 디자인 활동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새롭게 명명된 디자인들은 시

 요구에 따라 기존의 상을 더욱 풍부하게 디자인

하고자 나타난 개념들이 많았기 때문에 기존의 디자

인들과 온 히 배타 인 디자인으로써 분류되기 어려

울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그 디자인이 추구하는 가

치를 강조하는 용어를 사용하여 디자인을 명명하기도 

하면서 혼란은 더욱 가 되었다. 이때 그 디자인이 

추구하는 가치에는 디자인 방법론이나 철학이 반 되

었으며, ‘유니버설디자인, 지속가능디자인, 감성디자

인’과 같이, 물리 인 상의 차이를 심으로 이루어

지던 분류와 더욱 멀어진 추상 인 개념의 디자인들

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명명된 

디자인의 상 한 기존 디자인의 상들과 크게 다

르지 않았다는 에서 여 히 이 의 디자인들과 명

확하게 구분되기 어려웠다.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명명된 디자인 용어들의 

등장과 이로 인한 분류체계의 혼란이 정리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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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디자인 건축디자인 게임디자인

공간디자인 공공디자인 공업디자인

공 디자인 고디자인 그래픽디자인

도시디자인 도자디자인 디지털디자인

멀티미디어디자인 미디어디자인 뷰티디자인

UI디자인 산업디자인 색채디자인

서비스디자인 섬유디자인 시각디자인

실내디자인 애니메이션디자인 여가디자인

상디자인 웹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융합디자인 의상디자인 인터랙션디자인

일러스트디자인 정보디자인 제품디자인

조명디자인 조형디자인 쥬얼리디자인

지속가능디자인 출 디자인 캐릭터디자인

에 새롭게 등장한 UX디자인은 그 혼란을 더욱 심화

시키고 있다. UX디자인에 한 가장 기 인 정의

는 ‘사용자에게 새롭고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는 디자

인 활동’이라 하는 것에 이론의 여지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의 디자인 한 ‘사용자에게 새롭고 즐거

운 경험을 제공하는 활동(박주 , 류한 , 2012; 

Desmet & Hassenzahl, 2012; Jordan, 2000)’이라는 설

명에서 벗어나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는 에서 그

러한 설명은 하지 못하다. 즉, UX디자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에도  그 이후에도 모든 디자인

은 태생 으로 ‘사용자에게 새롭고 즐거운 경험을 제

공하는 활동’이었던 것이다. 

개념  정의의 측면뿐만 아니라, 연구내용의 측면

에서도 UX디자인은 기존의 디자인과 명확하게 구분

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진행된 UX디자인 련 연

구들의 내용은 부분 UX디자인이 나타나기 이 에 

등장한 유 인터페이스디자인(User Interface Design, 

이하 UI디자인)이나 사용자 심디자인(User-Centered 

Design)의 철학이나 방법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류

한 , 2012). 즉, 많은 연구들의(김성훈, 2008; 김 미, 

류한 , 2010; 김효일 외, 2010; 박수진, 백유정, 2007; 

이지 , 2010; 최민 , 2010; Buxton, 2007; Kuniavsky, 

2003) 논의의 심에 ‘사용자 연구’가 자리하고 있으

며 사용자에 한 조사와 이해를 바탕으로 디자인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철학이 담겨있지만 이를 UX디자

인만의 차별  특성이라 하기엔 부족한 실정인 것이

다.

UX디자인이 탄생되고 수년간의 시간이 지났으나 

여 히 ‘UX디자인이 무엇이며 기존의 디자인과 어떻

게 다른가?’라는 지극히 단순하면서도 원론  차원의 

의문과 ‘UX디자인은 무엇을 해야 하며 기존의 디자

인 활동과 무엇이 다른가?’하는 실제  차원의 의문

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UX디

자인이 독립 인 디자인으로써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

고 계속해서 발 해 나아가기를 어렵게 하고 있다.   

