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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Today, interior design industry is continuously developing in domestic and foreign, and the 
industry is getting more internationalized and professionalized day after day. At the same time, the interior 
design industry is overwhelmed by sudden changes. However, the sudden change can be regarded as a 
turning point requiring management paradigm shift and an understanding of fundamental concept of interior 
design industry management. In other word, it is the point where a design management strategy should 
begin. The previous management strategies are no longer effective. Only the companies providing impressive 
and practical designs followed from qualified market research and analysis can survive in the society.
This research examined the tasks the interior design industry confronted and the factors of environmental 
changes, and analyzed the current status and trend of changing environments.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propose a direction to the effective management available in highly industrial national 
society.
Keyword : Interior Design, Design management strategy, environmental  changes, management paradigm

요약：최근 실내디자인산업은 내, 외적으로 많은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점차 국제화, 

전문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으나 이러한 성장세와 동시에 실내 디자인업계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

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업계의 전반적인 문제일수도 있으나 실내디자인을 운영하는 틀과 

이념에 대한 본질적인 면과 이에 따른 변화 경영 패러다임의 전환 즉 디자인경영전략이 요구가 필

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되어 진다. 따라서 지금까지 적용되었던 디자인업계의 각종 전략들이 유용

한 전략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순한 경영의 논리를 벗어나, 새로운 환경과 변화된 가치관에 걸맞

은 철저한 시장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만족스런 디자인이 탄생될 수 있는 틀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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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하는 기업만이 생존할 수 있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새로운 변화에 당면한 

실내디자인업체의 현재 당면과제와 다양한 환경변화 요인들을 검토하고, 팽창과 다양한 변화에 따른 

환경변화 요인들 중 현황 및 경향을 조사, 분석해봄으로써, 앞으로 전개될 국내시장 개방과 고도산

업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환경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여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시사점을 찾은 연구의 목적이 있다.

주제어 : 실내디자인,디자인경영전략,환경변화,경영패러다임

1.서 론

1.1.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최근 정부의 디자인정책에 따라 디자인산

업계의 경쟁력을 위한 디자인경영전략의 중

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건설산

업의 생산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면서 실

내디자인산업의 효율성 제고가 화두로 대두

되고 있다. 건설시장 뿐만 아니라 실내디자

인산업도 거대한 시장으로 바뀌어 가는 글로

벌화가 가속되고 있는 현실에 경쟁력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디자인경영전략의 중요성이 

부각되어지고 있다. 실내디자인산업에도 많

은 경영환경의 변화를 살펴보면 일반․전문건

설업간의 겸업제한제도 폐지(법률개정‘07.5), 

하도급계획서 제출제도 도입(‘07.5법률 개

정), 사회보험료 정산규정 신설(법률개

정,’07.5),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및 재하도급 

일부허용(법률개정,‘07.5), 하도급공사정보망 

구축 및 입력 의무화, 전문건설업자의 원도

급 허용범위확대 등의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

고 있다. 이에 실내디자인 산업은 내, 외적으

로 많은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점차 

국제화, 전문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으나 이

러한 환경변화에 실내디자인산업계의 대응은 

그 방향과 방법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

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변화에 

당면한 실내디자인산업의 시장 환경이 급격

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본격적 

경쟁상황에 직면한 다양한 환경변화 요인들

을 검토하고 상대적이고 체계적인 경쟁력 우

위확보를 위한 효율적 새로운 디자인경영전

략을 살펴본 후 시사점을 제시하여 디자인경

쟁력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주요 연구범위는 실내디자인산

업의 디자인경영전략방향에 목적을 두고 있

으며, 주요 관련 연구물은 없으나 건설 관련

된 연구물들과 실내디자인 관련된 연구물을 

중심으로 양적인 목표를 설정, 제시 하였으

며, 광범위한 다양한 건설 및 실내디자인산

업의 주요자료를 분석을 바탕으로 수행 되었

다. 먼저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기존 연구문

헌을 통해 기존 이론으로부터 얻은  토대로 

정서적 및 정량적인 관점에서 시장 및 환경

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고 건설 산업의 변

화에 따른 실내디자인산업의 영향 등 산업적 

측면의 변화와 미래예측 등 환경변화에 따른 

당위론적인 측면보다는 규범적인 측면을 통

하여 분석 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환경 

변화의 요인들 중 변화를 주도할 주요 동인

들을 중심으로 환경변화에 따른 경쟁적 방법

론을 제시하고자 환경변화에 따른 디자인경

영전략 방법의 시사점,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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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내디자인 산업에 대한 일반적 고찰

