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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world industry trends is moved from manufacturing to service. As a result product-market ideology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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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세계의 산업 동향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

로 이동하고 있다. 제조업 기반의 로벌 기업, GE, 

LEGO, IBM 등이 차 으로 제품의 서비스화, 서

비스의 제품화 사상을 심으로 소비자 심의 가

치 창출과 달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특히 Apple

의 아이폰 같은 경우, 제품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

용자 심의 디자인(UX Design, User eXperience)

을 고려, 고객의 제품 구입과정부터 폐기과정까지

의 로세스를 디자인하여 서비스 랫폼 역할을 

함으로써 매출 증 가 이루어졌다. 이는 제품보다 

사용자 지향의 서비스가 미래 산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이다.

하지만 국내 디자인 산업은 단지 디자이 의 능

력에 의존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사용자 심의 디

자인이 아닌 제품의 심미성만을 강조하여 고부가

가치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세한 수 에 머물러

있다. 한 국내 주요기업도 기업의 경쟁력 강화

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디자인 컨설  

역을 인지하고 있으나, 국내 디자인 문 기업

이 아닌 국외 기업과 업을 하고 있어 디자인 산

업의 경쟁력 강화에 역량이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해서는 디자인 기업의 

성장을 한 육성 략을 수립하고, 디자인 문 

기업이 서비스 디자인 의 디자인 컨설 의 

요성을 깨닫고 서비스 디자인에 한 인식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디자인 산업에서, 기획에서 폐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로세스화한 사용자 심의 서비스 

디자인은 서비스사이언스가 추구하고 있는 서비스 

설계와 근법의 과학화를 한 새로운 사업 역

으로 인식되는 과정에 있고, 정확한 개념과 산업

에서의 상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가가치를 극 화하고 디자인 사업계

의 신을 이 올 수 있는 서비스 디자인의 개념

을 제시하고, 국가  차원에서 육성을 한 방안

과 실행과제를 도출하 다.

2. 서비스 디자인 개요

2.1 서비스 디자인 정의

재 서비스 디자인은 학문  연구나 이론정립

이 미비하여 디자인 역, 경 학 역, 공학 역 

실무 문가들에 따라 개념과 정의가 다르게 나타

나고 있는 상황이다. 국의 라이  워크(live work)

나 엔진 그룹(engine group), 미국의 피어 인사이

트(peer insight) 등 디자인 문기업은 고객의 

과 만족을 한 여러 요소를 통합 으로 설계하

여 반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18-20]. 이밖에 

서비스 디자인은 고객과 서비스의 을 통해 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활동과 서비스의 비형상  

사상을 구체화할 수 있는 근법으로 제시한 정의

도 있다[4, 5].  해외에서는 서비스 디자인을 새

로운 서비스에 한 설계와 스 치를 뜻한다고 보

았다[15].

경   공학 역에서 서비스 디자인은 서비스 

설계와 구조화를 한 과학  근법  하나인 서

비스 청사진(service blueprint)의 개념으로 사용되

어 왔다. 서비스 청사진이란 제품의 모양과 형태, 

제조에 필요한 로세스를 나타내는 것으로 청사

진(blueprint)을 사용했던 것에 기인되었다. 서비스 

청사진은 서비스 시스템을 정확하게 묘사하여 서

비스를 제공하는데 계되는 각자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역할  에 상 없이 서비스를 이해

하고 객 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표화 된 것

으로 말할 수 있다. 한 서비스 청사진은 서비스 

디자인 과정에 향을 끼치는데 서비스가 이루어

지는 과정을 미리 묘사함으로써 상치 못한 실패

시 을 측하고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불필요한 

과정을 이면서 서비스 디자인을 묘사하는데 도

움을 다고 말하고 있고[9] Holdford and Ken-

nedy의 제약 업계에서 서비스 청사진 용 연구는 

서비스 청사진은 디자인과 서비스의 시행, 서비스

의 평가를 하는데 유용한 도구라는 결론을 내렸다

[13]. 즉 간단히 이야기하여 서비스 청사진이란, 서

비스가 달되는 모든 과정을 다이어그램으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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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볼 수 있고[10] 결국 서비스 디자인의 

연구는 마 , 조직 행동, 심리학, 략 수립, 

략 기획, 정보 시스템, 경제를 포함한 총체 인 서

비스 리를 고려해야 한다[8].