 

3. UX디자인의 포지셔닝

3.1. 디자인 항목 선정

UX디자인의 개념과 특성에 한 사람들의 인식은  

탄생 기와 마찬가지로 여 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특히 디자인 분야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나, 디자

인 업계에서 종사하고 있는 디자이 들 한 UX디자

인에 해 부족한 이해를 보이고 있다는 에서 상황

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UX디자인이 재 어떠한 디자인으로 인식되고 있

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UX디자인의 정체성에 

한 혼란의 원인을 악하고자 하 으며, 이를 해 

디자인 공자와 디자이 에게 설문을 실시하 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  필요한 것은 UX디자인과 

비교할 디자인 항목들을 선정하는 것이다. 이를 하

여 디자인을 지칭하는 용어  ‘~디자인’의 형태를 

가진 모든 용어를 수집하 다. 용어 수집은 국내외 

학  학원의 디자인 련 공분류, 국내외 디자

인 련 공모 과 학회의 디자인분류, 국내구직사이트

의 디자인 련 직업분류, 통계청의 산업분류체계에서 

이루어졌다. 수집한 용어는 총 1929개 으며1), 이  

복되는 용어를 제외한 최종 용어의 수는 총 484개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84개의 항목에 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여 빈도가 낮은 항목을 빈도가 높고 성

격이 유사한 항목에 포함시켰다.2) 이러한 과정을 통

해 항목의 수를 인 결과, UX디자인과 비교할 47개

의 디자인 항목이 최종 선정되었다.[그림 1]

      

최  수집 된 체 디자인 항목

1929 항목

최종 선정된 디자인 항목

47 항목

복된 항목 제거 후 남은 항목

484 항목

 

1) UX디자인은 1929개에 포함되지 않는다.

2) 484개의 디자인 항목을 모두 UX디자인과 비교하기에는 서

로 유사한 항목이 많아 일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빈도분석

을 실시하여 484개의 항목을 빈도수 로 나열한 뒤, 최하  항

목부터 순서 로 그보다 상  항목에 포함시켜 여나가고자 

하 다. 그 결과 최하  항목부터 48번째 항목이 상  47개 항

목에 무리 없이 모두 포함되었으며, 따라서 47개 항목을 최종 

선정하 다.    



- 227 -

커뮤니 이션디자인 콘텐츠디자인 타이포디자인

패션디자인 편집디자인 포장디자인

화 디자인 환경디자인

         [그림 1] 47개의 디자인 항목

3.2. 설문조사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2011년 11월 7일부터 12월 2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에서는 도출된 47개의 

디자인 항목에 UX디자인을 포함한 48개의 디자인 항

목을 문항으로 제시하 으며, 각 문항에서는 그 디자

인 과정에서 심미성과 기능성을 어느 정도 추구해야 

하는지를 7  척도로 물어보았다. 심미성은 디자인 

결과물이 가지는 미  수 을 의미하며, 기능성은 실

용  수 을 의미한다. 이 두 가지는 디자인이 추구

해야 할 보편 인 가치로써 여러 선행연구(나종갑, 

2000; 민경우, 2003)에서 언 되어 왔기 때문에 본 연

구에서도 포지셔닝 맵을 구성하기 한 기 으로 활

용하 다. 

설문분석방법은 먼  심미성과 기능성에 한 각

각의 결과를 바탕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UX디자

인을 제외한 47개의 디자인 항목을 유형화하 다.3)  

다음으로 이 유형들과 UX디자인을 상으로 다차원

척도분석을 진행하여 포지셔닝 맵을 도출한 뒤, 이를 

통해 UX디자인이 어느 유형과 근 하고, 어느 유형

과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심으로 살펴보았다.

설문조사는 총 123명이 참여하 으며, 일부 문항

에서 응답이 복되거나 락된 16명을 제외한 총 

107명의 응답을 분석 상으로 삼았다.  

3.3. 설문결과  분석

3.3.1. 심미성 기 의 유형화  

심미성을 기 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47개

의 디자인 항목은 모두 9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표 1] 이때 KMO값은 0.847, 유의확률은 0.00으로, 요

인분석에 합한 표본임을 확인하 다.4) 체 분산의 

3) 다차원척도법에서 한 분석결과를 보기 해서는 변수의 

수룰 제한할 필요가 있다(나일주, 진성희, 2008).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하여 47개의 디자인 항목을 유사한 항

목끼리 분류하는 유형화 작업을 거친 뒤, 도출된 유형들과 UX

디자인을 비교하고자 하 다. 

4) 수집된 표본이 요인분석에 합한지 검증하기 하여 KMO

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실시하 다. 일반 으로 KMO 값

이 1에 가까울수록 합한 표본으로 간주하며, 0.7 이상이면 

하다고 단한다. Bartlett 구형성 검정치의 유의확률은 0.00

에 가까울수록 합하다고 단한다(손일권, 정우석, 2010).

