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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과정 단계별 특성에 따라 활용되는 협업 방식 분석

Analysis of Collaboration Method Us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tage of the Design Process

정영욱*

Young-Wook Jung*

요 약 코로나19의 유행은 면대면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디자인 협업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디자이너들은

대면 미팅이 어려운 상황에서 화상 회의 및 온라인 문서 도구 등을 적극 활용하게 되었고, 이는 특정 디자인 과정에

서 오히려 비대면 협업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경험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디자인 과

정 중 어떤 활동에 비대면 협업이 혹은 대면 협업이 더 효과적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유행

이후에 진행된 사용자 경험 디자인 프로젝트 3건을 회고적 인터뷰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디자인 과정,

‘발견, 정의, 개발, 전달’의 세부 활동 중 디자이너들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창의적 문제 해결이 필요한 부분에는

대면 협업이, 디자이너 각각이 자신만의 공간을 확보하며 작업을 진행할 때는 비대면 협업이 선호되며 더 효과적이라

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비대면 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디자인 도구의 특성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본 연

구를 통해 발견되고 논의된 내용들은 이후 디자인 과정에 관한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디자인 과정, 디자인 문제 해결, 디자인 협업, 비대면 협업

Abstract The epidemic of COVID19 caused a big change in design collaboration, which has been conducting 
using face-to-face interaction. Designers actively used video conferencing and online document tools in situations 
where face-to-face meetings were difficult, and this gave them an opportunity to experience that non-face-to-face 
collaboration can be more effective in a specific design process. In this regard, this study attempted to find out 
which activities during the design process are more compelling in face-to-face collaboration or non-face-to-face 
collaboration. To do this, three user experience design projects conducted after the COVID19 epidemic were 
analyzed through a retrospective interview method. As a result, during four design stages, 'Discover, Define, 
Develop, Deliver', face-to-face collaboration is necessary for the areas that require creative problem solving 
through active interaction. In contrast, non-face-to-face collaboration is preferred and more effective when 
designers need their own space and proceed their design work. In addition, the aspects of design tools 
supporting non-face-to-face collaboration were also illustrated. Findings discovered through this study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research on the design process later.

Key words : Design Process, Design Problem-Solving, Design Collaboration, Non-face-to-face Collab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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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코로나 19의 전세계적인 유행은 우리 사회 전반에

많은 부분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1], 디자이너들이 일하

는 방식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부

분은 대면 미팅을 기본으로 하는 디자이너들의 협업에

있다. 디자인 프로젝트에서 디자이너들은 크고 복잡하

며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는 디자인 문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하는데 [2], 여기에는 면대면 상호작용이 가장 효과

적이라고 생각되어 왔다 [3]. 면대면 상호작용에서 언어

적 소통이 갖는 빠르고 즉각적인 피드백, 비언어적 소

통까지 포함한 풍부한 정보전달, 공간에 놓은 사물에

대한 용이한 접근 등이 디자인 미팅에 효과적으로 활용

되었기 때문이다 [4]. 그러나 코로나 19가 확산되면서

디자이너들은 대면 미팅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했

고, ZOOM과 같은 화상 회의 도구, Google Drive,

BeeCanvas, Mural.ly, Figma 등과 같은 온라인 공유 보

드 등을 그들의 디자인 과정에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

다. 그 결과 디자이너들은 특정 디자인 과정 혹은 과업

에서 면대면 협업 보다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하는 비대

면 협업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대면

협업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비대면 협업을 통해서 디자

인 문제 해결 과정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어떠

한 과정에서 왜 대면 혹은 비대면 협업이 더 효과적인

것일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하여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 2월 이후

에 진행된 사용자 경험 디자인 프로젝트 3건을 분석하

였다. 회고적 인터뷰 방법을 통해서 디자인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어떠한 단계로 디자인 과정이 진행되었