2.1. 실내디자인 산업의 개념 및 의의

   실내디자인산업을 정의하면 고객을 대상

으로 하는 서비스산업을 총칭하는데 이는 인

간환경을 조성하는 행위에 관계되는 창조적 

분야이며 인간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간

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공간을 

연출 하는 전문적 영역으로서의 고객을 대상

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즉 건축물의 내

부공간을 중심으로 인간이 거처하는 실내공

간을 아름답고 능률적이며 쾌적한 환경으로 

창조해내는 계획이고 실행되는 과정이며 그 

결과이다. 건물의 구심적 매스가 되는 실내

공간을 사용 목적과 요구되는 기능을 충족시

키면서 개성 있고 아름다우면서 합리적으로 

마무리를 짓는 디자인 행위라고 말할 수 있

다.1) 또한 실내의 질을 높여 인간생활의 쾌

적성을 추구하는 디자인 활동이며, 미적, 기

능적, 경제적 가치를 최적화 하여 고객의 물

리적, 심리적 욕구를 또는 쾌적한 환경을 충

족시키는 산업이다. 이에 급변하는 사회적 

상황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기술혁신에 의한 

생산성향상으로 인한 변화 등에 따른 독창적

이고 창의적인 디자인 차별화로 인간의 쾌적

한 환경창출에 따른 실내건축디자인 관련 매

개적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2.2. 실내디자인 산업의 현황과 전망2)

국내의 실내디자인산업은 매년 많은 업체가 

증가 하고 있으며, 디자인분야에서도 상당히 

1)박홍,「월간인테리어창간호」,가인디자인그룹,1986,p.146. 

2)장행수, 국내실내건축디자인산업의 마케팅전략에 방향에 관

한 연구, 연세대 경영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99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디자이

너의 권익과 업계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단

체로는 실내디자인학회(KIID), 실내건축가협

회(KOSID), 실내건축공사협의회(ICC)등 관

련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 활동

의 기반으로 실내디자인업계의 전문영역으로

써의 위상과 이론과 실무 바탕으로 구축되어

가고 있으며, 또한 관련단체의 재교육 등 프

로그램 개발 및 교육 강화, 국내건설회사와 

관련협회와의 지속적 협업화 등 업계의 전반

적인 조직 및 시스템구축에 따른 차별화된 

업계의 위상이 변화하여 가고 있다. 지역별 

분포현황은 표1에서 살펴보면 서울지역이 

45.2 % 경기, 부산지역이 20.8%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최근에 경기도의 많은 

업체가 증가 추세에 있다.

표 1. 실내건축공사업 지역별 면허분포 현황

또한 실내디자인산업은 건설산업의 경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건설경기의 

전망을 파악함으로써 국내 실내디자인 산업

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실내디자인산업

은 외적인 성장이 되었으나 최근의 환경변화

에 따른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내디자인 산업

은 향후 분야별 특화로 인한 전문성을 토대

로 새로운 디자인경영전략 및 경쟁력 강화, 

지식집약화를 통해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유망분야이다. 또한 정치적, 경제적 환경 변

화에 의한 기업 환경변화로 디자인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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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각되고 있으며, 현재에는 많은 기업들

이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디자인경영전략

을 펼쳐진다면 실내디자인산업의 시장은 환

경 변화에 따라 독자적인 전문영역으로 부각

되고 기업 전략의 핵심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개성화, 다양화, 차별적인 전략의 목표가 되

어 질 것이며 잠재력 제고에 기대된다.

2.3. 실내디자인 산업의 효용가치

실내디자인산업의 영역이 확대되어감에 따라 

디자인이 생활에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대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주변에 있는 모

든 것이 디자인과 관계가 있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다. 이러한 디자인의 발전을 위해 미

래의 디자인 활동과 디자인 정책은 디자인이 

경제 사회에서 차지하는 의의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3) 디자인이란 

무형자산4)이므로 실내디자인 산업이 차지하

고 있는 효용가치를 판단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디자인 산업이 고객과 사회

를 위한 일반적 가치를 파악해 본다. 첫째 

디자인 산업은 국민 생활을 충실하게 한다. 

둘째 디자인 산업은 수요를 창조하고, 산업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셋째 디자인 산업은 

생활 문화를 창조한다. 넷째 디자인 산업은 

창조력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준다.5) 디자인

3) 「산업 디자인」, Vol. 21, 1989.

4) 무형자산이란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무형자산뿐아니라 인식되

지 않는 기타 자산을 모두를 포함한 광범위한 의미의 무형자산

을 말한다. 즉, 기업의 가치사슬내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

든 요소들로서 학자마다 분류가 다양하다. 

그 일례로 Annie Brooking(1996)은 무형자산을①시장자산:브랜

드,명성,반복거래,유통경로,라이센스,계약②인간중심자산:집단적전

문기술, 창조적 문제해결 능력,리더쉽,경영기술③지적소유자산:기

업비밀,저작권,특허 및 상표권④인프라자산: 기업문화,위험관리,

재무구조,통신시스템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있다.

5) 장행수, 국내실내건축디자인산업의 마케팅전략에 방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 경영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99

은 물적 가치를 추구하는 산업사회에서는 그

다지 중요시되지 않았지만, 정보가치를 추구

하는 후기 산업사회에서는 경영 전략적 차원

에서 기업 경쟁력 제고의 매우 중요한 수단

으로 중요시되고 있다. 표2 에서와 같이 디

자인은 제품에 정보가치와 문화가치를 부가

함으로써 고객에게 가치를 창출해준다.

