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 Multimedia Society Vol. 19, No. 5, May 2016(pp. 957-969)

http://dx.doi.org/10.9717/kmms.2016.19.5.957

디자인 경영전략 관점에서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통한

기업이미지에 대한 사용자의 시각적 경험 연구
-통신서비스기업 KT의 디자인경영 사례를 중심으로 -

허진주†, 고혜영††, 강이환†††

A Study on the Visual Experience of Users about Corporate Image and

Design Identity from the Perspective of Design Management Strategy
- Focus on Design Management Case of KT Communication Service Corporation -

Jin Ju Heo†, Hye Young Ko††, Leehwan Kang†††

ABSTRACT

The corporate image is one of the key elements improving competitiveness of the business, and is

conveyed to the public through a design management strategy and its activities with design identity.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enhance the corporate image through systematic design management.

Recently, in the field of communication services, as a technical gap between corporations has been

narrowed, and the importance of design has been magnified, more and more corporations have adopted

the design management. It is, however, not easy to build and convey the corporate image to the public

systematically, because not only do the corporations run a communication service, the corporations face

various business areas and targets.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nded

image of the corporate and users' visual experiences based on the surveys on the case of KT, which

pioneered design management and has made outstanding design results. According to the result, KT's

strategic image concepts have positive effects on users' visual experience in each subarea of its design

identity.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narrow the gap between users’ experiences and images that

a corporate intends to convey through continuous research on users’ experiences and improvement in

a design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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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업은 소비자가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하

고 타기업과의 차별성을 지속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1,2]. 이는 소비자에게 기업

이미지로 자리 잡으며 기업의 가치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

다. 기업이미지는 기업에서 추구하는 이미지와 아이

덴티티가 다양한 디자인 영역에 일관되고 지속적으

로 적용되는 전략 즉, 디자인경영전략을 통해 효과적

으로 소비자에게 인식되어진다. 최근 기업들은 기술

적인 격차가 감소함으로 인해 경쟁적인 환경 속에서 

기업의 차별화 방안으로 디자인경영의 중요성이 부

각되고 있다[3,24]. 무형의 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서

비스 기업의 경우 유형의 제품을 주로 취급하는 제조 

기업에 비해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 인지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디자인이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점차 높아지며 서비스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에게도 

디자인은 주요한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다. 서비스기

업도 디자인을 통해 소비자에게 기업이미지를 긍정

적이고 차별적으로 구축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높

아진 것이다[4,5,23].

한편, 통신서비스기업은 무형의 통신서비스가 주

된 상품이지만 이를 위해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을 

포함한다. 매장과 체험관 같은 공간, 통신장비, 기기,

판촉물과 같은 유형의 제품 그리고 서식류, 광고, 홍

보와 같은 시각화그래픽 영역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연령층의 타킷을 대상으로 하는 점 등이 그 예이다.

그러므로 통신서비스기업의 경우 디자인경영을 도

입 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복합적이고 다양한 

영역에 일관된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적용하여 소비

자에게 의도하는 기업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2].

기업에서 추구하는 이미지는 통합적인 아이덴티

티인 기업 아이덴티티(Corporation Identity, 이하 CI)

와 브랜드 아이덴티티(Brand Identity, 이하 BI) 구축

을 기반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에 디자인아이덴

티티(Design Identity, 이하 DI)로 응용되어 영역별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 결과물로 소비자에게 노출된

다. 소비자는 이를 통해 비로소 기업 아이덴티티와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이미지에 대한 경험

을 하게 된다. 즉, 소비자가 기업에서 추구하는 기업

이미지를 인식 하는 것은 체계적인 DI 응용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고, 이는 디자인경영의 가장 중요