71.41%가 설명되었으며, 47개의 디자인 항목 에서 

최소의 요인부하량을 가진 항목의 값은 0.41로, 제외

된 항목 없이 모두 분류된 유형에 포함되었다.5)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5

화
멀티 

미디어
지속가능 공간 그래픽

패션 미디어 정보 실내 시각

캐릭터 디지털 편집 건축 고

쥬얼리 콘텐츠 융합 제품

뷰티 웹 조명 공공

애니 

메이션
출

커뮤니 

이션
도시

의상 유니버설 산업

도자 환경

섬유 서비스

공

조형

포장

일러스트

상

타이포

유형 6 유형 7 유형 8 유형 9

인터랙션 게임 색채 감성

공업 여가

U I   

        [표 1] 심미성 기 의 유형화 결과6)

     

  

   

         [그림 2] 심미성 기 의 평균값 

5) 일반 으로 요인부하량이 0.3이상이면 유의미한 것으로, 0.4 

이상이면 그보다 더 요하며, 0.5이상은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단한다(김흥규, 1997). 

6) 요인분석 결과는 성분행렬표를 그 로 제시하는 것이 일반

이나, 본 논문에서는 지면상 수치정보를 제외하고 유형화된 

항목들의 결과만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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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특성을 살펴보기 하여 각 유형에 속한 

디자인 항목들과 각 유형의 평균(그림 2)을 함께 비

교하 다. 먼  유형 1의 경우 심미 , 술  가치를 

보다 시하는 항목들로 묶 다. 쥬얼리디자인, 도자

디자인, 공  디자인 등 통 인 수공 로부터 발

된 디자인이나, 패션디자인, 뷰티디자인과 같이 스타

일링으로써의 디자인을 시하는 항목들이 여기에 포

함되었다. 이들의 평균 수는 5.97 으로, 심미성에 

있어 다른 유형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추구정도를 갖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형 2는 모두 컴퓨터기반 미

디어와 련이 큰 항목들로 묶이는 특징을 보 으며, 

체평균(5.52 )보다 조  낮은 평균 수(5.28 )를 

받았다. 유형 3의 경우, 반 으로 추상 인 개념이

나 활동을 지칭하는 디자인 항목들로 묶 는데, 모든 

유형 가운데 가장 낮은 평균 수(4.93 )를 받았다. 

즉, 이 유형은 다른 유형에 비하여 심미성을 요시

하지 않아도 되는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유형 4는 건축 련 디자인 항목들이 함께 묶 으며, 

체평균과 가장 가까운 평균 수(5.64 )를 받아 심

미성에 해 간의 추구정도를 가진다고 할 수 있

다. 유형 5는 시각 인 요소가 시되는 항목들이며, 

평균 수(6.03 )가 6  이상으로 심미성의 추구정도

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유형 6은 공학  색채가 

강한 항목들로, 유형 7은 오락  성격이 강한 항목들

로 묶 다. 이 유형들은 모두 상 으로 낮은 수

를 받아(5.04 , 4.99 ), 심미성의 추구정도가 다른 

유형에 비해 낮다고 할 수 있다. 유형 8과 9는 각각 

색채디자인과 감성디자인으로써 독립 으로 분류되었

으며, 두 유형은 심미성에서 가장 높은 평균 수(6.19

)와 그 다음으로 높은 평균 수(6.09 )를 받아 심

미성을 가장 높게 추구해야 하는 디자인들로 인식되

고 있었다. 

도출된 유형들과 UX디자인의 평균을 비교해보면, 

UX디자인은 5.07 의 평균 수를 받아 심미성의 측

면에서 다른 디자인에 비해 상 으로 낮은 추구정

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즉, 디자이 와 디자인 

공자들은 심미성이 UX디자인에서 크게 요한 가치

가 아니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이는 그동안 논의되어

온 UX디자인의 특성에서 볼 때 의외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동안 UX디자인에서 심미성의 요성은 계속해

서 강조되어 왔다. 즉, 시각 으로 드러나는 심미  

요소를 통해 감성  만족을 높이고, 이를 통해 디자

인 상의 총체 인 경험의 질을 높이는 것이 그동안 

UX디자인에서 추구해온 목표라 할 수 있다. 트랙친

스키(Tractinsky, 2012)는 오늘날의 인터랙티 한 제품

이나 시스템에서의 심미성이 단순히 외형 인 요소에 

의해 아름답다는 느낌만을 추구하는 경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서 오는 만족이 사용성이나 반

인 인상과 기억 등 다른 경험에도 향을 주는 복

합 인 작용을 한다고 하 다. 따라서 사용자 경험을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심미성을 요한 가치로 인식해

야 할 뿐만 아니라 심미성을 이 보다 더욱 포 인 

가치로써 바라보아야 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동

시에 사용자가 경험하는 심미성이 아직도 기능성에 

비해 그 가치가 간과되고 있다는 을 지 한 바 있

다. 