 구   분      산업사회      후기산업사회

 가    치

 자    원

 경제제도

 기    술

 산    업

 생    산

 판    단

 표    현

 물적가치(기능, 품질)

 자본, 기계

 분업화

 기계기술

 제조업(Hard)

 소품종 대량생산(양)

 이성의 시대

 언어적 표현

 정보가치(디자인, 이미지)

 기업문화, 기업이미지

 네트워크화

 전자기술

 서비스업(Soft)

 다품종 소량생산(질)

 감성의 시대

 시각적 표현

표 2. 고객의 가치에 대한 개념 변화6)

3. 실내디자인산업의 디자인경쟁력을    
   위한 디자인경영전략

3.1. 디자인경영의 의의

   디자인경영(Design Management)은 ‘디

자인’과 ‘경영’이 결합된 기업의 경영전략의 

핵심 요소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미국

에서는 「디자인 매니지먼트 저널(Design 

Management Journal: DMJ)」이 계간으로 

발간되어 이 분야의 지식 체계와 방법론의 

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디자인경영은 

디자인 자원을 기업 활동의 핵심 요소로 간

주하고 기업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 디자인

에 대한 정책, 조직 체계, 디자이너 체제, 그

리고 평가 등을 포함한 디자인 자원을 운용

하는데 필요한 일련의 지식 체계이다.”디자

6) 최민섭「디자인 구매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얗에 관한연구」

연세대 석사 학위논문,1996.12.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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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디자인경영 정의 요약

1
디자인은 비전(Vision)이라고 생각하고 싶다…디자
인을 전략적으로 경영하고…디자인경영은 꿈을 
주는 리더십(visionary leadership)이라고 한다.

2
대체로 조직의 아이덴티티는 공상과 현실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기능을 말한다. 디자인경영은 특히 
그와 같은 균형을 이루는데 잘 어울린다. 

3

자산경영(asset management)의 한계를 넘어서서 디
자인경영은 자세 경영(attitude management)이다. 
그것은 기업의 현상뿐만 아니라 심성을 동시에 
표현 한다…좋은 디자인경영은 조직의 특성을 이
해하고 그 속성을 전달시켜 준다. 

4
디자인경영은 제품, 더 나가서는 제조회사에 대한 
최종 사용자의 인식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핵심적인 전략적 혁신자이다.

5

디자인경영은 기업의 전략적 가치 기반(value 
proposition)을 잘 정의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그
리고 비전, 사명, 목표, 전략, 그리고 행동 계획에 
관한 명확한 규정으로 이어진다.

인경영에 대한 정의를 토마스 윌튼(Thomas 

Walton)은 다음 다섯 가지 내용으로 정리하

고 있다.

표 3. 토마스 윌튼의 디자인경영 정의요약7)

   실내디자인산업의 디자인경영은 곧 디자

인과 경영의 지식체계를 접합시켜 창의성과 

합리성이 유기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 궁극적으

로는 디자인을 통한 고객에게 가치제공과 기

업의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목표로 한

다. 그러므로 실내디자인산업의 디자인경영

의 핵심 내용으로는 디자인을 통해 사업이 

전개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사업의 여건과 분

위기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노하우, 

최고 수준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창출하기 위

한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디자인경영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또

한 디자인경영전략은 조직의 어떠한 수준에

7)  Thomas Walton, "Taking a Moment to Define Design 

Management",Design Management Journal, Vol.9, No.3, 

Summer, 1998, pp.5~8, 연구자 발췌정리

서 분석할 것 인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위내용에서 세부적인 디자인경영전략 차원의 

수립과정 개념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전략 기업의 종합적인 비전과 사업

목표를 설정하는 경영자원을 배분하는 일련

의 기업 활동을 말하며, 전략적 디자인관리

는 조직의 전반적인 범위와 디자인방향에 구

조, 재정, 인적 자원 면에서 회사의 방향과 

경쟁적 우위를 둘 수 있다. 둘째 비즈니스전

략은 각 기업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디자인 전략을 의미하며, 새로운 

시장과 미래의 고객만족에 역점을 두는 새로

운 차별화된 디자인 프로젝트에 전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기능별전략은 R&D, 

생산, 마케팅, 인사, 재무 등 각 기능별 전략

을 의미하며, 위 전략이 어떻게 관리되어지

고 있는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

분의 많은 전략 이론가들은 위 세 가지 수준

의 전략이 있다는데 동의하고 있으며, 디자

인 관리는 위 이론에 대부분 큰 영향을 미치

고 있으며 실내디자인산업에서도 큰 d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2. 실내디자인산업의 디자인 경영전략

