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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디자이너의 사용자에 대한 혹은 다른 디자이너들의 입장에 대한 공감 능력은 HCI  

디자인 및 공동디자인 (Co-design)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본 논문에서는 디자이너를 

인터뷰한 후, 공감적 디자이너 (empathetic designer)와 직감적 디자이너 (intuitive designer)로 

구분한 후, 사용자와 ‘Nike 에서 출시하는 진공청소기'를 공동디자인하도록 하였다. 주제 

분석 (thematic analysis)과 반-구조적 인터뷰 테크닉 (semi-structured interview)을 

통해 디자인 과정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직감적 디자이너는 공동디자인 수행 중 디자인 

고정 (design fixation)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반면, 공감적 디자이너는 사용자와 

디자이너의 반복되는 질문과 대답을 통해 보다 견고하고 일관된 디자인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다. 

 

Abstract  The effect of designer’s empathy level during the co-design process has 

been paid much attention. In this paper, two groups of designers conducted a ‘Nike 

vacuum cleaner’ co-design practice with potential users: empathetic and intuitive 

designers. The co-design process was analyzed with a thematic analysis and a semi-

structured interview. The result indicates that the intuitive designer group tends to 

have ‘design fixation’ problems, and empathetic designers might achieve robust and 

coherent design quality but not effici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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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세계시장 고도화에 따라 디자인 분야에서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디자인 시장 규모는 335 억 

파운드로 영국 GDP의 약 2.4%를 담당하고 있다 (KOTRA 

런던 무역관 종합, 2013). 이러한 경쟁을 반영하듯 디자인 

철학에 있어서도 사용자 중심 디자인 (user-centred 

design)을 넘어 사용자가 정말 원하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실제 사용자가 초기 제품에 대한 디자이너로 

참여하는 참여적 디자인 방법론 (participatory design, co-

design)이 각광받고 있다. 과거에는 디자이너의 고려 

대상으로만 여겨지던 사용자가, 이제는 실제 제품 디자인에 

자신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는 디자인 파트너로 여겨지게 

되었다 [1]. 

Human-Computer Interaction (HCI) 분야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산업 또는 서비스 도메인으로 확장되고 있는 

참여적 디자인 방법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디자이너의 인지적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향 (e.g., 

anchoring and over-confidence)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연구가 진행 중이다 [1-3]. 본 연구는 이러한 인지적 편향 

중 디자이너의 공감 능력 (empathy level)이 디자이너와 

사용자가 팀을 이뤄 제품의 초기 컨셉을 구상하는 

공동디자인 (Co-design)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췄다. 디자이너와 사용자의 공동디자인 과정에서 

디자이너의 공감능력에 따라 어떠한 디자인 결과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실험적으로 검증하고, 나아가 이러한 

공감능력이 사용자 참여적 디자인 과정에 시사하는 바를 

논의하고자 한다. 

2. 기존연구  

디자인 과정은 그 자체로 하나의 큰 도전이다. 더 좋은 

디자인 아이디어를 도출해내기 위해, 디자이너는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상상하고, 이에 대한 의미를 기술하며, 

결론적으로 이러한 디자인을 확정할 것인지 의사결정을 

시도한다. 이처럼 디자인에 대한 문제를 구성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디자이너 본인의 인지적 

편향이 큰 영향을 미친다 [2,3]. 이를 위해서 

디자인과정에서의 인지프로세스를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이는 디자인에 대한 디자이너의 

주의 (attention), 지각 (perception), 문제 해결 (problem-

solving), 추론 (reasoning), 그리고 사고 (thinking)를 

포함한다 [2]. 

이러한 관점에서 디자인 고정 (design fixation)은 

디자이너의 대표적 인지편향 중 하나로 많은 연구가 

시도되었다 [3]. 디자인 고정은 디자이너가 자신의 초기 

디자인을 지나치게 고수하며, 새로운 디자인컨셉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주저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막기 위한 

가장 실용적 방법은 전혀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 

또는 디자이너와 함께 일하며 의견을 교환하며 서로의 

생각을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하고 이를 HCI 에서는 

공동디자인 (co-design)이라는 방법론으로 발전시켰다.  

공동디자인 (co-design)을 통해 디자인 고정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이번에는 둘 이상의 디자이너가 함께 일하는 

공동디자인 환경 속에서 디자이너들간 혹은 디자이너와 

사용자간의 공감 능력 (empathy level)에 따른 차이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었다 [1,5]. 공감 능력은 지각이 있는 

다른 대상이 경험하고 있는 감정 또는 사고의 흐름 등을 

알아 차리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공감 

능력이 뛰어날 경우, 타인의 생각이나 의견에 공감 

(empathy)하는 경향을 보이며, 반대로 공감 능력이 떨어질 

경우 타인이 아닌 스스로의 직감 (gut-feeling)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본 연구는 사용자와 협업하는 디자이너의 공감 능력이 

공동디자인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디자인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공감 능력이 뛰어난 

공감적 디자이너와 반대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직감적 

디자이너가 각각 자신의 파트너와 공동디자인을 수행하게 

하였으며 파트너와 나누는 대화를 주제 분석 방법 

(thematic analysis method)을 사용해 실험적으로 

비교하였다. 