2.2 서비스 디자인의 요성

경제의 서비스화는 국가 경제의 생산, 고용, 소

비, 수출입 등에서 서비스 산업의 비  증가와 제

조업과의 연  계 상승으로 서비스 산업의 비

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 으로 경제가 발

할수록 경제의 서비스화가 심화된다. 2007년 기

으로 해외 선진국의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고 있

는 매출액 비 은 미국(70.0%), 일본(55.0%), 국

(66.9%, 2006년 기 ) 등으로 우리나라(40.4%)보

다 수 이 높다.  ‘제품 주의 서비스’를 고객에

게 제공하는 문화에서 ‘서비스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매 문화가 달

라지면서 서비스를 한 도구 개발, 기술, 시스템 등

이 발 하게 되었다[7].

이에 따라 통  사업 역인 제조업의 서비스

화는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상된다[3]. 

IBM은 하드웨어 매 심의 기업이었으나 재

는 컨설  심의 서비스 기업으로 변모해 오고 있

다. Apple은 제품인 아이팟과 아이폰, 아이패드 등

과 서비스 iTunes, 앱스토어 등을 통합하여 생태

계를 구축하는 서비스 심 사업모델로 격한 발

을 이루고 있다. 이때 요한 것은 사용자나 고

객이 경험해보지 못하면 가치를 알 수 없는 ‘경험

재’의 속성을 얼마나 반 했는지의 여부이다. 따라

서 서비스 디자인이 세계  이슈가 되어가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요한 마  역에서는 단지 고객에게 매력

이게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고객마다 다른 요구를 

악하여 가치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해서는 서

비스 디자인의 용이 요하다[17].

일반  제품 디자인의 경우, 심미성을 요하게 

생각하지만 서비스 디자인은 사용자를 우선 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는 사용자, 고객이 존

재하는 모든 산업에 용될 수 있다. 성공 인 서

비스는 새로운 근방법을 필요로 하며 이 때 

근방법은 소비자의 요구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때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기

술의 한계까지도 생각해야 한다[12, 14]. 따라서 서

비스 디자인에서는 디자이  뿐만 아니라 마 터, 

심리학자 등 각 분야의 문가들이 참여하기 때문

에 이러한 근법이 필요하다. 서비스 디자인은 서

비스 엔지니어링(service engineering), 서비스 마

(service marketing), 서비스 사이언스(service 

science) 등과 미래 디자인 방향을 한 핵심 키워

드로 소개받고 있다[11]. 

3. 산업육성을 한 서비스 모델

3.1 산업육성의 방향성

산업육성은 보편 으로 산업 정책의 일환으로 알

려져 있으며, 개념화를 한 학문  논의의 부족

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산업정책은 일

본의 문화, 경제 특수성을 반 한 자생  개념으

로 주장되고 있으며, 한국의 정책 한 이를 받아

들여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6]. 산업육성은 법

제도 개선, 자 지원, 련 요소 기술 개발, 문 

인력 양성, 인 라 구축 등과 같은 근법으로 구

성된다.

산업육성을 한 정책의 은 공정한 시장 환

경을 조성하는 데 목 을 둔다. 하지만 한 산업에

는 여러 목 과 방향을 가진 이해 계자들이 존재

하고 있어, 이들의 목 을 상호 보완하는 형태로 

정책이 설계된다. 이와 련하여 Simon은 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진 이해

계자가 하나 이상의 양립할 수 없는 목표를 보유

함에 따라 서로의 목표 실 을 방해할 수 있음을 

제시하 다[16]. 이 과정에서 기업이 추구하는 이

익 창출  독 추구라는 방향과의 합의가 요구된

다. 이때 공통의 목 달성을 해 서로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정부차원과 민간차원의 극  참여로 

산업육성을 이루고자 하는 근법이 서비스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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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권 인 등[2]).