   실내디자인산업은 제조업과 달리 수주산

업이며, 또한 디자인과 시공일 결합된 사업 

영역을 갖는다. 디자인차별화는 고객에게 최

고의 가치를 제공하며 이에 다른 디자인경영

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디자인 경

영전략이란 한기업의 디자인 활동에 의거 지

향해야할 목표를 설정해 주는 종합적이고 체

계적인 장기적인 디자인 기획이라 할 수 있

다. 즉 디자인은 대표적인 정보화 시대의 지

식산업이며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하여 경영의 지식 체계와 디자인

과 공유할 수 있는 마인드가 필요하다.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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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영체계와 기법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디자인 경영자체를 무시할 수 있으나 

정보화시대의 고객을 위한 서비스의 특성화

와 고급화 또한 다양한 욕구 창출하기 위하

여 수준 높은 디자인경영전략이 뒷받침이 되

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과연 우리 회사의 내

일은 있는가의 경영비전(vision)을 생각한다

면, 현재에서는 기업 경영의 중요한 전략부

분의 핵심으로 등장한 디자인경영 전략의 유

력한 문제해결이 아닌가 생각되어진다.  모

든 생활요소에 디자인이 중요시되고 있는 시

점에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경영전략의 일환

으로 중요하고, 디자인을 모든 조직의 장기

적인 경영전략을 활성화한다면 우리 회사의 

내일이 있는가의 경영비전은 미래를 최고로 

맞이할 수 있는 기업이 될 것 이다.

3.3. 실내디자인산업의 전략의 정의

최근에는 기업은 물론, 정부기관, 각 언론 등

에 전략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략은 날로 변화하는 환경에서의 

기업의 자원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하는 개념에서 시작된다.8) 

전략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이에 많

은 학자들에 의해 전략이란 용어가 정의되어

지고 있으며 전략의 적용 범위 또한 다양하

다. 전략에는 기업차원의 전략과, 사업단위의 

전략 등이 공존한다고 하였다.(햄브

릭:Hambrick 1983). 기업이 경쟁자보다 나

은 성과를 얻기 위한 성공적인 전략으로 연

구의 대표적인 포터(Porter 1980)의 본원적 

경쟁전략을 중심으로 전개 하고자 한다.

(1) 환경변화요인과 전략

  전략은 환경에 따라 결정된다는 결정론적 

8)곽수일「경영정책론-경영전략과 계획을 중심으로」, 법문사, 

1983.p.24

관점의 연구(Burns & Stalker 1961; 

Lawrence & Lorsch 1967; Galbraith 1973; 

Thompson 1967; Child 1972), 또한 환경 

전략이 환경에 적합할 경우 좋은 성과간의 초

점을 둔 연구로는 산업조직론의‘시장구조-실

행-성과(structure-conduct-performance)' 

패러다임이 그것이다. (Mason, 1939; Caves, 

1977) 또한 밀러(Miller 1987)는 전략이 환

경과 밀접한 관련성을 주장 한다. 「밀러에 

의하면 역동적이고 환경이 불안정한 상황일수

록 기술혁신과 마케팅 차별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차별화 전략에는 제품 혁신 위주의 

전략과 집중 마케팅/이미지 위주의 전략이 있

다(Miller 1986). 실내건축디자인산업의 환경

변화는 많은 전략적 요인이 분석된다. 경쟁력

을 위한 디자인차별화로 원가관리는 필수적이

다. 이러한 경우 제품 혁신은 효율성을 저하

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원가우위 디자인

은 환경변화의 안정성이 생긴다.

 환경이 예측 불가능하고 계속 변화하는 경

우 기업이 여기에 적응하려면 효율성이 낮아

지며 원가우위를 달성할 수가 없다.」9)

따라서 환경요인에 따라 전략이 무조건적으로 

결정되기보다는 의사 결정자에  따라서 선택

되어지는 일종의 환경 부분 결정론적 관점의 

연구(Child 1972; Miles & Snow 1978)도 

있다. 환경이 전략을 결정하든지 의사 결정자

에 따라 환경을 선택하든지 간에 환경변화요

인과 전략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

는 것은 부언할 수 없는 것 같다.

(2) 마케팅지향성요인과 전략

  마케팅지향성이란 이미 계획된 디자인을 

가격, 광고, 촉진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홍보

하는 후행적 마케팅활동(Reactive marketing)

이 아니라 시장조사, 고객조사 차별화된 디자

9) 문성암,「통합적 공급체인 관리를 위한 연구」, 연세대 석사

학위 논문,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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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획, 마케팅조직 등을 이용하여 어떠한 디

자인이 고객에게 이익을 줄 것인가를 반영하

는 선행적 마케팅(Proactive marketing)을 의

미한다. 상기 사실이 주는 마케팅지향성 요인

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디자인은 창의성에 의한 표현 예술이다. 이

에 개인의 표현과 연출을 통해서 고객들에

게 보여줌으로써 기업의 사명을 올바르게 

고객에게 전달 할 수 있다.