한 활동으로 여겨진다[2,6]. 한편, DI는 기업의 특성

에 따라 다양한 세부 영역을 포함할 수 있는데, 통신

서비스기업의 경우, 주된 DI 영역으로는 공간 아이덴

티티(Space Identity, 이하 SI), 제품 아이덴티티(Pro-

duct Identity, 이하 PI), 시각화그래픽 아이덴티티

(Visual Identity, 이하 VI)가 있다[2,5,7]. 통신서비스

기업에서 추구하는 이미지는 DI 세부 영역인 SI, PI

그리고 VI 응용에 대한 소비자의 경험을 통해 달성될 

수 있고, 기업에서 의도하는 이미지와 소비자의 경험

의 간격을 좁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디

자인경영의 도입에서 나아가 개선환류체제를 통해 

기업의 특성과 기업이미지 목적을 체계적으로 달성

할 수 있는 디자인경영시스템의 구축이 되어야할 것

이다.

본 논문은 개선환류체제 기반의 체계적인 디자인

경영시스템을 통해 디자인경영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서비스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DI 응용에 대

한 소비자의 경험과 기업이 의도하는 이미지와의 관

련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은 서비스기업 중 

복잡한 비즈니스 영역을 포함하면서 최근, 기술보다

는 디자인적인 경쟁의 중요성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 

통신서비스기업 중 디자인경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

이고 우수한 디자인 성과를 내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

인, KT의 DI응용 사례를 중심으로 한다. 연구방법으

로는 KT에서 의도하는 기업이미지에서 소비자의 경

험 어휘를 도출한 후, DI 세부 분야인 SI, PI, VI별로 

최근 디자인경영활동을 통해 구축된 주요 이미지를 

수집하여 이미지를 사용자에게 노출하여 이를 통한 

사용자의 경험을 시각적 경험에 한정하여 설문분석

을 한다. 2장에서는 이론적인 선행연구 고찰과 함께 

KT디자인경영전략에 대한 조사내용을 제시하고, 3

장에서는 사용자설문분석을 기반으로 연구를 하여, 4

장에서는 연구에 대한 결론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고찰

2.1 기업이미지와 아이덴티티 구축

기업에 대해 소비자의 머릿속에 연상되어지는 기

업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을 기업이미지라고 한다[8].

소비자들이 기업이미지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긍정



959디자인 경영전략 관점에서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통한 기업이미지에 대한 사용자의 시각적 경험 연구

적인 경험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아이덴티

티를 확립하는데서 시작된다. 이를 위해 기업은 디자

인 철학과 기업의 디자인에 대한 태도를 제시하고,

디자인 언어를 통해 디자인 활동의 상징적, 감성적 

실행 지침을 지시한다. 이는 CI, BI 및 DI에 반영되어 

기업의 이미지 구축요소로 활용된다[6].

CI는 기업의 통합적인 이미지 구축 요소이고, BI

는 특정 브랜드에 대해 소비자가 동일한 연상을 할 

수 있도록 CI를 브랜드 차원에서 활용한 요소이다

[9]. CI와 BI가 기업과 브랜드의 통합적인 상징요소

라면 DI는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디자인 영역에 전략

적으로 응용하는 세부 조형요소이다. 디자인 철학과 

디자인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CI에 담긴 기업 이미지

와 BI의 브랜드 이미지 요소는 DI를 이루는 필수요

소가 되어 디자인결과물에 응용되는 것이다[2,6].

DI는 세부 활용 분야에 따라 SI, PI 그리고 VI로 

크게 나눌 수 있고,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SI는 기업

의 근무 공간을 포함하여 서비스 및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물리적인 공간에 대한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다[5]. 통신서비스 기업의 매장공간은 기업과 소비

자가 만나는 접점으로 단순히 구매와 판매를 목적으

로 하는 장소의 개념에서 나아가 소비자에게 기업과 

브랜드에 대한 체험을 제공하여 소비자의 인식과 기

업/브랜드의 이미지 격차를 줄일 뿐 만 아니라 브랜

드와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인식을 위한 주요

한 수단이 된다. 하지만 공간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디자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일관된 아이덴티티를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10-12].