3. 실험설계  

본 실험은 현업에서 활동하는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디자이너는 사용자와 함께 ‘Nike 에서 

출시하는 진공청소기'를 공동디자인 (co-design)하며, 

공동디자인 과정에서 나누는 대화는 thematic analysis 를 

통해 분석되었다. 

3.1 피실험자  

실험에 앞서 10 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1 급 전문 

상담심리사 두명을 통해 디자이너의 공감 능력 (empathy 

level)을 분석한 후, 총 6 명의 디자이너를 선별하였다 

(공감적 디자이너 3 명, 직감적 디자이너 3 명; 

디자이너들은 평균 4 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갖추었다). 

모든 피실험자는 자발적 참여를 통해 모집했다. 

3.2 실험계획 

본 실험은 between-subjects design 으로 설계 되었다. 

첫 번째 전문 상담심리사가 20 분간 인터뷰를 통해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있어 피실험자의 전반적인 공감 

능력을 평가하였다. 이 과정은 피실험자의 동의하에 

녹화되었으며, 녹화된 인터뷰 과정을 보고 두 번째 

상담심리사가 공감 능력에 대해 재평가했다. 두 명의 

전문상담심리사가 최종 논의를 거쳐 피실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고, 첫 번째 그룹은 공감 능력이 뛰어난 

디자이너들이 두명의 사용자와 함께 ‘Nike 에서 출시하는 

진공청소기'를 공동디자인 했다. 두 번째 그룹은 공감 

능력이 부족한 (직감에 의존하는) 디자이너들이 두명의 

사용자와 함께 Nike 진공청소기를 공동디자인 하였다. 

공동디자인 과정에서 디자이너와 사용자가 나누는 대화를 

주제 분석 (thematic analysis)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표 1 

참조), 실험 종료 후 반 구조적 인터뷰 (semi-structured 

interview)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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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제 분석 (thematic analysis)을 위한 코드 

체계 (coding scheme) 

클래스 1: 결정 선택 프로세스 

주제 설명 예시 

디자인 결정 디자인 방향 결정 
“저는 청소기를 Nike 로고처럼 

디자인할께요” (디자이너 #4) 

옵션 비교 디자인 옵션 비교 

“서로 떨어져 있는 형태보다는 

결합된 형태가 어떨까요?” 

(디자이너 #6) 

새로운 디자인 대안 
새로운 디자인 

대안 탐색 

“운동 말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보지요” (디자이너 #3) 

클래스 2: 인터랙션 프로세스 

주제 설명 예시 

파트너에게 지지 요청 

디자인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하며 

파트너의 공감을 

구함 

“저는 Nike 신발 모양의 

청소기를 생각해봤어요.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자이너 #3) 

긍정적 피드백 

파트너의 

아이디어에 대해 

긍정적 피드백 

“오, 정말 좋은 생각인데요?” 

(디자이너 #4) 

추가 정보 요구 

파트너의 

아이디어에 대해 

추가 정보 요구 

“말씀하신 디자인 아이디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말해 

주시겠어요?” (디자이너 #1) 

 

3.3 실험절차 

피실험자로 참가한 디자이너들은 실험참가 동의서 및 

실험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사용자와 함께 20 분 동안 

‘Nike 에서 출시하는 진공청소기'에 대한 공동디자인을 

수행했다. 공동디자인 과정에서 나누는 대화는 모두 녹음된 

후, 주제 분석을 통해 분석되었다. 20 분 동안의 디자인을 

마친 후, 피실험자는 10 분 동안 반 구조적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4. 실험결과  

표 2. 공동디자인 (co-design) 과정에서 공감적 그룹과 

직감적 그룹의 디자인 프로세스 빈도 차이 

클래스 주제 공감적(%) 직감적(%) 

결정 선택  

프로세스 

디자인 결정 20.2 36.8 

옵션 비교 7.7 8.8 

새로운 디자인 대안 1.8 8.8 

합계 29.7 54.4 

인터랙션 프로세스 파트너에게 지지 요청 15.4 15.8 

긍정적 피드백 24.1 15.8 

추가 정보 요구 30.8 14.0 

합계 70.3 45.6 

합계 100 100 

 

디자이너와 사용자의 공동디자인 (co-design) 과정에서 

디자이너의 공감 능력이 높을 경우 (공감적)와 공감 능력이 

부족할 경우 (직감적) 나타나는 디자인 의사 결정 및 각 

그룹의 인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다. 