▪ 디자인은 무형성이기 때문에 일정한 가격 

책정이 어려우나 가격제고 뿐만 아니라 혜

택 제고를 통하여 가치 창출하여 경쟁력 

확보.

▪ 디자인 및 고품질 시공의 노하우의 축적에 

의한 기업문화 정립에 따른 마케팅의 효율

성 증진한다.

▪ 상기의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고, 서비스(A/S, 하자보수)를 통한 고객지

향 창출한다.

(3) 사업범위요인과 전략

실내디자인산업의 사업범위를 살펴보면 업무

유형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면 설계전문회사, 

시공전문회사, 설계 및 시공회사, 컨설팅회사

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사업유형에 따른 

분류는 개인회사,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주식

회사, 합작회사로 나눌 수 있다. 이에 전문 

영역으로써의 특수성을 가지며 영업 분야에 

따른 실내공간의 기능별 시설 분류하면 주거

공간, 근린생활시설공간, 유통판매공간, 업무

공간, 숙박시설공간, 보건․복지공간, 교육연구

공간, 체육․위락공간, 관람집회공간, 전시공

간, 종교공간, 운수시설공간, 특수시설공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4) 시장세분화 요인과 전략

고객들이 접하고 있는 경제, 사회, 정치, 문

화 등 거시환경의 변화와 유통구조혁신, 업

체간 과당경쟁 등 과업환경의 변화에 의해 

새로운 고객욕구가 나타날 수 있으며, 새로

운 고객집단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욕구

가 발생한 다수의 세분시장(고객집단) 중에

서 한 개 혹은 몇 개의 세분시장을 표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각 세분시장의 

크기와 성장성, 상대적 경쟁력, 기업(혹은 사

업단위)의 목표와 자원, 그리고 접근 용이성 

등을 장, 단기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10) 어

떤 기업이든 표적대상(target market) 또는 

세분화된 시장을 갖고 있어야 효율적인 마케

팅이 성립 될 수 있다. 현대의 기업은 전체

시장을 위한 전략보다는 자사의 강점 또는 

가장 성공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세분시장을 

선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실내디자인산

업의 시장 세분화란 디자인경영전략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특

성과 전문영역, 공간의 특성을 중심으로 세

분화하는 것을 말한다.

3.4. 실내디자인산업의 환경변화의 경쟁력 요인

(1) 환경변화에 따른 패러다임의 의의 및 역할

실내디자인산업의 경영환경의 변화는 일반․전
문건설업간의 겸업제한제도 폐지(법률개정

‘07.5), 하도급계획서 제출제도 도입(‘07.5법

률 개정), 사회보험료 정산규정 신설(법률개

정,’07.5),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및 재하도급 

일부허용(법률개정 07.5), 하도급공사정보망 

구축 및 입력 의무화, 전문건설업자의 원도

급 허용범위확대 등의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

고 있다. 또한 환경변화에 따른 실내디자인

산업의 경영패러다임의 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영패러다임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 경

영(조직)패러다임의 연구에서 보편적으로 사

용되는 패러다임의 의미는 경영(조직)전략의 

10) 박충한․오세조, 「마케팅관리」, 박영사, 1995, p.9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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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주 장 내 용
지료 및 

비고

Thomas 
S.Kuhn

-과학발전 과정에 있어서의 지배적인 사고 방식
-일반적으로 인정받는 과학적 업적/성취
-과학적으로 진행된 현장활동 가운데 모든 사람
들이 인정하는 例
-일정기간 동안 전문가집단에게 모형 문제와 해
답을 제공함

과학혁명의 
구조(1962)

Adam 
Amith

-일련의 공유된 전체(a shared set of assumption)
-우리가 세상을 내다보는 방법
-우리에게 세상을 설명하고변화내용을 예측하게 
함 

마음의 힘
(Power of 

Mind. 1975)

Shelby 
D.hunt

-학문의 기본적 성격에 관해 학자간에 이룩된 
엄격하지 않은 합의(loose consensus)
-학문 영역에서의 중요문제를 규정하고 이론개
발을 유도함

Marketing 
Theory(1975)

A.W.
Gouldne

r

-배후가정(background assumption)
-연구자의 성격에 내재한 정서적 인지 도구

The Coming 
Crisis of 
Western 

Sociology(19
70)

-한 시대, 한시기에 있어서의 지배적인 발상법
으로서 사물에 대한견해. 사고방식, 사고/행동
의 틀

발상과 
창조의 
거인 

혼다(1992)

ㅡ
-동시대에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고유형
으로서 과자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있
는 일련의 사고방식, 지식의 틀

현대용어의 
기초지식

ㅡ
-한 시대의 지배적 현상에 대한 견해로서 특히 
과학상의 문제를 다루는 전제가 될 만한 시대
에 공통되는 체계적인 상정

ㅡ

-과학의 역사/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
-일정영역의 과학자의 공동체를 지배하고 그 구
성원 사이에 공유된 
 ①사물에 대한견해. ②문제의 수립방식. ③문제
해결방식의 총체