는지 알아보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각 디자인

단계 안에서 어떠한 디자인 협업 방식과 도구들이 활용

되었는지를 면밀히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디자인 과정

속에 숨겨진 협업 및 협업 방식과 관련된 지식을 발견

하였고, 대면 혹은 비대면 디자인 협업을 이해할 수 있

는 형태로 정리하였다. 이 내용은 앞으로 디자인 협업

과 관련된 이론적 연구 및 디자인 방법 개발, 더 나아

가 협업 도구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Ⅱ. 관련 연구

1. 크고 복잡한 성격을 갖는 디자인 문제

디자인 문제는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고 구조화되지

않은 문제로 간주된다 [5][6]. 달리 말하면, 디자인 프로

젝트 초기에 주어지는 주제에 많은 해석에 여지가 있고

진행 방향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2]. 또한 결과물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좋은 디자인을 평가

하는 것이 쉽지 않다 [5]. 이러한 이유에서 디자인 문제

해결 활동은 최적화된 해결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만족스러운 해결안을 도출하고자 한다는 데 그 특성이

있다 [7].

2. 디자인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는 디자이너

복잡하고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는 디자인 문제를 디

자이너들은 협업 과정을 통해서 하나씩 진행해 나간다

[8]. 협업의 가장 큰 이유는 협업을 통해 발생되는 창의

성이 디자인 문제 해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

다 [9]. 초기에 주어진 디자인 주제에 대해서 해석을 하

여 해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로 정의하는 과정과

정의된 문제에 대해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해결안을 발

산하고 구체화하는 단계까지 모두 협력적인 창의성이

더 나은 디자인 결과물을 만드는데 기여한다 [10]. 이

때문에 디자이너들은 작게는 2명에서 많게는 5~6명까

지 하나의 팀을 이뤄 디자인 문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해

나간다.

3. 대면, 비대면 협업의 특성

협력적 문제 해결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 왔다.

특히,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발달

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비대면 협업에 대한 연구도 많

이 진행되어왔다. 예를 들어 조직 커뮤니케이션 [11],

교육적 컴퓨터 회의 [12],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13] 등

이 있다. 이어서 이러한 비대면 방식이 대면 방식과 어

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어왔

는데, 대면 협업이 비대면 협업보다 전반적인 생산성이

높고 [14], 협력자 상호간 이해도가 높다고 보고되었다

[15]. 반면 비대면 협업은 협업에 대한 참여가 보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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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하게 진행되고 [16], 사회적 압박이 덜하다고 알려졌

다 [17].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활동이 포함된 디자인 과정에서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알 수 없으며, 또한 최근에 개발된 다양한

도구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진행된 디

자인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실제 대면, 비대면 협업이

어떠한 효과와 특성을 갖는지는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Ⅲ. 방법

1. 사용자 경험 디자인 프로젝트 사례 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를 위해 인위적인 설정을 하지

않은 실제의 디자인 프로젝트에서 대면, 비대면 협업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미 진행된 디자인 프로젝트를 분석하는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디자인 프로젝트는 총 3건이 분석되었으며,

3건 모두 디자인 전공자들로 구성된 팀이 코로나 19가

발생된 이후인 2020년 3월 이후에 6개월 동안 진행한

사용자 경험 디자인 프로젝트였다. 각 프로젝트의 주제

와 참여자의 정보는 표 1과 같다.

표 1. 각 사용자 경험 디자인 프로젝트 주제와 참여자 수
Table 1. Each user experience design project’s subject
and the number of team member

주제
참여자 수
(평균
나이)

T1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CUE” 3 (23.33)

T2
경험 공유 버킷리스트 플랫폼

“LINKET”
2 (23.00)

T3
인플루언서를 통한 가치소비 플랫폼

“GOODS”
3 (24.00)

위의 사용자 경험 디자인 프로젝트는 디자인학과에

소속된 전공자들이 진행한 졸업 연구로 이전에 출시되

지 않은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하고 이를 모바일 어플리

케이션으로 제작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 학

생들의 졸업 연구 프로젝트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이

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새로운 서비스를 디자인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조사, 분석, 아이디어 개발 및 선

정, 디자인 구체화까지 디자인 과정 전반을 다루기 때

문에 각 과정에서 어떠한 디자인 협업이 어떻게 활용되

었는지 파악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둘째, 학생들은 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외부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디자인 과정상에서 그들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협업 방식과 도구들을 선

택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왜 그런 선택을 하였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사례

분석을 위해서는 회고적 인터뷰 (Retrospective

interview) 방법이 사용되었다. 회고적 인터뷰 방법은

디자이너들을 인터뷰하는 방식을 통해 실제로 진행된

디자인 과정에 대해서 되돌아보며 그 안에서 일어났던

세부적인 내용들을 파악해보는 방법이다 [18]. 인터뷰는

팀 별로 진행되었으며, 화상회의 도구인 줌 (ZOOM)을

활용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인터뷰는 반 구

조화된 (semi-structured)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아래의

질문이 기본적으로 사용되었다.