PI는 기업에서 판매하거나 취급하는 제품에 대한 

아이덴티티로 기술력의 차이가 미비한 경우 제품을 

차별화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통신서비스 기업

은 통신관련 주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통신장비와 제품을 부가적으로 취급하게 된다. 소비

자는 무형의 통신서비스를 유형의 제품을 통해 직접

적으로 조형성을 경험하게 되므로 기업/브랜드 이미

지 인식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2,4].

VI는 기업이미지를 홍보물에 일관되게 적용하기 

위한 시각화 그래픽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다. 일

반적으로 무형의 정보가 시각적으로 표현될 경우 사

용자들의 주목을 끌 수 있고, 인식을 용이하게 할뿐

만 아니라 설득을 통한 태도 변화까지 유도할 수 있

는 특징이 있다. 이는 시각적 자극이 사용자의 감성

을 섬세하게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VI는 DI 분류 

중 서비스기업의 이미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업의 서식류를 포함하여 광고,

홍보 등에 일관되게 적용 하는 기준이 된다[1,2].

기업의 아이덴티티가 효과적으로 기업이미지로 

확립되기 위해서는 일관성과 지속성[4,7,13]을 가지

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일관성은 다양한 디자인을 

접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이미지에 대한 동일성을 인

식하는 것이고, 지속성은 일관성의 반복성을 보여주

는 것이다. 일관성과 지속성은 기업이미지에 대한 예

측가능성을 증가시켜 효과적 커뮤니케이션 유도를 

통해 기업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필수적 조건이 

된다.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의도하는 이미지와 소비

자의 경험의 간격이 좁아지며 기업에서 추구하는 경

영 목적 달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6].

2.2 통신 서비스기업과 디자인경영 

최근 경쟁이 심화된 통신서비스기업들은 기술적

인 격차가 줄어들면서 디자인이 상품 차별화의 중요

한 기준이 되었다. 기업들이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더라도 주되게 취급하는 것은 무형의 통

신서비스로 생산과 동시에 소비되고 소멸되는 특성

으로 인해 제조기업에 비해 적극적인 디자인 적용이 

되지 못하는 편이었다. 디자인을 경영 차원으로 도입

한다고 하더라도 통신서비스기업에 적합한 형태로 

도입을 하지 못하거나 방대한 분야에 대한 디자인이 

체계적으로 관리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5]. 이는 

통신서비스기업이 서비스가 주된 취급 상품이지만 

이 외에도 통신장비, 기기, 판촉물과 같은 유형적 제

품과 연관되어 있고, 서비스 판매와 유통을 위한 매

장과 같은 공간과도 깊은 연관을 가지는 등 비즈니스

의 영역과 활동이 다양하기 때문이다[2].

디자인경영전략은 기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디

자인 자원을 통합적이고 일관되게 활용하는 모든 경

영활동을 말한다. 기업의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디자

인에 일관성 있게 적용함으로써 조형적 차원의 디자

인에서 나아가 소비자의 감성적 만족과 기업이미지

에 대한 긍정적 경험까지를 디자인의 주요한 영역으

로 간주하며, 통신서비스기업에서는 디자인경영전

략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3,14]. 하

지만, 단순한 디자인경영도입만으로는 복잡한 비즈

니스 환경에서 효과적인 적용이 힘들고, 기업의 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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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스 영역과 환경, 그리고 소비자의 경험을 지속적으

로 고려하여 개선환류체계를 가지는 디자인경영시

스템이 필요하다.

2.3 KT 디자인경영전략

KT는 통신서비스 기업 중 디자인을 주요 차별화 

요소로 내세우며 디자인경영전략에 많은 노력을 기

울이는 대표적인 통신서비스기업이다. 디자인담당

조직을 중심으로 실시간 피드백을 반영하여 체계적

인 DI에 대한 가이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DI

가이드 시스템은 KT의 디자인을 표현하는 다양한 

디자이너들이 쉽고 명확하게 일관된 디자인을 적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디자인경영 시스템은 

Fig. 1과 같다.