 세계 대 
백과사전

기본구도로서 다음과 같은 범주의 역할을 갖

는다.11) 첫째 향후 10년 정도에 걸쳐 기업의 

조직 유효성을 극대화시키는 전략 기능. 둘

째 기업의 내,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 

설명, 예측 및 통제기능. 셋째 기업의 경쟁력 

원천을 설정하기 위한 기본적 배후 가정. 넷

째 비교 경영의 인식대상으로서 공통되는 사

고방식 내지 행동양식 등을 들 수 있다. 경

영패러다임의 개념에 대한 학자별 주장은 다

음과 같다.12)

표 4. 패러다임 개념에 대한 학자별 주장

(2) 실내디자인산업의 기존경영환경

  실내디자인산업은 정치, 경제사회의 성장

11)최석신(1995)“한국기업의 경영 패러다임 설정에 관한 연

구”「산업경제연구」p.51-52.

12)최석신(1995)“한국기업의 경영패러다임 설정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p.51-52

과 더불어 내, 외적인 성장이 이루어져 왔으

며, 기존경영환경의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여러 환경요인들을 발견 할 수 있다. 

▪ 건설시장 개방화에 따른 경쟁심화, 사회적 

상황 대응 전략에 따른 경영

▪ 해외건설 및 디자인업체 국내 상륙에 따른 

새로운 도약에 따른 경영

▪ 각 사별로 경쟁력 강화에 따른 전문성 증

대에 따른 차입위주의 경영 전략

▪ 매출액 증대 및 대형 Project 등장에 의한 

외형 성장 중심의 사고 일변도

▪ 대형 Project 외국사 디자인 용역(90% 이상)

▪ 새로운 시장(new market area)의 영역확

대경영(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의 변

화 요인)

▪ 고객의 의뢰받기 위해 전통적인 방법 탈피

하여 새로운 방법 모색 경영

▪ Project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전개하

여야 할 시점의 경영전략.

▪ 업체 과다 경쟁에 의한 덤핑에 의한 수주 

경영 및 정책 의존 및 정치 지향주의 경영

(3) 환경 변화의 파급 효과

   경영환경 요인 변화에 따른 동향으로는 

거시경제 및 사회문화적 변화를 들 수 있으

며 (정보통신발달,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변화

의 시대 도래, 글로벌화 국제자본시장 등장, 

노령인구의 증가 등), 건설 투자의 변화, 건

설 및 전문건설업의 관련 제도 및 정책 변화

(입찰 계약제도, 공공투자 및 민간투자사업 

제도, 주택 부동산 관련제도) 건설 생산체계

의 변화에 등의 건설경영환경 변화에13) 따른 

실내디자인산업분야에서도 새로운 전략과 그

에 따른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 이에 각종 

기업의 경영목표, 사업방식, 조직구조, 재무 

구조 등의 각종경영환경 요인의 변화를 가져

다 줄 수 있는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

13)환경변화와 건설경영패러다임의 전환“한국건설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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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에 의한 파급효

과 요인을 들 수 있다.

 전문화에 의한 수요 세분화로 인한 신수요 

증가, 원가 경쟁력의 중요성 증대, 디자인 차

별화에 의한 무한경쟁시대의 진입, 창조적 

전문성에 의한 핵심 경쟁요소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4. 환경변화에 따른 디자인경영전략의  

   경쟁적요인과 시사점

기업은 경영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 기업목

표를 달성하고 있으므로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 없이는 합리적인 경영활동을 수

행할 수 없다. 환경은 기업 외부요인으로 그

것은 기회 또는 위협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여러 환경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가장 중요

한 요인들은 경제적 요인, 시장과 경쟁요인, 

공급자와 기술적 요인, 지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 등이다. 이러한 요인에 위한 수요기반

의 위축, 양극화의 진전, 새로운 수요의 부

상, 원가상승 요인의 증가 및 핵심경쟁력 요

소의 변화 등 실내디자인업체들의 새로운 창

조적 경영전략 패러다임을 가질 것을 시사한

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전환점을 갖지 

못한다면 경쟁력을 상실한다는 사실은 당연

하다고 본다.

실내디자인산업의 전형적인 수주사업이며, 

고객으로부터 의뢰받은 프로젝트를 디자인 

기획, 설계, 시공하는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

문에 많은 시행착오도 일으킬 수 있는 공정

중의 하나이며, 공정에 따라 기업의 수익을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급격한 

환경변화와 환경변화가 주는 기회를 능동적

으로 활용할 수 있는 탄력성 등의 실내디자

인 산업의 전문영역별 특수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유리한 새로운 창의

적 경영전략 환경을 발견할 수 있겠다.