Ÿ 진행된 디자인 프로젝트의 목표는 무엇이었고, 결

과물은 무엇인가?

Ÿ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었나? 크게 몇 단계로

나눌 수 있는가?

Ÿ 각 단계에서 협업을 진행하는데 대면 혹은 비대면

협업이 어떻게 왜 활용되었나?

Ÿ 실제 대면 혹은 비대면 협업 과정에 사용한 도구

들은 무엇이고 그것들을 사용한 이유와 각 도구의 장단

점은 무엇인가?

인터뷰는 각 팀 당 평균적으로 90분 정도가 소요되

었고, 모두 참가자들이 동의하여 녹화되어 분석 자료로

활용되었다.

2. 분석 방법 및 과정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한 3팀에 대한 인터뷰를 통

해서 약 270분 분량의 비디오가 녹화되었다. 여기서 참

가자들이 언급한 내용은 모두 분석이 용이한 디지털 문

서 형태로 변환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인터뷰

과정에서는 디자인 과정에서 제작되고 활용된 다양한

문서와 파일들이(e.g., Microsoft PowerPoint 문서,

Google Drive Spreadsheet 문서, 온라인 공유 노트

Notion 문서, 온라인 친화도법 도구인 BeeCanvas 문서,

UI 제작 도구인 Figma 파일) 수집되었다. 이 자료들은

실제 디자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파악하는

중요한 분석 자료로 활용되었다. 분석 과정은 크게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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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에서는 인터뷰의 내용을 토

대로 디자인 과정이 분류하고 정의하는 작업을 진행하

였다. 3팀의 디자인 과정은 큰 틀에서 모두 그림 1에서

보는 것과 같은 더블 다이아몬드 디자인 과정 모델

(Double Diamond Design Process Model)을 따른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림 1.더블 다이아몬드 디자인 과정 모델 ©Onarheim and
Friis-Olivarius
Figure 1. Double Diamond Design Process Model ©Onarheim
and Friis-Olivarius

더블 다이아몬드 디자인 과정 모델은 크게 ‘발견

(Discover), 정의 (Define), 개발 (Develop), 전달

(Deliver)’의 네 과정으로 구성된다 [19]. 세 팀이 진행

한 사용자 경험 디자인 프로젝트에서 주제에 대해서 탐

색해가는 문헌 조사와 사용자 조사는 ‘발견’ 과정에 해

당된다. ‘발견’ 과정에서 찾아낸 자료들을 분석하여 디

자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정의’ 과정이며, 이후 디자

인 방향에 맞는 아이디어를 발산하고 이를 실제 디자인

으로 구체화하는 것은 ‘개발’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디자인 안을 정리하여 최종적인 결과물을 도출하는 과

정이 ‘전달’이다. 분석 2단계에서는 앞서 정리된 디자인

과정에 인터뷰에서 디자이너들이 디자인 협업과 관련

해 의미있게 언급한 내용들을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하

였다. 각 단계의 세부적인 과정에서 어떠한 협업 방식

을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참가자들이 인터뷰에서 언급

한 내용과 제작된 디자인 문서들을 토대로 분석하였고,

4단계에서 8개의 주제들을 정리할 수 있었다. 각 내용

은 다음 장에서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설명된다.