KT는 ‘혁신의 물결, 혁신의 바람’을 시각화하고,

실체가 있는 혁신은 반드시 변화(움직임)을 동반한

다‘는 메시지 전달을 디자인 철학으로 정립하고 있

다. 이를 기반으로 세부 이미지 전략과 시각언어를 

구축하여 CI, BI 및 DI 컨셉과 디자인 경영 활동을 

위한 세부 시각언어에 활용하고 있고, 디자인경영활

동을 통해 도출된 SI, PI 그리고 VI 응용 결과는 Fig

2와 같다.

최근 KT는 디자인에 대한 높은 수준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아이덴티티 구축을 위해 개발한 

올레체가 2011년도 한국 타이포그래피 학회의 조사 

결과, 가장 사용하고 싶은 기업서체 1위로 조사되었

고[15] 추가적으로 디지털에 최적화된 서체로 리뉴

얼 한 올레체 neo는 red-dot award winner에서 수상

하였다[16]. 홍보용 제품으로 개발한 폰브렐라 제품 

등은 세계적인 디자인어워드에서 7년 연속(2010～

2016) 총 28개 부문에서 수상하였고, red-dot award

최고상(Best of the Best)을 3회 수상(2012 1개, 2015

년 2개 분야)한 바가 있다[17,18]. 또한 영국의 브랜드 

가치평가 전문기관인 브랜드 파이낸스가 국내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한 가치 있는 상위 브랜드 선정

에서 3년 연속 통신부문 1위를 차지한 바가 있다[19].

KT의 디자인은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 포

춘지와 영국 BBC 등 세계 언론에 디자인경영 활동이 

소개 되는 등 통신서비스기업 중 디자인경영의 우수

한 실적에 대해 국내외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2.4 KT이미지 경험 요소 도출

연구진행에 앞서 KT디자인에 대한 사용자 이미

지경험 어휘 도출을 위해 KT 디자인담당조직의 전

문가 3인과 함께 사전 연구로 수행하였다. 우선 KT

기업의 디자인경영전략 중 디자인과 이미지를 통해 

목표하는 모든 사용자경험 어휘 23개를 도출하였다.

총 23개의 어휘들 중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 대

표성 있는 어휘로 결합하고 의미가 모호하거나 사용

자경험과 유관하지 않은 어휘들은 삭제하였으며, 의

Fig. 1. System of KT's Desig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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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I Cases (b) PI Cases

(c) VI Cases

Fig. 2. DI Applying Cases of KT.

(a) BBC (b) Fortune

Fig. 3. International Articles about KT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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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달의 어려움이 있는 단어는 회사에서 의도하는 

쉬운 표현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차원이 동일하지 않

거나 다양한 어휘를 포함하는 단어들 중 KT디자인

전략에서 주요한 사용자 경험 어휘는 다른 세부 어휘

들을 대표하는 것으로 분류하여 최종적으로 4가지 

KT디자인전략 어휘에 대한 세부 어휘로 12개를 아

래 표와 같이 도출하여 분류하였다.

3. 연구내용

3.1 연구 설계

3.1.1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는 KT의 DI 세부 영역별 디자인응용을 사

용자에게 사진이미지로 노출 한 후 KT에서 디자인

경영전략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기업이미지가 사

용자의 이미지경험과의 관련성을 연구하기 위해 앞

서 도출한 KT디자인의 사용자이미지경험 어휘를 중

심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수립하였다.

또한, 연구모형에서 변수들 간에 관계에 대해 다

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KT의 SI응용은 기업이 의도하는 사용자경

험에 긍정적인 측면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2. KT의 PI응용은 기업이 의도하는 사용자경

험에 긍정적인 측면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3. KT의 VI응용은 기업이 의도하는 사용자경

험에 긍정적인 측면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 

이다.