4.1. 환경변화의 실내디자인산업의 경쟁적    

        요인

급변하는 현대의 사회변화 및 새로운 시장이 

등장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적, 경제적, 문화

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내건축디자인산업

도 지역적 범위, 새로운 디자인 서비스 영역 

등 시장 환경이 변화함으로써 디자인 영역이 

확대되어 경쟁적 요인으로는 

첫째, 경제성장에 따른 소비의 양적확대에 

따른 질적 수준이 높아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시장의 양적확대와 더불어 

획일화된 시스템으로는 고객의 개성화, 다양

화 수요를 충족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전

문영역, 차별화로 인한 질적 수준 고려되고 

있다.

둘째, 라이프스타일(life style) 변화에 따른 

질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고객

들의 다양성, 높은 서비스를 요구함에 따라 

전문성에 의한 활동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셋째, 실내디자인 산업은 유리한 특성을 가

지고 있다. 즉 무형의 창의성에 의한 서비스 

산업이다.

넷째, 디자인 유행속도가 빠르게 진행 된다. 

이것은 실내디자인산업으로 하여금 기술적 

차별화나 세분화를 가능하게 하여 창업과 성

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다섯째, 시장의 규모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사항은 적은 투자

로 시장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점이다.

위와 같이 실내디자인산업의 사업영역 및 경

영전략에 있어 유리한 환경 존재하나 한편으

로 다음과 같은 불리한 환경이 존재한다.

첫째, 실내디자인 회사의 대부분 제한된 자

원이 한정되어 있다. 즉 재무자원, 마케팅 지

식, 시간의 제약 등이다. 또한 대분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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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에 있어서 시간의 제약을 많이 받는다.

둘째, 전문가 부족 현상. 디자인 진행절차는 

고객으로부터 의뢰 받은 프로젝트를 기획-설

계-시공 등으로 이루어지며, 이에 따른 각 

분야별 전문가가 필요하다. 즉 디자인기획자, 

설계자, 재료기획자, 디자인요소기획자 등의 

전문가가 필요하나 일반적으로 한사람이 진

행한다는 점이다.

셋째, 시장에 대해 제한된 영향력을 지닌다.  

이에 따라 디자인 분야에서도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전통적인 방법을 탈피하여 새로운 

환경 변화 요인에 따라 보다 과학적이고 합

리적으로 전개시켜야 할 시기에 도달했다고 

본다. 실내디자인의 근본목적은 실내공간을 

중심으로 사용목적과 요구되는 기능을 충족

시키는 행위를 포함하며 인간생활의 중시에 

있는 것으로, 고객이 의뢰한 프로젝트를 시

장조사부터 시작하여 디자인 전개, 프레젠테

이션, 수정보안, 피드백, 테스트, 확정, 시공 

및 생산과정을 거쳐 실체화되는 디자인 프로

세서에서 기업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하

는 도구로서, 기업과의 경영관계는 물론, 사

회 전반적인 측면을 이해하여 효율적인 디자

인 매니지먼트가 필요한 것이다.

4.2. 환경변화에 따른 디자인경영전략 시사점

실내디자인산업은 하나의 창의력에 의한 발

상으로 디자인의 가치를 경쟁력을 높여 새로

운 시장 기회의 창출의 발판이 되는 핵심 경

쟁력 요소이다. 이러한 시점에서의 새로운 

전환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여러 요인들

이 있지만 실내디자인산업의 새로운 경영 패

러다임의 디자인경영전략이 설정 되었을 때

는 기업 생존의 내실을 다져 경쟁력을 창출

할 수 있다.

실내디자인산업이 새로운 디자인경영전략 방

법의 환경변화에 역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건축과 더불어 이제 소프트산업, 지식산업이

라고 보고 있다. 디자인보다 시공위주의 산

업에서 전략적 핵심역량경영에 의한 지식산

업으로 이전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를 위해 

실내디자인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자산과 

핵심역량을 발견하고 기업의 경쟁력은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양질의 지식을 창출

할 수 있는 경쟁력의 그 가치를 측정해야 한

다. 실내디자인산업은 고객이 의뢰한 수주산

업이며, 감성창출이라는 창의력, 창조적 미래

의 고부가 가치의 새로운 지식기반의 산업으

로 성장할 것으로 확신된다. 이에 고객에게 

정보화 및 지식사회에 따른 새로운 고객들에

게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사전관리와 

경영혁신이 최우선 과제가 선행되어 경영의 

핵심 포인트가 돼야 하며, 이러한 환경변화

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새로운 디자인 경영 

전략을 수립, 시행할 때 오히려 성장의 기반

을 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직시에 

당면한 실내디자인산업의 새로운 변화환경에 

전략방향의 시사점은 기업의 규모와 무관하

게 모든 기업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규모와 자원 역량에 따라 한계점 등

이 나타날 수 있으나 적합한 디자인경영전략

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차별화로 고객의 가치를 창조하는 

고객중심 마인드의 기업으로 전환해야한다.  

 "현대기업의 목적은 이윤의 극대화가 아니

라 고객의 창조"14) 이는 기업의 생존을 결정

하고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를 결정하며 발전

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여기에 달려 있기 때

문이다. 실내디자인산업의 고객가치는 디자

인기술력과 엔지니어링의 능력을 들 수 있으

며 기업의 디자인 제안력 강화와 디자인․시공

14) Peter F. Druckerr Management : Tasks, Responsibilities. 