이 듯 심미성의 가치는 UX디자인에서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에 반해, 설문 결과에서 나타난 디

자이 와 디자인 공자들의 인식은 이와는 달리 그 

어떤 디자인보다도 심미성을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

과가 나타난 것은 UX디자인이 총체 인 경험을 요

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UX디자인이 UI디자인에서 

태동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로 단된다. UI디자인에서

는 사용성의 향상을 추구해왔다. 그런데 ISO의 정의

에서는 사용성의 의미에 사용자 만족(satisfaction)과 

같은 정성  측면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UI

디자인에서 추구하는 사용성의 의미는 기능  측면이 

강조되어 왔다. 그리고 오늘날 기업에서 UX디자인을 

담당하는 디자이 들이 기존의 UI디자인에서 담당하

던 업무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자신의 업무를 UX디자인으로 명명하게 되면서(류한

, 2012), 정성 인 가치인 심미성을 요하게 평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3.3.2. 심미성 기 의 포지셔닝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분류된 9개의 유형과 

UX디자인의 포지셔닝을 살펴보기 하여 다차원척도

분석을 실시하 다.[그림 3] 다차원척도분석 결과, 스

트 스값은 0.10, 설명력(RSQ)은 0.95로 2차원의 결과

가 합함을 확인하 다.7) 

7) 스트 스값은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변

수간의 추정된 거리가 합하다고 단한다. 일반 으로 0.05이

내일 경우 합도가 뛰어나고, 0.05이상 0.10미만은 좋음, 0.10

이상 0.15미만이면 보통, 0.15이상이면 나쁘다고 단한다

(Kruskal & Wish, 1978). 설명력(RSQ) 한 추정거리의 합도

를 단하는 값으로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일반 으로 0.6

이상이면 설명력이 높다고 본다(이학식, 임지훈,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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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심미성 기 의 포지셔닝 맵

포지셔닝 맵에 나타난 각 유형들의 포지션을 UX

디자인을 심으로 살펴본 결과, 크게 5개의 집단으

로 나 어 볼 수 있었다. 첫 번째 집단은 UX디자인

과 가깝게 치하여 UX디자인과 가장 비슷하게 인식

되고 있는 유형들로써, 유형 2(멀티미디어, 미디어, 디

지털, 콘텐츠, 웹, 출 ), 유형 3(지속가능, 정보, 편집, 

융합, 조명, 커뮤니 이션, 유니버설, 환경, 서비스), 

유형 6(인터랙션, 공업, 인터페이스)이 여기에 속한다. 

두 번째 집단은 UX디자인과는 다소 떨어져 치하고 

있는 집단으로, 유형 4(공간, 실내, 건축, 제품, 공공, 

도시, 산업)가 이에 해당한다. 세 번째 집단은 UX디

자인과 멀리 떨어져 치하여 UX디자인과 상당히 다

르게 인식되고 있는 집단으로, 유형 1(화 , 패션, 캐

릭터, 쥬얼리, 뷰티, 애니메이션, 의상, 도자, 섬유, 공

, 조형, 포장, 일러스트, 상, 타이포), 유형 5(그래

픽, 시각, 고), 유형 8(색채)이 여기에 속한다. 네 번

째 집단과 다섯 번째 집단 역시  다른 방향으로 

UX디자인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집단으로, 유형 7(게

임, 여가)과 유형 9(감성)가 이에 해당한다. 특히 유형 

9는 그 어떤 유형보다도 UX디자인과 가장 멀리 떨어

져 있어 서로 매우 다른 디자인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UX디자인의 포지션은 반 으로 낮은 평균 수의 