3.2 분석 및 결과

3.2.1 자료수집과 표본

본 연구에서는 KT의 DI 세부분야인 SI, PI, VI 디

자인 이미지에 대한 사용자들의 시각적인 경험에 기

업에서 의도하는 이미지 측면에서 유의미한 관련성

을 연구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 참여

자는 SI, PI, VI별 다양한 이미지를 화면전환만으로 

제작된 영상을 시청한 후, 선진적, 감각적, 혁신적인,

휴머니즘적 등 KT디자인경영에서 전략적으로 사용

자에게 달성하고자 하는 경험 관련 핵심어휘 4가지

에 대해 세부 12문항을 응답하도록 하여, 총 36개 문

항에 5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

수록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설문은 

2016년 03월 22일부터 2016년 03월 28일 동안 실시하

였으며 설문조사 도구로는 Naver Form을 사용하여 

온라인을 통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를 위한 설문 대상은 KT의 실소비자 또는 잠

재적 소비자 연령층을 모두 포함하는 10대에서 60대 

Table 1. KT Design Vocabulary & User Emotion Factor

KT Image Experiences Detailed Vocabularies

Advanced(선진적) leading(앞서가는), fast(빠른), connected(연결된)

Sensuous(감각적) modern(모던한), sophisticated(세련된), harmonious(조화로운)

Innovative(혁신적인) dynamic(역동적인), young(젊은), passionate(열정적인)

Humanistic(휴머니즘적) pleasant(즐거운), friendly(친근한), warm(따뜻한)

Fig. 4. Research model.

Table 2. Demography-Analysis of Frequency

Item Frequency Proportion

Gender
male

female

112

227

33%

67%

Age

10s 3 0.9%

20s 220 64.9%

30s 73 21.5%

40s 31 9.2%

50s 10 2.9%

60s 2 0.6%

sum 33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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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를 대상으로 하여 SPSS.PASW18를 사용하여 

표본의 빈도분석과 성별, 나이에 대한 표본을 수집하

였다. 설문에 참여한 총 395명 중 성실히 응답한 339

명의 설문 결과를 연구에 활용하였고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남성 112명(33%), 여성 227명

(67%), 평균 나이 28.92세, 중위수27세, 최빈값 20세,

최소값 18세, 최대값 63세로 나타났다.

3.2.2 측정도구의 타당성 확보

KT의 DI에 대한 사용자경험이 KT디자인경영전

략에서 의도하는 선진적, 감각적, 혁신적인, 휴머니

즘적 등 4가지 측면에서의 측정 변수들의 타당성을 

Table 3. DI_Reliability & Validity

(a) SI Results (b) PI Results

Item Q Community Cronbach's α Item Q Community Cronbach's α

Advanced

SI1 .574

.772 Advanced

PI1 .665

.789SI2 .429 PI2 .515

SI3 .509 PI3 .582

Sensuous

SI4 .412

.811 Sensuous

PI4 .753

.777SI5 .616 PI5 .693

SI6 .529 PI6 .618

Innovative

SI7 .522

.808 Innovative

PI7 .672

.856SI8 .526 PI8 .627

SI9 .578 PI9 .698

Humanistic

SI10 .643

.813 Humanistic

PI10 .775

.847SI11 .497 PI11 .508

SI12 .482 PI12 .650

KMO(Kaiser-Meyer-Olkin) .916 KMO(Kaiser-Meyer-Olkin) .918

Bartlett'Test of
Sphericity)

근사 x² 2174.578
Bartlett'Test of
Sphericity

근사 x² 2499.722

자유도 66 자유도 66

유의확률 .000 유의확률 .000

SI Cronbach's α .917 PI Cronbach's α .923

(c) VI Results

Item Q Community Cronbach's α

Advanced

VI1 .627

.815VI2 .504

VI3 .612

Sensuous

VI4 .540

.836VI5 .661

VI6 .580

Innovative

VI7 .603

.859VI8 .627

VI9 .660

Humanistic

VI10 .681

.853VI11 .570

VI12 .502

KMO(Kaiser-Meyer-Olkin) .936

Bartlett'Test of
Sphericity

근사 x² 2753.949

자유도 66

유의확률 .000

VI Cronbach's α .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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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I Correlation Coefficient