Ⅳ. 발견점

1. 발견 (Discover): 프로젝트 목표 수립을 위한 대

면 협업, 조사 수행을 위한 비대면 협업

‘발견, 정의, 개발, 전달’의 네 가지 디자인 과정의 첫

번째 단계인 ‘발견’에서 디자인 팀은 디자인 프로젝트에

주어진 주제나 목표를 해석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

기 위한 조사를 수행한다. 본 연구의 사례로 수집된 디

자인 프로젝트들에서 진행한 ‘발견’ 과정을 분석한 결과

디자인 팀들은 과정 초기에 모두 대면 미팅을 진행하였

고, 인터뷰에서 모든 참가자들이 프로젝트 시작 단계인

‘발견’ 과정에서는 대면 미팅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였

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주

어진 주제에 대한 해석을 할 때 팀원 사이에 적극적이

고 빠른 상호작용을 기반으로한 의견 교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디자인 프로젝트에서 해결해야하는 디자인

문제는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는 특성을 갖는다 [5]. 이

러한 특성을 가진 디자인 문제를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

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팀원들 간에 집단 창

의성을 활용하고 보다 정확한 의사소통을 해야만 프로

젝트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디자이너

들은 프로젝트의 큰 방향을 설정하는 ‘발견’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대면 협업을 선

호한다고 판단된다. 둘째, 효율적인 프로젝트 운영을 위

한 역할 분담, 의사소통 및 협업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서는 대면 미팅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디자인 프로젝

트는 일반적으로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진행된다. 이러한 장기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팀원의 역할을 분배하고 의사소통 및 협업

방식을 잘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아직 정해진 틀

이 없는 상태에서는 팀원들이 적극적인 의견교류를 통

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이 때문에 대면

미팅이 선호된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 팀1의

경우 초기에 대면 미팅을 통해서 팀원들의 역할을 나누

고 Google Spreadsheet에 디자인 프로젝트의 큰 일정

을 설정한 다음 각 일정을 책임지는 담당자를 설정하였

다 (그림 2). 인터뷰엣 참가자3은 이러한 초기 대면 미

팅을 통해서 전반적인 디자인 과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발견’ 과정의 초기에

프로젝트 전반에 걸친 방향과 협업 및 의사소통 방식,

역할 등이 정해지면 주제에 대해서 탐색해 나가는 보다

구체적인 조사가 진행된다. 조사에는 주제와 관련된 자

료들을 살펴보는 문헌 조사와 사용자들의 생각이나 행

동을 알아보는 사용자 조사로 나눠진다. 이 두 방법 모

두 자료를 모으고 분석이 용이한 데이터 형태로 정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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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필수적인데, 세 디자인 팀 모두 이 과정은 비

대면 협업을 통해서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팀

1과 2의 경우는 수집한 자료를 Microsoft PowerPoint

공유 문서나 Google Drive Spreadsheet를 이용해 실시

간으로 공유하였고, 팀3의 경우는 공유 문서를 활용하

지 않고 팀원 각자가 내용을 정리한 뒤 파일을 서로 공

유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와 관련해 팀2의 참가자

5는 비대면 협업 상황에서 공유 문서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다른 팀원들이

수집하거나 정리한 자료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중복된

자료 탐색을 방지할 수도 있고 찾아진 자료를 보고 새

로운 탐색 아이디어를 생각해 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내용을 나중에 합쳐서 정리하는 번거로움

도 줄일 수 있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그림 2. Google Spreadsheet에 작성된팀1의 프로젝트운영방식
및 역할 분담
Figure 2. Team 1’s project schedule and role of each member
on Google Spreadsheet

2. 정의 (Define): 조사 내용 분석을 위한 비대면 협

업, 디자인 방향 수립을 위한 대면 협업

두 번째 디자인 과정인 ‘정의’에서는 앞서 ‘발견’ 과

정에서 수집되고 정리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보다 명확

한 디자인 방향을 수립하게 된다. 특히 디자인 프로젝

트에서는 수집된 데이터를 친화도법 등을 활용해 정성

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디자인 개발에 적용될 중

요한 인사이트들을 도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디자인 방

향이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세 디자인 프로젝

트들에서는 이 정성적 데이터 분석 과정이 전부 비대면

으로 진행되었고, 모두 BeeCanvas라고 하는 온라인 문

서도구를 통해서 진행되었다. 그림 3은 팀3이

BeeCanvas 상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친화도법을 활용해

분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3. BeeCanas에서 친화도법을 활용해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례
Figure 3. The example of conducting affinity diagramming using
BeeCanvas

인터뷰에서 이 세 디자인 팀 모두 코로나19 상황이

발생되기 이전에는 참여했던 디자인 프로젝트에서는

정성적 데이터 분석이 모두 물리적인 공간에 모여 포스

트잇을 활용해 진행했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대면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BeeCanvas와 같은 온라인 공유