유형들과 가까이 포지셔닝 되었으며, 높은 평균 수

의 유형들과 멀리 포지셔닝 되었다. 이때 포지셔닝 

맵에서 주목할 만 한 은, UX디자인이 게임디자인, 

여가디자인, 감성디자인과 같이 심리 , 감성 인 만

족을 높게 추구해야 하는 디자인들과 거리가 멀었다

는 것이다. 유형 7은 낮은 평균 수를 받았으나, UX

디자인과 가깝게 포지셔닝 되지 않은 유일한 유형이

다. 동시에 가장 높은 평균 수를 받은 유형 9는 UX

디자인과 가장 멀었다. 즉, 이 두 유형을 여러 디자인 

가운데 특히 UX디자인과 다르다고 여기고 있다. 유

형 7인 게임디자인과 여가디자인은 모두 인간의 유희

를 한 디자인 목표를 갖는다는 공통 을 갖고 있

다. 유형 9인 감성디자인은 인간의 감성을 한 디자

인이라는 에서 유형 7과 비슷하게 심리 인 측면을 

요시하는 공통 을 가졌다. 즉, UX디자인은 심리

인 측면이 보다 요시되는 디자인들과 거리가 멀다

고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UX

디자인의 정체성은 여 히 명확하게 자리 잡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3.3. 기능성 기 의 유형화 

기능성을 기 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47개

의 디자인 항목은 모두 12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표 2] 이때 KMO값은 0.745, 유의확률은 0.00으로, 요

인분석에 합한 표본임을 확인하 다. 체 분산의 

70.15%가 설명되었으며, 47개의 디자인 항목 에서 

최소의 요인부하량을 가진 항목은 0.43으로, 제외된 

항목 없이 모두 분류된 유형에 포함되었다.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5

일러스트 건축 유니버설 조형
멀티 

미디어

색채 공간 융합 조명 디지털

상 실내 산업 공 미디어

시각 도시 서비스 도자

캐릭터 공업 화

애니 

메이션
공공 쥬얼리

그래픽

섬유

고

유형 6 유형 7 유형 8 유형 9 유형 10

패션 인터랙션 환경 지속가능 여가

의상 UI 포장 콘텐츠 감성

뷰티 정보
커뮤니 

이션

제품

유형 11 유형 12

타이포 

그래피
게임

편집 웹

출

        [표 2] 기능성 기 의 유형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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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기능성 기 의 평균값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기 하여 각 유형에 속한 

디자인 항목들과 각 유형의 평균(그림 4)을 함께 비

교하 다. 먼  유형 1의 경우 섬유디자인을 제외하

고 부분이 컴퓨터그래픽 기반의 시각디자인에 포함

되는 항목들로 묶 다. 이들은 가장 낮은 평균 수

(3.71 )를 받아, 다른 유형들과 비교하여 기능성을 

가장 시하지 않는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형 2는 건축 분야의 항목으로 묶 으며, 체 

유형  가장 높은 평균 수(6.21 )를 받아 상 으

로 기능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인식이 제일 높은 집단

이라 할 수 있다. 유형 3은 통합  성격의 항목들로 

분류되었으며, 평균 수는 5.66 으로 상당히 높은 추

구정도를 보 다. 유형 4는 공 와 같이 술  특성

이 강한 분야의 항목들이 함께 분류되었으며, 유형 1 

다음으로 낮은 평균 수(3.79 )을 받아 기능성을 크

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유형이라 인식되고 있다. 

유형 5는 미디어 련 항목이며, 평균 수가 5 으로 

체평균(5 )과 같아, 체 유형  간의 추구정도

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형 6은 패션이나 스타

일링에 련된 항목으로 분류되었으며, 평균 수는 

4.19 으로 상 으로 상당히 낮다고 할 수 있다. 유

형 7, 유형 8, 유형 9는 공통 인 특성으로 정의하기

는 어려우나, 기능 인 측면에서 서로 유사하게 인식

되고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체평

균 이상의 수를 받았는데, 그  특히 유형 7은 평

균 수가 5.81 으로 그 추구정도가 상당히 높았다. 

유형 10은 심리 인 측면을 시하는 항목들로 분류

되었으며, 4.45 의 평균 수를 받았다. 유형 11은 책

과 련된 항목으로 평균 수가 4.33 으로 상 으

로 낮은 편이었으며, 유형 12는 웹과 련된 항목들

로 체평균보다 조  더 높은 평균 수(5.18 )를 받

았다. 

도출된 유형들과 UX디자인의 평균을 비교해보면,  

UX디자인은 6.09 의 평균 수를 받아 기능성의 측

면에서 다른 디자인에 비해 상 으로 매우 높은 추

구정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즉, 디자이 와 디자

인 공자들은 UX디자인에 있어 기능성을 다른 디자

인 항목에 비해 매우 높게 추구해야 하는 가치로 인

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UX디자인에서도 

기능성을 요하게 추구해야 한다는 에서는 큰 문

제가 없는 것으로 단된다. 하지만 그 추구 정도가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은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UI

디자인에서 기능성을 강력히 추구해왔던 흐름이 그

로 UX디자인에 반 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단된다. 