3.2 산업육성과 3Level 서비스 모델

서비스 모델에 한 정의는 첫째, 서비스를 제

공하는 에서 소비자, 고객에게 소비자를 효과

으로 달할 수 있도록 설계, 모델링하는 

이다. 이는 서비스 도출(NSD, New Service Deve-

lopment), 서비스 설계, 그리고 서비스 구   평

가 등의 단계로 되어 있으며 최종 결과물은 서비

스 청사진 형태로 나타난다.  다른 은 비즈

니스 모델에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소

비자에게 달하고 마  등을 통해 어떻게 돈을 

벌 것인지 등에 한 수익성에 해 맞춰져 있다. 

이는 비즈니스 모델이 수익성을 높이기 해 필요

한 기업의 활동이 심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서비스 모델은 정책보고서 혹은 컨설  보

고서와 다른 부분은 두 보고서와는 달리 서비스 

모델은 수익 혹은 가치 창출을 으로 하고 

있다는 이다. 정책 보고서는 분야 문가에 의

해서 주도되며 산업의 방향에 해 제언을 하는 

보고서이고 컨설  보고서는 컨설  문 기업 주

도로 작성되며 략 등 특정 분야를 으로 

한다. 하지만 서비스 모델은 수익, 가치창출을 목

표로 략, 조직, 로세스, 기술을 종합 으로 고

려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다만 산업육성을 해서는 기업 수 에서의 활동

뿐만 아니라 국가  산업 수 에서의 활동도 동시

에 고려해야 한다. 즉 국가 수 의 NSM( National 

Service Model)은 국가 차원의 산업 간 융합을 통

한 신산업모델 는 정부 차원의 새로운 신 모

델이 치한다. 산업 수 은 국가가 보유하고 있

는 핵심 산업별로 필요한 신산업모델(ISM, Indus-

try Service Model)이며 마지막 수 은 개별 기업 

수 의 신사업모델(CSM, Corporate Service Mo-

del)로 설명될 수 있다[2]. 

4. 연구설계

문헌연구를 통해 정의된 서비스 디자인의 상과 

문제 을 악하기 해 서비스 디자인 련 문

가 10인을 상으로 개방형 설문을 실시하 다. 개

방형 설문은 서비스 모델에서 NSM(National Ser-

vice Model)의 인력양성, R&D, 법제도개선, 기반

조성(자 지원) 4가지 역과 ISM(Industry Ser-

vice Model)의 지식(컨설 ), 지원 서비스를 심으

로 부족한 부분  문제 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 다. 이후 개방형 설문의 응답결과를 토 로 

이를 개선하기 한 방안에 해 서비스 디자인 

문가 그룹을 상으로 FGI를 수행하 다. FGI 결

과를 토 로 도출된 략과제를 상으로 국가가 

선행 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업의 우선순

를 평가하기 한 폐쇄형 설문을 실시하 다.

5. 분석결과

5.1 개방형 설문 결과：  서비스 디자인 

산업의 문제

설문에 한 분석 결과 자주 언 되는 문제 으

로 <표 1>과 같이 서비스 디자인 교육 부족, 서비

스 디자인 문가 양성 조성 기반 미비, 서비스 디

자인 성공요인 측정도구 부족, 서비스 디자인 기

업 략, 성공요인에 한 연구 부족, 서비스 디자

인 해외 황 조사 부족, 서비스 디자인에 계된 

공 자, 수요자에 한 연구 부족, 서비스 디자인

에 한 정량  연구 부족, 서비스 디자인에 한 

정책마련 부족, 서비스 디자인 사업에 한 지원 

미비, 서비스 디자인 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정

책 부족, 서비스 디자인 시범사업에 한 투자 부

족, 공공분야에 용되는 서비스 디자인 투자부족 

등의 순으로 응답이 높았다. 