(a) SI Correlation Coefficient

1 2 3 4 5 6 7 8 9 10 11 12

S1.KT Leading 1

S2.KT Fast .611** 1

S3.KT
Connected

.581** .411** 1

S4.KT Modern .391** .383** .398** 1

S5.KT
Sophisticated

.555** .405** .488** .611** 1

S6.KT
Harmonious

.441** .478** .461** .541** .612** 1

S7.KT Dynamic .557** .423** .479** .334** .508** .443** 1

S8.KT Young .506** .418** .385** .444** .444** .429** .537** 11

S9.KT
Passionate

.528** .450** .436** .388** .388** .446** .635** .584** 1

S10.KT Pleasant .561** .452** .521** .395** .395** .500** .557** .596** .613** 1

S11.KT Friendly .427** .396** .489** .411** .411** .498** .373** .424** .485** .586** 1

S12.KT Warm .413** .324** .564** .356** .472** .493** .411** .362** .461** .554** .644** 1

**p<0.001

(b) PI Correlation Coefficient

1 2 3 4 5 6 7 8 9 10 11 12

P1.KT Leading 1

P2.KT Fast .626** 1

P3.KT
Connected

.537** .509** 1

P4.KT Modern .465** .391** .331** 1

P5.KT
Sophisticated

.680** .438** .475** .574** 1

P6.KT
Harmonious

.397** .436** .365** .529** .511** 1

P7.KT Dynamic .624** .523** .547** .278** .529** .355** 1

P8.KT Young .596** .526** .546** .472** .618** .363** 612** 11

P9.KT
Passionate

.636** .540** .556** .320** .507** .296** .722** .670** 1

P10.KT Pleasant .634** .522** .628** .373** .624** .353** .663** .681** .672** 1

P11.KT Friendly .441** .385** .483** .337** .457** .414** .466** .400** .482** .622** 1

P12.KT Warm .461** .405** .559** .224** .412** .302** .525** .430** .532** .662** .663** 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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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하기 위하여 요인 분석과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

였다. 요인분석은 표준형성 적절성의 KMO (Kaiser-

Meyer-Olkin, 이하 KMO)과 Bartlett를 통해 세부 

DI 응용역역별 설문문항 각 12개를 SI, PI, VI 세부 

영역별로 총 36개 문항에 대한 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적합성 여부를 확인을 확인하였다. KMO척도가 0.5

보다 커야 요인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이 적절한 것으

로 평가되는데, 분석 결과 SI KMO는 0.916, PI 0.918,

VI 0..936로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Bartlett

의 구형성 검정 유의확률(P)값이 0.05보다 작아야 적

합하다고 할 수 있고 공통성의 경우 0.4 미만인 경우 

제거 대상으로 설정하였는데, 분석결과  Cronbach's

α는 SI 0.917(최저 0.772, 최대0.813), PI 0.923(최저 

0.777, 최대0.856), VI 0.938(최저 0.815, 최대0.859)으

로 나타나 각 요인별 문항과 SI, PI, VI에 대한 신뢰성

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SI, PI, VI의 요인들의 적합성을 알기 위하여 상관

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

용자의 시각적 경험과 KT기업이미지의 상관계수의 

유의 확률이 0.000으로 나왔으므로 모든 상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라고 할 수 있다.

3.2.3 가설 검증

KT의 DI 세부분야인 SI, PI, VI 디자인 이미지에 

대한 사용자의 시각적 경험이 KT에서 의도하는 기

업이미지에 대한 경험 어휘로 측정되었으므로 해당 

어휘에 대한 결과 값이 높을 수록 기업이 의도하는 

이미지가 사용자의 시각적 경험에 긍정적인 측면에

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설

의 검증은 응답문항의 평균점수를 통해 판단할 수 

있는데, 중앙인 3점을 기점으로 그 이상인 경우 유의

미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20,21,22].