문서 도구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이 방법이

물리적인 공간에서 친화도법을 진행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었다고 느꼈으며 앞으로도 다른 프로젝트에서

도 이 방법을 계속 사용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다. 그렇

다면 이전에 물리적인 공간에서 포스트잇에 내용을 적

고 이를 분류했던 방식과 온라인 문서 도구를 활용한

것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인터뷰에 언급된 내용을

종합 분석한 결과 크게 3가지의 장점이 발견되었다. 첫

째, 팀원 각자가 독립적인 공간에서 다른 사람이 실시

간으로 진행하는 분석을 참고하며 분석을 진행할 수 있

다. 둘째, 온라인상에서 공간의 제약이 없어 생각을 계

속 확장시켜갈 수 있다. 셋째, 포스트잇에 적은 내용을

추후에 다시 디지털로 전환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이

유에서 많은 자료를 다루는 분석의 경우 비대면 협업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온라인 공유

문서 도구를 활용해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진행

되고 인사이트들이 도출된 이후에는 팀원들이 의견을

나눠 구체적인 디자인 방향을 결정짓는 회의를 하게 된

다. 이 단계에서는 앞서 ‘발견’ 단계에서 프로젝트의 방

향을 설정했을 때와 같이 대면 협업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세 팀 중 팀1, 팀3은 디자인 방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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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대면 미팅을 진행하였고, 팀2의 경우 온라인

화상 회의 도구인 ZOOM을 활용해 비대면 미팅을 진행

하였는데, 인터뷰 상에서 모두 의사결정을 위한 미팅은

대면이 보다 효과적이라는데 의견을 일치했다. 그 가장

큰 이유로 언급된 것은 특정 자료를 가리키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쉽다는 점이었다. 이와 관련해 팀1의 참

가자2는 비대면 미팅의 경우 한 명의 참가자가 컴퓨터

상의 화면을 공유했을 때 나머지 참가자들이 자신이 보

고 있는 화면을 가리키기가 쉽지 않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설명을 해야 하는 반면 대면 상황에서는

물리적인 공간에서 빠르게 특정 대상을 지정하여 의사

전달을 할 수 있어 보다 쉽게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언급하였다.

3. 개발 (Develop): 아이디어 발산을 위한 대면 협

업, 디자인 구체화를 위한 비대면 협업

‘개발’ 과정에서는 ‘정의’ 과정에서 도출된 디자인 방

향에 맞는 아이디어들이 발산되고 이들 중 몇몇 아이디

어가 채택되어 최종적인 디자인 안으로 구체화되게 된

다. 디자인 프로젝트에서 아이디어 발산을 위해서는 보

편적으로 브레인스토밍 (Brainstorming) 기법이 활용되

는데, 인터뷰에 참가한 세 디자인 팀 모두 브레인스토

밍을 대면 미팅을 통해서 진행하였다. 앞서 대면 미팅

의 장점을 빠르고 적극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점을 언

급하였는데, 아이디어를 발산하는 과정에서도 대면 상

호작용의 이 장점이 크게 작용한다. 그 이유는 브레인

스토밍을 수행하는 원칙에서 찾을 수 있다. Osbon은 브

레인스토밍을 진행할 때 1) 팀원들 사이에 사교적 어색

함 줄이기, 2) 아이디어 주장에 대한 격려 및 자극, 3)

그룹 전체적인 창의성 증대가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는

데 [20], 이는 비대면 상황보다 대면 상황일 때 훨씬 유

리한 측면이 많다. 또한 디자인 프로젝트의 아이디어

발산 과정에서는 스케치를 통해 형태를 그려 아이디어

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도 팀원들이 물리

적으로 한 공간에 위치했을 때 보다 효과적으로 아이디

어를 표현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이 용이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개발’ 과정의 아이디어 발산은 대면 협업이

선호됨을 알 수 있었다.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온 뒤에는 앞서 정의된 디자인 방향 및

요구사항에 가장 잘 맞는 아이디어들이 선별되고 정리

되어 구체적인 디자인으로 발전되게 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세 디자인 프로젝트는 모두 사용자 경험 디자인

프로젝트였으며 결과적으로 새로운 서비스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제작되게 된다. 모바일 어플리케

이션의 UI (User Interface)를 디자인할 때는 다양한 도

구들이 활용되는데 팀1의 경우 Figma를 팀2, 3의 경우

는 Adobe XD를 활용하였다. UI를 디자인하는 과정은

디자이너들이 개별적으로 작업을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으나 Figma를 활용한 팀1과

Adobe XD를 활용한 팀2, 3의 과정이 조금 달랐다.