주목해야 할 은 R&D 역에서 서비스 디자

인에 한 체계  연구 방법의 부재를 문제 으로 

지 했다는 것이다. 서비스 디자인의 기업 략, 

성공요인에 한 연구, 측정도구, 정량  연구부족 

등의 문제 은 서비스 디자인을 단순히 디자인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서 과학

이고 분석이 가능한 정량  연구 방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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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서비스 디자인 산업의 문제 (n = 10, 복응답)

구 분 내용 빈도수

인력양성

서비스 디자인 교육 부족 11

서비스 디자인 문가 양성 조성 기반 미비 10

서비스 디자인 문가 간 네트워크 구축 미비 8

서비스 디자인 확산을 한 로드맵 부족 7

서비스 디자인에 한 인식 부족 7

서비스 디자인 문가와 정부 련 기 간의 커뮤니 이션 부족 6

R&D

서비스 디자인 성공요인 측정도구 부족 14

서비스 디자인 기업 략, 성공요인에 한 연구 부족 13

서비스 디자인 해외 황 조사 부족 12

서비스 디자인에 계된 공 자, 수요자에 한 연구 부족 11

서비스 디자인에 한 정량  연구 부족 11

서비스 디자인 기 연구 부족 9

산업, 기업간의 공동연구 부족 6

타 분야와의 융합인식 부족 5

서비스 디자인은 제품디자인에 국한되어 있다는 인식 4

법, 제도개선

서비스 디자인에 한 정책마련 부족 15

서비스 디자인 사업에 한 지원 미비 12

서비스 디자인 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정책부족 11

서비스 디자인에 한 개념정립 미비 7

서비스 디자인이 단순히 ‘디자인’이라는 인식 7

서비스 디자인이 디자이 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는 인식 6

기반조성
(자 지원)

서비스 디자인 시범사업에 한 투자부족 11

공공분야에 용되는 서비스 디자인 투자부족 10

는 의견이 나왔다.

5.2 FGI 결과 Ⅰ：문제  해결 방안

개방형 설문을 통해 도출된  서비스 디자인 산

업의 각 문제 에 한 해결방안을 FGI를 통해 도

출하 다. 그 결과 서비스 디자인 문 인력 양성

을 한 반 인 교육 지원 등을 한 서비스 디

자인 교육 로그램 개발 역, 서비스 디자인 

문가간의 업 등을 한 문가 네트워크 구축, 

서비스 디자인 문 인력의 실질 인 지원 등을 

한 종사자 지원 체계화, 체계 이고 과학 인 방

법론 개발 등을 한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 구축, 

타 산업 간의 연구 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서비스 디자인 연구력 향상, 서비스 디자인

의 지속 인 연구 등을 한 서비스 디자인 연구 

체계화, 서비스 디자인 연구 성장을 해 정책

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시한 서비스 디

자인 연구제도 확립, 반 인 산업계에서 서비스 

디자인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는 

서비스 디자인 산업 확산, 서비스 디자인 연구를 

한 물리 인 지원 등을 한 서비스 디자인 연

구 확산, 서비스 디자인 연구를 넘어서 산업으로

써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 지원방법 등을 제시한 

서비스 디자인 개발 활성화, 서비스 디자인 산업 

육성을 한 체계 인 지원 등을 제시한 서비스 

디자인 산업 활성화 략수립 등과 같은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세부 항목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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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도출된 문제 을 한 개선방안( 략과제)

