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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디자인이란, 
사람들이 일상속에서 
Real Experience를 경험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원리와 방법을 제공하는  분야 

경험디자인이란? 



정말 좋은 경험이라고 꼭 엄청난  
제품일 필요는 없습니다. 

도서관 이용자의 경험(LIX) 



Experience�(경험)�

우리가 알고 있고 행하는 모든 것은 오로지 경험으로만 설명 가
능하며, 경험 이외에는 그 어떤 다른 요인들도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경험이 중첩되고 축
적되면서 결국은 우리의 삶을 형성한다. 우리는 경험하는 모든 
것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쌓으며, 우리의 지식은 모두 경험을 
기반으로 한다. 심지어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 상상만 하는
 것도 결국은 과거의 경험에서 영향을 받는다. 내가 무엇인가를
 상상하려면 밑바탕이 되는 재료가 있어야 하는데 과거의 경험
들은 우리가 그 무엇인가를 상상할 수 있는 원재료를 제공한다.

 다채로운 경험을 많이 할수록 우리의 상상력도 풍부해질 수밖
에 없다. 결국 우리는 경험을 통해 배우고 사고하고 상상하며 
살아간다.  
�

제임스�윌리엄스�(1958)�

The�Varieties�of�Religious�Experi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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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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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험을�디자인하기�위해서는�사람�마음을�이해해야�한다.�



2. 경험은 긴 장편 소설 이다 



3. 경험은 스스로 성장한다.  



>>  존 듀이 (John Dewey) 철학자 

We�have�an�experience�when�the�material�experience

d�runs�its�course�to�fulfillment.�Then�and�then�only�is�it

�integrated�within�and�demarcated�in�the�general�stre

am�of�experience�from�other�experiences….�

Experience�in�this�vital�sense�is�defined�by�those�situati

ons�and�episodes�that�we�spontaneously�refer�to�as�be

ing���“real�experience”:�those�things�of�which�we�say�in

�recalling�them,�“that�was�an�experience.”�

�

“우리는�일상�속에서�그�본연의�목적을�충분히�달성함으로써�인생의�

의미를�풍요롭게�하고�시작과�끝을�선명하게�구분할�수�있는�어떤�경

험들을�하곤�한다.�이처럼�우리의�삶에�필수적인�요소로서�“그거�참�좋

은�경험이었어”�하고�자연스럽게�회상할�수�있는�바로�그�경험이�‘진정

한�경험’이다”.��

존�듀이�(1934)�

�

�

진정한 경험(REX, Real Experience) 



>>  존 듀이 (John Dewey) 철학
자 

Demarcate
d 

Fulfilled Integrate
d 

진정한 경험의 세가지 조건 



Demarcated - 시작과 끝을 선명하게 기억할 수 있는 ‘기억에 남는 경험’ 



Fulfilled - 기대한 것을 넘어서 ‘삶을 충만하게 하는 ‘경험’ 



Integrated - 주변 사람들과 환경들 간에 ‘조화를 이루는 경험’ 



진정한 경험이란 (REX)? 

����������진정한�경험�(real�experience)�은��

������������우리의�일상�속에서��

��������������-�시작과�끝이�선명하게�기억나는�삶의�편린으로,��

��������������-�소기의�목적을�기대�이상으로�충족시키면서,��

��������������-�주위�사람�사물과�조화를�이루어�나가는��

���������������������������������������������������������������바로�그�경험�



D.REAM Academy 구성 요소 

Framework	

“ 디자인, 기술, 경영, 인문학, 과학을 토대로 진정한 경험을  창조하는 역량 배양을 목표로 교육을 수행 ” 

미래 기술의 발전방향을 검토하여 인간에게 보다 나은 경험을 
제공하는 제품, 서비스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Technological 
Imagination 

디자인적 사고 과정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프로토타입화
 역량 배양을 목표로 함 

Design 
Embodiment 

경쟁 우위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총체적인 경영 역량 학습을 목표로 함 

Business 
Competitiveness 

철학, 미학, 심리학 등 인문학을 통해 인간의 경험에 대해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함 

Humanities 
in Action 

인간의 진정한 경험과 제품,서비스 그리고 사회 제도 및 시스템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함 

Experience 
Science “Design for Real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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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경험한�모든�것이�

결국�우리를�만든다.�
an empiricism must neither admit into its constr
uctions any element that is not directly experien

ced, nor exclude from the many element that is 
directly experienced 

(William James,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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