3.3.4. 기능성 기 의 포지셔닝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분류된 12개의 유형과 

UX디자인의 포지셔닝을 살펴보기 하여 다차원척도

분석을 실시하 다.[그림 5] 다차원척도분석 결과, 스

트 스값은 0.12, 설명력(RSQ)은 0.94로, 2차원의 결과

가 합함을 나타내었다. 

      [그림 5] 기능성 기 의 포지셔닝 맵

포지셔닝 맵에 나타난 각 유형들의 포지션을 UX디

자인을 심으로 살펴본 결과, 크게 5개의 집단으로 

나 어 볼 수 있었다. 첫 번째 집단은 UX디자인과 

가깝게 치하여 UX디자인과 가장 비슷하게 인식되

고 있는 유형들로써, 유형 2(건축, 공간, 실내, 도시, 

공업, 공공), 유형 3(유니버설, 융합, 산업, 서비스), 유

형 7(인터랙션, 인터페이스, 정보, 제품)이 여기에 속

한다. 두 번째 집단은 UX디자인과는 다소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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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는 집단으로, 유형 8(환경, 포장)과 유형 12(게임, 

웹)가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두 유형은 서로 겹친 

포지션으로 인하여 매우 비슷한 디자인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집단 한 UX디자인과 

다소 떨어져 치하는 집단이며, 유형 5(멀티미디어, 

디지털, 미디어)와 유형 9(지속가능, 콘텐츠, 커뮤니

이션)가 여기에 속한다. 네 번째 집단은 UX디자인과 

가장 멀리 떨어져 UX디자인과 상당히 다르게 인식되

고 있는 집단으로, 유형 1(일러스트, 색채, 상, 시각, 

캐릭터, 애니메이션, 그래픽, 섬유, 고), 유형 4(조

형, 조명, 공 , 도자, 화 , 쥬얼리), 유형 6(패션, 의

상, 뷰티), 유형 11(타이포그래피, 편집, 출 )이 여기

에 속한다. 마지막 집단은 네 번째 집단과는  다른 

방향으로 UX디자인과 멀리 떨어져 치함으로써 크

게 다른 디자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집단으로, 유형 

10(여가, 감성)이 이에 해당한다.

 UX디자인의 포지션은 반 으로 높은 평균 수

의 유형들과 가까이 포지셔닝 되었으며, 낮은 평균

수의 유형들과 멀리 포지셔닝 되었다. 이 포지셔닝 

맵에서도 심미성에 의한 포지셔닝 맵에서와 마찬가지

로 UX디자인은 UI디자인 등과 매우 가깝게 치하고 

있고 감성디자인과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을 발

견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언 한 바와 같

이 경험디자인에 한 개념  논의의 측면에서 보면 

매우 특이한 결과로 단된다.

4. 결론

본 연구는 UX디자인을 포함한 다양한 디자인 유형

간의 포지션을 살펴 으로써 UX디자인이 명확한 정

체성을 가지지 못한 원인을 밝 내고, 이를 바탕으로 

UX디자인의 차별  특성을 논의하고자 한 연구이다. 

설문을 바탕으로 포지셔닝 맵을 도출한 결과, 디자

이 와 디자인 공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UX디자인

과 그동안 정의되어 온 UX디자인 간에 상당한 차이

가 있음이 드러났다. 디자이 와 디자인 공자들은 

UX디자인을 심미성과 같은 감성  가치보다는 기능

성과 같은 실용 인 면을 더욱 추구해야 하는 디자인

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많은 연구에서 UX디자

인은 기능 인 가치를 심으로 사용자 경험을 향상

시키려는 디자인이기보다 정서 , 감성  가치를 통

해 색다른 경험을 창출하며, 그러한 가치가 더욱 강

조되어야 하는 디자인으로 주장되어왔다. 그러나 설

문 결과, 기능 인 가치만이 부각되어있는 UX디자인

의 재 포지션은 이러한 특성이 아직까지 디자이

와 디자인 공자에게 인식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다.

본 연구의 의의는 디자이 와 디자인 공자의 인

식을 토 로 UX디자인의 정체성에 한 혼란의 원인

을 찾아내고, 이를 통해 앞으로 UX디자인이 정체성

을 가지고 나아가기 하여 강조되어야 할 특성을 명

확히 한 것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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