문제 략과제

서비스 디자인 교육 부족

디자인 련 업 문 인력 서비스 디자인 재교육

디자인 련 학과 서비스 디자인 교육 지원

서비스 디자인 력포럼 구축

서비스 디자인 문가 사교육 기  양성

서비스 디자인 공학과 개설

서비스 디자인 문가 양성 조성 기반 미비

디자인 련 업 문 인력 서비스 디자인 재교육

다양한 분야의 문인력, 서비스 디자인 진입 교육  지원

디자인 련 학과 서비스 디자인 교육 지원

서비스 디자인 문 인력풀 구축

서비스 디자인 문가 양성 커리큘럼 구성 사업

서비스 디자인 문 인력의 직   연 체계 가이드 제시

서비스 디자인 력포럼 구축

서비스 디자인 문가 사교육 기  양성

서비스 디자인 공학과 개설

서비스 디자인 성공요인 측정도구 개발
서비스 디자인 기업 략, 성공요인 연구방법 개발

서비스 디자인 성공요인 측정도구 개발

서비스 디자인 기업 략, 성공요인에 한 연구 부족
서비스 디자인 가치평가 도구 개발

서비스 디자인 비즈니스 모델 개발

서비스 디자인 해외 황 조사 부족
해외/국내 서비스 특성 연구

해외/국내 서비스 디자인 트 드 연구

서비스 디자인에 계된 공 자, 수요자에 한 연구 부족

서비스 디자인 개방형 연구센터 설치

타 산업 간 융합 연구도구 개발

서비스 디자인 사회  향 연구

학제 간 융합연구 방법 개발

서비스 디자인 연구제도 확립 필요성 서비스 디자인 육성을 한 마스터 랜 구축

서비스 디자인에 한 정량  연구 부족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Tool) 개발 육성

서비스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서비스 디자인 설계  업무 표 화 연구

서비스 디자인 기 연구 방법 개발

서비스 디자인에 한 정책마련 부족

서비스 디자인 기술 연구 개발 정책

서비스 디자인 확산을 한 도입 기업 지원 정책

디자인 련법 상 서비스개념을 도입한 법 개정

서비스 디자인 사업 육성정책 확립

서비스 디자인 사업에 한 지원 미비

서비스 디자인 확산을 한 도입 기업 지원 정책

서비스 디자인 사업 육성정책 확립

서비스 디자인 문기업 해외 진출 육성 정책

서비스 디자인 신사업 발굴

서비스 디자인 기업 세  감면

서비스 디자인 략 기업 후원

서비스 디자인 지원 문기  설립

서비스 디자인 비즈니스 모델 개발

서비스 디자인 지식  데이터 공유 DB 구축

서비스 디자인 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정책부족 서비스 디자인의  인식 확산을 한 지원정책

서비스 디자인 시범사업에 한 투자부족
서비스 디자인의  인식 확산을 한 지원 정책

서비스 디자인 시범사업 투자

공공분야에 용되는 서비스 디자인 투자부족 공공서비스의 서비스 디자인 도입 개발  보완 사업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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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주요 략과제별 우선순  평가(n = 10, 복응답)

분류 략과제 우선순 응답횟수

인력양성

디자인 련 업 문 인력 서비스 디자인 재교육 1 20

다양한 분야의 문 인력, 서비스 디자인 진입 교육  지원 2 19

디자인 련 학과 서비스 디자인 교육 지원 3 18

서비스 디자인 문 인력풀 구축 4 16

서비스 디자인 문가 양성 커리큘럼 구성 사업 5 16

디자인 문 인력의 직   연 체계 가이드 제시 6 12

서비스 디자인 력포럼 구축 7 8

서비스 디자인 문가 사교육 기  양성 8 5

서비스 디자인 공학과 개설 9 3

R&D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Tool) 개발 육성 1 17

해외/국내 서비스 특성 연구 2 15

해외/국내 서비스 디자인 트 드 연구 3 14

서비스 디자인 육성을 한 마스터 랜 구축 4 12

서비스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5 12

서비스 디자인 설계  업무 표 화 연구 6 11

서비스 디자인 가치평가 도구 개발 7 10

서비스 디자인 개방형 연구센터 설치 8 7

법․제도 
개선

서비스 디자인 기술 연구 개발 정책 1 18

서비스 디자인 확산을 한 도입 기업 지원 정책 2 17

디자인 련법 상 서비스 개념을 도입한 법 개정 3 17

서비스 디자인 사업 육성정책 확립 4 14

서비스 디자인 문 기업 해외 진출 육성 정책 5 13

공공 서비스의 서비스 디자인 도입 개발  보완 사업 확 6 9

서비스 디자인의  인식 확산을 한 지원 정책 7 8

기반조성

서비스 디자인 신사업 발굴 1 17

서비스 디자인 기업 세  감면 2 15

서비스 디자인 략 기업 후원 3 14

서비스 디자인 시범사업 투자 4 11

서비스 디자인 지원 문기  설립 5 10

서비스 디자인 비즈니스 모델 개발 6 8

서비스 디자인 지식  데이터 공유 DB 구축 7 3

지식서비스
(컨설 )