Figma는 앞서 정성적 데이터 분석에 활용되었던

BeeCanvas와 같이 온라인 보드를 여러 명의 사용자가

함께 편집할 수 있다 (그림 4). 이러한 특성 때문에 팀1

의 디자이너들은 공유된 보드 위에서 직, 간접적인 의

사소통을 하며 UI 디자인을 완성시켜나갈 수 있었다.

반면, 동시에 여러 사용자가 편집할 수 없는 Adobe XD

의 경우 개별적으로 작업하여 나중에 파일을 공유하는

형태로 밖에 협업을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Adobe

XD를 활용했던 팀3의 참가자8은 이 디자인 프로젝트가

완료된 이후에 다른 프로젝트에서 Figma를 사용해 협

력적으로 디자인을 진행해 보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

고 느꼈고 추후에 비대면 협업을 진행할 때는 실시간으

로 협업이 가능한 도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라고 언급하였다. 이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디자

인 작업에서도 그 내용이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것이 디

자인 과정의 효과와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4. Figma를 활용한 협력적 User Interface 디자인 진행 과정
Figure 4. Drawing user interface collaboratively using Fig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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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달 (Deliver): 디자인 스토리 구성을 위한 대면

협업, 최종 자료 구성을 위한 비대면 협업

디자인 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전달’에서 디자이너들

은 프로젝트 전체 내용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하

나의 통합된 결과물로 정리하고, 이를 통해 최종 도출

된 디자인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고자 한다. 디자인 분

야에서는 이 작업을 디자인 스토리를 구성한다고 하는

데, 디자인 결과물이 도출되는 과정을 이야기와 같이

전개하기 때문이다. 이 디자인 스토리를 구성하는 과정

에도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디자이너들 사이에 긴

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디자인 프

로젝트들에서 세 팀 모두 이 디자인 스토리를 구성하기

위해 대면 협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다른

디자인 과정들에서 대면 협업을 했던 것과 유사한 이유

인데, 디자인 스토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이고

빠른 의사소통이 필요한 것과 실제 대상을 가리키면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디자인 스

토리 구성에 대한 방향이 결정되고 각 디자이너들이 담

당해야할 일이 분배되고 나면, 이때부터는 디자이너들

은 비대면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작업을 진행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세 팀 모두 이 디자인 스토리를 구성

할 때 Microsoft PowerPoint가 하였다. 팀3을 제외하고

팀1,2는 이 PowerPoint를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공

유하면서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이 부분 장단점이 있다

고 언급하였다. 장점은 과거에 완료된 작업물의 파일을

공유하여 종합했던 것 대비, 손쉽게 하나의 파일을 만

들 수 있고, 다른 디자이너가 진행한 내용을 확인하면

서 자신이 맡은 부분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다. 반면,

실시간으로 작업이 진행될 때 저장에 오류가 많이 발생

하고, 다른 디자이너가 자신이 작업한 부분을 수정하면

어떤 부분이 수정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어 오히려 불편

하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었다.

Ⅴ. 논의

앞서 세 디자인 팀의 사용자 경험 디자인 프로젝트

를 분석한 결과, 디자인 과정의 네 단계, ‘발견, 정의, 개

발, 전달’에서 디자이너들이 보다 효과적인 협업을 위해

대면, 비대면 협업 방식과 관련된 도구들을 전략적으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디자이너들이 이러

한 방식의 협업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본 연구에서는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정리하였다.