SI에 대한 설문지 분석 결과, 중간인 3.0을 기준으

로 S7 Dynamic, S10 Pleasant는 3.0에 조금 미치지 

못하였지만, 그 외의 항목은 모두 긍정적인 점수가 

나왔다. 즐거움과 역동성에서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

은 이유는 사용자가 3차원의 공간에 들어가서 체험

하는 것과 대비하여 이미지를 화면으로만 경험하고 

측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해당 경험을 하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 한편,

SI는 4가지 경험 중에서 Advanced, Sensuous 경험

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PI에 대한 설문지 분석 결과에서도 P7 Dynamic,

P10 Pleasant는 평균을 넘지 못하였는데 SI와 같이 

Table 4. Continued

(b) VI Correlation Coefficient

1 2 3 4 5 6 7 8 9 10 11 12

V1.KT Leading 1

V2.KT Fast .675** 1

V3.KT
Connected

.580** .536** 1

V4.KT Modern .502** .582** .507** 1

V5.KT
Sophisticated

.620** .518** .574** .656** 1

V6.KT
Harmonious

.506** .489** .563** .633** .602** 1

V7.KT Dynamic .601** .535** .543** .478** .588** .516** 1

V8.KT Young .581** .478** .562** .563** .663** .551** .626** 11

V9.KT
Passionate

.676** .567** .586** .476** .614** .531** .749** .637** 1

V10.KT Pleasant .588** .488** .615** .515** .605** .591** .606** .643** .663** 1

V11.KT Friendly .495** .399** .570** .502** .541** .588** .510** .520** .515** .696** 1

V12.KT Warm .503** .346** .618** .426** .533** .502** .420** .486** .479** .611** .675** 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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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I_Average & Standard deviation

(a-1) SI_Average & Standard deviation (a-2) SI_Average Bar Graph

Item Q Mean SD

Advanced

SI1 3.25

3.25

.972

SI2 3.40 1.079

SI3 3.12 1.036

Sensuous

SI4 3.44

3.32

1.037

SI5 3.17 1.029

SI6 3.36 1.038

Innovative

SI7 2.95

3.17

1.163

SI8 3.41 1.082

SI9 3.16 1.076

Humanistic

SI10 2.99

3.17

1.104

SI11 3.39 1.009

SI12 3.14 1.066

(b-1) PI_Average & Standard deviation (a-2) SI_Average Bar Graph

Item Q Mean SD

Advanced

PI1 3.20

3.19

.984

PI2 3.32 1.099

PI3 3.07 1.021

Sensuous

PI4 3.64

3.51

.994

PI5 3.34 1.060

PI6 3.56 .941

Innovative

PI7 2.97

3.11

1.032

PI8 3.34 1.135

PI9 3.03 1.058

Humanistic

PI10 2.95

3.08

1.113

PI11 3.31 1.041

PI12 3.00 1.108

(c-1) VI_Average & Standard deviation (c-2) VI_Average Bar Graph

Item Q Mean SD

Advanced

VI1 3.42

3.46

.986

VI2 3.55 1.071

VI3 3.41 1.024

Sensuous

VI4 3.47

3.47

1.018

VI5 3.48 1.053

VI6 3.46 1.018

Innovative

VI7 3.69

3.65

1.036

VI8 3.65 1.056

VI9 3.63 1.033

Humanistic

VI10 3.42

3.41

1.080

VI11 3.40 1.028

VI12 3.4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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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대해 3차원적으로 시각적 인식을 하는 것뿐

만 아니라 사용자가 촉각으로도 경험할 수 있는 특성

을 가진 제품에 대해 시각적 경험만으로는 해당 항목

을 충분히 경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PI도 SI와 마찬가지로 Advanced, Sen-

suous 경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VI에 대한 설문지 분석 결과, 모든 문항에서 