서비스 디자인 기 연구 방법 개발 1 12

서비스 디자인 산업 육성을 한 로드맵 구축 2 10

서비스 디자인 사회  향 연구 3 5

학제 간 융합연구 방법 개발 4 3

지원서비스

서비스 디자인 기업 략, 성공요인 연구방법 개발 1 11

서비스 디자인 성공요인 측정도구 개발 2 10

타 산업간의 융합 연구도구 개발 3 7

5.3 FGI 결과 Ⅱ： 략과제 우선순  평가

디자인 서비스를 심으로 디자인 산업 육성을 

한 략  방안에 한 문가 그룹 인터뷰 결

과를 토 로 국가가 주도 으로 지원해야 하는 국

가차원의 지원 방안인 NSM의 4가지 역인 인력

양성, R&D, 법 제도 개선, 기반조성 역과 국가

의 공익성과 기업의 효율성을 상호 보완할 수 있

는 산업 수 의 지원 역, 즉 ISM에서는 지식서

비스(컨설 )와 업을 가능하게 하는 지원서비스 

역 별로 응답 결과를 분류하 다. 그 결과 <표 

3>과 같이 NSM 역에서 도출된 총 31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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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략과제 Magic Quadrant

 요도가 낮은 과제를 제외한 인력양성 6개, 

R&D 개발 7개, 법․제도 개선 5개, 그리고 기반조

성을 한 5개 과제 등 총 23개 과제를 도출하

다. ISM 역은 지식 서비스 2개, 그리고 업을 

한 서비스 2개 과제 등 4개 과제를 도출하 다.

산업 육성을 한 과제로는 디자인 련 업 

문 인력 서비스 디자인 재교육, 다양한 분야의 

문 인력, 서비스 디자인 진입교육  지원, 디자인 

련 학과 서비스 디자인 교육 지원, 서비스 디자

인 문 인력풀 구축, 서비스 디자인 문가 양성 

커리큘럼 구성 사업, 서비스 디자인 학계 계자 

지원 사업, 디자인 문 인력의 직   연 체계 

가이드 제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R&D 역에

서는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Tool) 개발 육성, 해외

/국내 서비스 특성 연구, 해외/국내 서비스 디자인 

트 드 연구, 서비스 디자인 육성을 한 마스터

랜 구축, 서비스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서비

스 디자인 설계  업무 표 화 연구 순으로 나타

났으며 법․제도 개선 역에서는 서비스 디자인 

기술 연구 개발 정책, 서비스 디자인 확산을 한 

도입 기업 지원 정책, 디자인 련법 상 서비스개

념을 도입한 법 개정, 서비스 디자인 사업 육성정

책 확립, 서비스 디자인 문기업 해외 진출 육성

정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반 조성 역에서

는 서비스 디자인 신사업 발굴, 서비스 디자인 기

업 세  감면, 서비스 디자인 략 기업 후원, 서

비스 디자인 시범 사업 투자 등의 순으로 나타났

고 지식 서비스(컨설 ) 역에서는 서비스 디자인 

기  연구 방법 개발, 지원 서비스 역에서는 서

비스 디자인 기업 략, 성공요인 연구방법 개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5.4 과제 평가：Portfolio Quadrant 분석

언 된 횟수가 거나 상 으로 요도가 낮

아 제거된 과제를 제외하고 보편 으로 사업의 우

선순 를 평가하는 척도로 활용되는 요도와 시

성에 한 평가(7  리커트 척도)를 한 결과 [그

림 1]과 같이 나타났다. 27개의 과제  략 으

로 19개의 과제가 Quick Win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과제는 시 하지는 않으나 요

한 과제로 평가되었다.