Practices(New York: Harper ＆Row,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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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품질 및 안전등 고객으로부터 신뢰와 높

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비용의 경쟁력, 디

자인기술개발력, 디자인기술제안력 등의 고

객중심의 마인드로 전환하여 기업의 경쟁력

을 가져야겠다.

   또한 내실 위주의 전략에 따른 주주, 고

객 가치의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실내디자인

산업의 기업들의 다음과 같은 디자인경영전

략을 가져야한다. 디자인품질․성능 보증 및 

정보공개, 가시화․시물레이션, 수치화․모니터

링,납득성 등의 키워드로 고객의 기대치를 

초과하는 디자인기술과 서비스로 고객경영을 

해야한다. 이러한 경쟁력을 갖추어질 때 재

무구조개선(매출원가, 금융비용, 판관비관리) 

및 수익성 구조개선(영업이익, 현금흐름, 자

기자본이익률, 투하자본수익률)등의 전략방향

을 전개 했을 때 주주, 고객 가치의 극대화

에 기여할 수 있다.

(2) 디자인차별화 경쟁력에 의한 안정성과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한 원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 해야한다.

 기업의 선택적 집중에 위한 원가 경쟁력 제

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은 수익창출 기능과 

유지발전 기능의 균형 회복할 수 있다. 이에 

디자인경쟁력 강화(디자인제안 및 디자인 차

별화), 시공에 관계된 능력 강화(기존디자인 

및 공사에 대한 공사 유형별 공종별 관리에 

의한 견적능력 , 공사전후 단계별 실행예산

시스템구축, 등록업체 정예화․통합발주 확대 

등에 의한 외주 및 자재관리 시스템 개선)등

에 의한 원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

축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3) 전문인력을 위한 우수인재․무형자산의 중

요성 부상,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해야한다.

전문인력은 기업의 디자인 경쟁력의 원동력

이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한 우수인재육성 

디자인경영전략 경력개발이 가능한 교육․훈련

체계마련, 개인의 성과 와 조직성과의 연계

강화․평가방식의 객관성 및 공정성에 의한 성

과 중심의 평가체체 구축, 리스크 관리 경영 

도입 및 확대, 윤리경영과 투명성 제공에 의

한 새로운 디자인경영전략이 필요하다.

(4) 디자인차별화에 의한 디자인 브랜드 차

별화에 의한 가치 제고한다.

 디자인 차별화에는 우선 표준화․단순화․규격

화에 의한 디자인․시공개발을 통한 경쟁상의 

우위성 확보 경영, 창의적․감성적 마케팅 활

동의 통합과 과학화 와 경영, 시장, 이미지, 

디자인차별화 에 의한 인지도 제고 및 사업

지원 강화에 역점을 두어야한다

(5) 조직의 효율성 성과 효과성제고 

 책임과 권한의 명확화, 조직 내 견제와 균

형유지, 기능의 집중과 분산균형유지, 관리기

능 축소를 통한 적정 체형 유지, 사업지원 

기능의 강화, 수익창출 기능과 유지발전 기

능의 균형회복 이루어져야 한다.

5. 결론

  현재의 글로벌 경영 체제와 국내 건설시장

의 불확실성 시대 환경변화에 적극적이고 기

업의 생존은 새로운 창조적 디자인경영전략

을 기업들이 가져야할 제일 중요한 사안이

다. 본 연구는 경제적인 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실내디자인산업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 되어 가는 추세에 따라 기존 경영전략

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창조적 디자인경영전

략의 중요성이 대두되어지고 있다.

  또한 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 디자인업계의 

국내 진출로 경쟁은 점점 치열해 있다. 따라

서 이러한 경쟁 사회에서 전문화되고 과학적

인 디자인경영전략이 필요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결과 환경변화에 따른 실내디자인산

업의 새롭게 부상하는 디자인경영전략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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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요인은 첫째, 디자인차별화로 고객의 가치

를 창조하는 고객중심 마인드의 기업으로 전

환해야 한다. 둘째, 디자인차별화 경쟁력에 

의한 안정성과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한 원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해야한다. 

셋째, 전문인력을 위한 우수인재․무형자산의 

중요성 부상,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해야한다. 

넷째, 디자인차별화에 의한 디자인 브랜드 

차별화에 의한 가치 제고해야한다. 다섯째, 

기업의 조직효율성 제고 및 재무구조의 안정 

등 5가지로 요약 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실내디자인 산업의 기존의 

경영전략과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디자인

경영전략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제시 

않은 한계가 있다. 기본적으로 제시된 새로

운 디자인경영전략은 기업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실내디자인기업들의 디자인경영전략에 유

용하게 쓰일 것이며, 향후 디자인경영전략을 

수립하는데 참고자료로 매우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는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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