3점을 넘었으며, 사용자이미지 경험 요소 중 특히 

Innovative 이미지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평가

를 받았지만 그 외의Advanced, Sensuous, Human-

istic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즉, 기업에서 전달하

고자 하는 디자인 전략이 모두 잘 반영될 뿐만 아니

라 사용자의 이미지 경험에도 적절한 영향을 미치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SI와 PI와 비교하여 

주로 VI는 화면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전달되는 경우

가 많은데, 설문의 진행방법인 화면을 통해 시각적으

로 이미지를 관찰한 후 평가하는 것과 유사한 방법으

로, 전달매체와 목적에서 매칭이 잘 된 디자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

KT디자인에 대한 사용자경험과 KT디자인경영

전략에서 의도하는 사용자이미지 경험과의 관련성

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분석 결과를 토대로 앞서 수립

한 3가지 가설은 모두 성립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KT의 SI, PI 및 VI응용은 기업이 의도하는 사용자경

험에 긍정적인 측면에서 시각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이다.

4. 결  론

본 논문은 디자인경영을 활발하게 도입하고 지속

적인 피드백을 통해 개선환류체계를 가지는 디자인

경영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KT통신서비스기업의 

DI응용 사례를 중심으로 DI 세부분야별 디자인이 기

업에서 의도하는 사용자경험에 시각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KT의 DI 세부 응용 분야를 SI,

PI, VI로 구분하여 사용자들에게 해당 분야별 디자인

성과에 대한 사진자료를 시각적으로 관찰하도록 하

여 KT의 디자인경영전략에서 추구하는 사용자이미

지 경험의 4가지를 기준으로 사용자 설문을 실시하

였다. 설문 분석 결과, SI와 PI가 3차원의 특성을 가

지고 있는 것을 모두 반영할 수 없는, 사진자료를 기

반으로 하는 시각적 경험 측정의 한계의 영향을 받아 

Innovative의 세부 문항 중 Dynamic과  Humanistic

의 세부 문항 중 Pleasant 등은 중앙값을 조금 넘지 

못하였으나 그 외의 세부 문항은 모두 긍정적인 결과

로 평가되었고, Innovative와 Humanistic는 세부문

항 전체 평균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사

용자 이미지경험요소 4가지 중 Advanced, Sensuous

요소에 대해 SI와 PI에 대한 시각적 경험 평가가 다

른 요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한편,

VI는 모든 세부 이미지경험 문항에서 긍정적인 시각

적경험 평가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 이미지경

험요소 4가지에 대해 모두 높게 평가되었다. 따라서 

디자인경영을 활발하게 도입하고 다양한 디자인 성

과들을 내고 있는 KT는 기업에서 추구하는 이미지

전략 목표를 DI세부 응용영역을 통해 사용자의 시각

적 경험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신서비스기업이 다양한 비즈니스영역을 가

지고 있어 동일한 이미지와 경험을 다양한 DI세부영

역에서 제공하기 힘든 특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조

사한 KT는 디자인 경영전략 관점에서 디자인 아이

덴티티에 대한 사용자의 시각적 경험이 기업에서 추

구하는 기업이미지와 긍정적인 측면에서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내부적으로 구축되어지

고 체계화된 디자인경영시스템이 시각적 측면에서 

기업이미지 목적 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다양한 DI 세부응

용 영역에서 디자인에 대한 사용자의 시각적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서 화면으로 보여지는 사진자료에 의

존하여 경험을 측정하였는데, 이는 일정 부분 경험의 

강도에 낮은 수준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

을 것이다. 향후 DI 응용분야에 대한 세분화된 사용

자들의 커뮤니케이션 행태와 경험을 측정을 하기 위

해서 SI의 경우는 실제 공간에서 실험을 하거나 PI는 

실제 제품을 보고 만지며 실험할 수 있도록 경험의 

감각을 확대하고 사용자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들에 대한 면밀하고 세분화된 분석 연구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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