먼  략 으로 요한 과제로는 인력양성, R&D, 

법제도 개선, 기반조성, 지식 서비스  업을 

한 지원서비스 모든 분야에서 나타났으며, 주요 내

용은 첫째, 서비스 디자인에 한 개념 보 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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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략과제별 우선순  평가(n = 10)

응방안 시 성 요성 략  가치

26. 서비스 디자인 지원 문기  설립 6.2 6.3 

우선 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21. 서비스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6.3 6.2 

27. 서비스 디자인 산업 육성을 한 로드맵 구축 6.1 6.1 

1. 디자인 련 업 문 인력 서비스 디자인 재교육 6.2 6.1 

22. 서비스 디자인 문 기업 해외 진출 육성 정책 6.1 6.0 

12. 서비스 디자인 문 인력풀 구축 5.7 6.1 

14. 서비스 디자인 산업 육성을 한 마스터 랜 구축 5.7 6.3 

8. 서비스 디자인 확산을 한 도입 기업 지원 정책 5.8 6.0 

4.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Tool) 개발 육성 5.8 5.9 

9. 서비스 디자인 신사업 발굴 5.0 6.3 

23. 서비스 디자인 설계  업무 표 화 연구 5.3 6.1 

7. 서비스 디자인 기술 연구 개발 정책 4.9 5.9 

2. 다양한 분야의 문 인력, 서비스 디자인 진입 교육  지원 5.3 5.8 

25. 서비스 디자인 략 기업 후원 4.8 5.6 

11. 서비스 디자인 기업 략, 성공요인 연구방법 개발 5.1 5.6 

24. 서비스 디자인 가치평가 도구 개발 5.0 5.3 

6. 해외/국내 서비스 디자인 트 드 연구 4.6 5.3 

17. 서비스 디자인 사업 육성 정책 확립 5.3 5.3 

19. 서비스 디자인 시범사업 투자 5.5 5.0 

18. 디자인 련법 상 서비스 개념을 도입한 법 개정 3.8 5.8 

시 하지는 않음

3. 디자인 련 학과 서비스 디자인 교육 지원 4.5 5.3 

5. 해외/국내 서비스 특성 연구 4.7 5.1 

13. 서비스 디자인 문가 양성 커리큘럼 구성 사업 3.4 5.3 

10. 서비스 디자인 기 연구 방법 개발 4.8 5.1 

15. 서비스 디자인 기업 세  감면 3.6 4.8 

16. 서비스 디자인 학계 계자 지원 사업 3.6 4.1 

20. 디자인 문 인력의 직   연 체계 가이드 제시 3.3 4.5 

를 이해할 수 있는 문 인력의 양성과 확산을 

한 기반 조성으로 나타났다. 그 외 과제에서는 서

비스 디자인의 확산을 해 정부는 시범사업 등을 

통한 이니셔티 의 제공과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

을 지원하기 한 다양한 지식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 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 서비스 디

자인의 략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 역시 요하

게 나타났으며, 이를 해 문 지원기 의 설립

도 요하고 시 한 응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이밖에 요는 하지만 시 하지는 않은 과제로 평

가된 것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서비스 디자인에 

한 개념 확산과 보 이 완료되었을 시에 그 정책  

지원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역인 것으로 단

된다. 이러한 표  과제로는 디자인학과에 한 

서비스 디자인 교육, 문가 양성 커리큘럼 개발, 기

업에 한 세  감면, 학계 계자 지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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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시사

본 연구는 서비스 디자인 산업육성을 한 문제

 악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략 과제 도출을 

해 개방형설문과 문가 그룹 인터뷰 등을 실시

하 다. 이때 산업육성을 한 근법으로 기업뿐

만 아니라 국가와 산업계에서 지원해야 되는 당

성을 제시하는 3Level Service Model 근법을 활

용하 으며, 그 결과 국가와 산업계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 6개 역, 27개의 과제를 도출하 다.

개방형 설문을 통해 알아본 서비스 디자인 산업

의 문제 으로는 서비스 디자인 문가와 정부

련 기 간의 커뮤니 이션 부족, 문가 간 네트

워크 구축 미비, 서비스 디자인 기업 략, 성공요

인에 한 연구 부족, 서비스 디자인 성공요인 측

정도구 부족, 서비스 디자인에 한 정량  연구 

부족, 타 분야와의 융합인식 부족, 산업, 기업 간의 

공동연구 부족 등과 같이 서비스 디자인에 한 

인식 부족과 문 인력 양성을 한 효율  체계

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서비스 디자

인 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정책부족, 서비스 디

자인에 한 단순 디자인이라는 인식과 서비스 디

자인 투자부족, 서비스 디자인 시범사업에 한 

투자부족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서비스 

디자인 역을 지원하기 한 략  로드맵의 부

재를 핵심 문제 으로 제시되었다.