첫째, 디자이너들은 협업을 진행할 때 중심이 되는

대상이 사람인지 작업물인지 여부에 따라 대면 협업,

비대면 협업이 선택한다. 예를 들어 ‘개발’ 단계에서 새

로운 아이디어들을 발산하는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할

때는 팀원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빠르게 이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아이디어를 발

전시켜나간다. 이때는 아이디어를 함께 만들고 발전시

키는 주체가 사람이기 때문에 비대면 협업 보다는 대면

협업이 보다 효과적이다. 반면,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실

제 디자인을 보드 위에 표현하며 구체화 시키는 단계에

서는 협업의 중심이 사람이 아니라 보드 위에 표현된

작업물이다. 이때는 오히려 팀원들간의 의사소통을 최

소한으로 하고 작업물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이는 비대면 협업 환경이 훨씬 적합하다.

둘째, 디자이너들이 얼마나 높은 강도로 협업을 하느

냐에 따라 디자이너들은 대면 협업, 비대면 협업을 결

정한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디자인 프로젝트는 짧

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넘게 진행된다. 이를 위해

서 모든 팀원이 항상 강도 높게 협업하는 것이 불가능

한 일이다. 그러나 크고 복잡하여 잘 분리되는 일로 나

누기가 힘든 디자인 문제의 특성 상 디자이너들은 끊임

없이 의사소통을 해야 하고 최소한의 의사소통을 기반

으로한 협업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세

디자인 팀의 디자인 과정을 분석한 결과 디자이너들은

집중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며 강도 높은 협업을 진행할

때는 대면 협업을 진행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강도로

협업을 진행하기 원할 때는 비대면 협업을 진행하는 것

을 확인하였다. 특히 비대면 협업은 두 가지 형태로 나

눌 수 있었는데, 하는 실시간으로 느슨하게 진행되는

협업과 다른 하나는 비실시간으로 서로가 진행된 내용

을 확인하면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협업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온라인 공유 문서 도구인 BeeCanvas를 활용

하여 친화도법을 진행할 때는 팀원들이 실시간으로 접

속하여 다른 팀원이 다른 보드 위에 진행하는 내용을

확인하면서 자신의 작업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

면, ‘발견’ 단계에서 자료 조사를 할 때는 Google

Spreadsheet 상에 각자가 조사한 내용을 기록해 두었는

데, 이때는 실시간으로 접속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시간에 접속하여 다른 팀원이 진행한 것을 확인하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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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진행할 부분을 점검하는 것으로 협업이 진행되었

다. 각 단계에서 진행하는 과업의 목적에 따라 가장 효

율적인 협업의 형태를 활용한 것이다. 위에서 정리한

두 가지 관점을 토대로 디자이너들의 협업의 양상을 보

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다. 대면 혹은 비대면 디

자인 협업을 위한 디자인 방법이나 도구를 개발할 때는

이러한 디자이너들의 협업이 가진 특성을 이해하는 것

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Ⅵ. 결 론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유행이 시작되고 우리의 삶

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그 중 가장 큰 것은 면대

면 중심이었던 미팅이 급속하게 비대면으로 옮겨간 것

이다. 이는 디자인 협업에서도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고도의 창의성을 요구하는 디자인 문제 해결 과정의 특

성 상 디자이너들의 협업은 면대면 상호작용이 필수적

이라고 생각되어 왔지만 그동안 발전되어온 커뮤니케

이션 및 협업 관련 기술 덕분에 디자인 과정의 특정 부

분들은 오히려 비대면 협업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 디자이너들 스스로에 의해 경험되었다. 본 연구에

서는 전체의 디자인 과정의 세부 단계에서 실제로 어떤

협업 방식이 왜 효과적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용자 경험 디자인 프로젝트 3건을 분석하였고,

각 디자인 단계, ‘발견, 정의, 개발, 전달’의 활동들에서

디자이너들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협업 방식과

도구들이 무엇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혔다. 서로

긴밀하게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

는 활동에서 대면 협업이 선호되었고, 팀원 각자가 적

정 수준의 개인 공간을 확보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는

간접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비대면 협업이 활용되

었다. 또한 이러한 비대면 협업을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작업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BeeCanvas,

Figma와 같은 온라인 보드 타입의 도구들이 필수적이

었다. 이와 같은 발견들은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상황에서 디자인 협업 방법과 도구들을 개발하는데 기

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디자인 과정 중에 어떤

활동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를 지

원하는 도구들은 어떤 특성을 가져야하는지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된다면 새로운 환경에서 디자인 협업이 보

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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