4.1 공감적 디자이너 그룹  

표 2 에서 공감적 디자이너 그룹은 공동디자인 과정에서 

흥미로운 인터랙션 패턴을 보였다. 직감적 그룹과 비교했을 

때 ‘추가 정보 요구’ 항목에 있어 더 빈번한 패턴을 

보였는데 (공감적: 30.8%; 직감적: 14.0%), 이러한 패턴은 

디자이너 #3 과 사용자 사이의 대화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저는 Nike 청소기를 이렇게 디자인 했습니다. 주로 

부모님과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사용자] 

사용자의 스케치를 바라본 후, 디자이너 #3 은 디자인 

아이디어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요구한다: 

“굉장히 흥미로운 아이디어처럼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레이저처럼 

보이네요.” [디자이너 #3] 

“네, 레이저 맞아요. 청소기를 돌리는 동안 일종의 오락 

서비스를 제공하는 레이저에요. 축구공 모양을 바닥에 

쏴주면 청소기를 이용해 그 공을 향해 청소를 하는 

아이디어에요.” [사용자] 

공감적 디자이너와 사용자 사이의 추가 정보에 대한 

반복적 질문과 대답은 공동의 디자인 아이디어를 

계속적으로 평가하며 검사∙재검사 신뢰도 (test-retest 

reliability)를 향상시킬 뿐 아니라, 양측 모두가 새로운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한다. 이처럼 새로운 정보 획득을 

위한 노력은 더 나은 디자인 아이디어를 향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줄 수 있다 [6].  

그러나, 디자이너와 사용자 간의 추가 정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언제나 잘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인터뷰에서 공감적 그룹에 속하는 대부분의 디자이너와 

사용자들은, 깊이 있는 질문과 답변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디자인 아이디어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일이 대단히 

힘들었다고 답했다: 

“모든 질문에 대답하기 무척 힘들었습니다. 특히 질문이 

반복될수록 대답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디자이너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감적 공동디자인 구성원들은 

파트너에 의해 제기된 추가 정보에 대한 요구가 서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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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 차이를 줄여나가고, 서로를 이해하며, 공동의 디자인 

아이디어를 향상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다: 

“파트너 덕분에 내 아이디어를 새로운 시선으로 돌아볼 수 

있었어요. 저 또한 파트너에게 많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참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둘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디자이너 #1] 

4.2 직감적 디자이너 그룹  

직감적 디자이너 그룹은 공감적 그룹과는 또 다른 행동 

양상을 보였다. 그들은 공감적 그룹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의 인터랙션을 나누었다 (공감적: 

70.3%; 직감적: 45.6%). 한 가지 놀라운 차이점은 ‘디자인 

결정’ 항목에 있어 직감적 그룹이 공감적 그룹보다 더 

빈번한 패턴을 보인다는 것이다 (공감적: 20.2%; 직감적: 

36.8%). 예를 들면, 이러한 패턴은 디자이너 #2 와 파트너 

(사용자)와의 대화에서 볼 수 있다: 

“제 생각에는 Nike 하면 운동이니만큼, 운동 느낌의 

청소기는 어떨까요? 우리 제품을 쓰는 동안 사람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에요.” [사용자] 

디자이너 #2 는 여기에 대답하지 않는다. 잠시 동안의 

침묵이 흐른 후, 디자이너 #2 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이야기한다: 

“청소하는 경험을 게임화 시키는 것은 어떨까요?” 

[디자이너 #3] 

직감적 공동디자인 그룹에서 이러한 대화 패턴은 공감 

능력이 부족한 디자이너의 반응 때문이다. 디자이너는 

사용자에게 공감하기 보다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내려고 

하며, 이는 디자인 그룹 구성원들이 상호간 질문을 통해 

아이디어를 좁혀 나가며 발전시키기 보다는 계속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내도록 한다. 

인터뷰 세션에서 직감적 디자이너와 공동디자인을 

수행한 사용자는 자신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파트너는 제 아이디어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다른 사람의 시각을 

알 수 있어서 좋았지만, 결국 둘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나오지 않았어요.” [사용자] 

결론적으로, 직감적 디자이너 그룹은 공동디자인에서 

검사∙재검사처럼 긴 호흡의 반복적 프로세스를 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파트너와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해 

질문을 교환하며 디자인 아이디어를 고도화시켜 

나가기보다는 자신의 직관적 전문성, 과거 프로젝트 경험, 

자신의 스타일 등을 바탕으로 안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5. 결론 및 추후과제  

디자이너의 인지적 편향은 공동디자인 (co-design) 

수행시 발생하는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공감적 디자이너 그룹과 

직감적 디자이너 그룹에 대한 주제 분석 (thematic 

analysis) 결과에 따르면, 직감적 디자이너는 공동디자인 

수행 중 디자인 고정 (design fixation)에 빠질 확률이 높다. 

이와 달리, 공감적 디자인 그룹은 파트너에게 ‘추가 정보 

요구’를 보다 빈번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자이너와 

사용자 상호간 반복되는 추가 정보에 대한 요구는, 

반복되는 질문과 대답을 통해 디자이너와 사용자가 서로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계속적으로 

재평가함으로써 보다 탄탄하고 일관된 디자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물론 작은 샘플사이즈 (디자이너 6 명)로 인하여 

추가적인 통계적 분석이 수행되지 못하였으나, 추후 대규모 

실험을 통해서 실험 결과의 유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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