각 문제 을 해결하기 한 략과제를 도출하

기 해 문가 그룹에 한 인터뷰를 통해 분석

한 결과 서비스 디자인에 한 개념 확산과 이를 

지원하기 한 인력, 정책사업의 필요성, 그리고 

기업의 인식 환 등을 한 시범 사업 등이 요

한 안으로 제시되었다. 그 밖에 디자인 련 

업 문 인력 서비스 디자인 재교육, 다양한 분야

의 문 인력, 서비스 디자인 진입 교육  지원, 

디자인 련 학과 서비스 디자인 교육 지원, 서비

스 디자인 문 인력풀 구축, 서비스 디자인 기업 

략, 성공요인 연구방법 개발 등과 같이 산업육

성을 한 지식서비스와 문가 양성을 한 체계 

구축 등도 체 으로 높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산업육성을 해서는 서비스 디자

인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과학  

근법과 도구의 개발, 그리고 학문의 융합을 한 

연구방법 등이 요하다고 응답해 서비스 디자인

의 기 연구의 요성을 강조되었다. 특히 서비스 

디자인이 단순히 ‘디자인’이라는 인식이 지배 이

기 때문에 서비스 디자인의 산업 발 을 해서는 

단순히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다양한 학문

의 문가들이 참여해 업연구가 필요하다고 지

하 다.  이러한 인식은 서비스 디자인의 연

구를 정성  연구의 상으로만 바라보고 있어 여

러 학문의 참여로 정량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시 한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는 산업의 경쟁력을 반 으로 높일 수 

있는 핵심 요인으로 재평가되고 있는 디자인 산업

의 육성을 해 최신 경향인 서비스 디자인에 

한 개념  정의를 수립하고, 이의 확산을 해 국

가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추진해야 되는 방향성을 

제시한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서비스 디자인은 아직 세계 으로도 그 정의와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국내에서 서비스 디자인 

산업의 발 을 해 국가  수 에서의 투자와 연

구가 이루어진다면 서비스 디자인 산업의 성장을 

기 할 수 있고 이러한 성장을 토 로 경쟁 국가

들보다 앞서 나가면서 차세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본 연구는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역이어 과제

를 도출하는 데 있어 많은 문가의 참여가 어렵

다. 이에 디자인, 경 , 공학 등 서비스 디자인에서 

정의된 역별 문가 10인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서비스 디자인 산업 육성의 경쟁력 강화를 한 

과제를 도출하 다.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해 보다 많은 문가의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한 실질  수혜자인 서비스 

디자인의 소비자들을 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

해 서비스 디자인의 산업 육성을 해 필요한 과

제들이 무엇인지 비교, 연구하는 연구가 진행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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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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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BK21문화예술혁신연구단 단장으로 재직 
중이며, 중앙대학교에서 공학사를 취득하였고, 동대학교에서 공학석사를 취
득하였다. 프랑스 파리 6대학에서 통신공학 박사를 취득하였고, 주요 관심
분야는 비즈니스모델, 서비스사이언스, 인터넷 마케팅, 게임경영 등이다. 

주 희 엽 (hyjoo74@gmail.com)

현재 중앙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에서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며, 동부CNI 

컨설턴트, 정보통신산업진흥원(구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수석으로 근
무하였다.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사, 경영학 석사, 경영학 박사를 취득하였
고, 주요 관심분야는 서비스 품질 평가, 신사업개발, 컨버전스사업 모델링, 

IT전략 등이다. 

배 수 정 (kitty-hs@hanmail.net)

현재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주요 연구관심분야는 비즈니스 모델, 서비스사이언스, 문화 마케팅, 음악 경
영(Music business)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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