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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

속한 경제발 과 함께 실내 디자인분야의 심은 지

난 30년간 고조되어 왔으며, 실내디자인의 분야가 문

역으로 공고화하기 해서는 제도 도입이 시 한 실

정이다(국토해양부, 2012). 뿐만 아니라 실내디자인(실내

건축)분야는 문화와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건축업과 많

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 인 개념의 건축업

규정 때문에 그 문성에 한 한 평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단된다. 국내에서도 자격제도 교육

인증 등을 도입하기 한 연구가 진행(국토해양부, 2012)

되었으며 이와 함께 실내디자인 분야의 서비스 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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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 화 등의 제도 도입과 실무 으로는 설계 시

공의 분리로 보다 문 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이 조성 되어져야할 것이다.

특히 실내디자인의 결과물이 국민의 삶과 질에 한

향이 있으며 고객과의 분쟁이나 하자를 사 에 방지하

고 안 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시설물의 안 리에

한 특별법 시행령 제 6조에 따르면 하자 리 업무에서

검이란, 시설물에 발생된 결함이나 측할 수 있는 결

함을 미리 악하여 처하기 한 행 라고 명시해놓고

있다.

아직까지 사후 리 보수만이 하자 리의 주요 업무라

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 리의 행 의 일종인 검과

결함 측 처가 미흡한 실정이다. 한, 하자발생으

로 인하여 추가로 지출되는 재작업 비용은 체 공사비

의 12%까지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사 에 방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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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지출되는 품질 리 비용은 체 공사비의 약 1~5%

를 차지한다고 한다1). 이러한 근본 인 원인은 반복

인 하자에 한 정보공유의 부족과 건설 로젝트의 수

행과정에서 건설업의 특성인 비 반복 이고, 표 화 되

지 않은 특성으로 인해, 여러 가지 기치 않은 건설공

사 클 임들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이다. 공사의 경우 발

주를 한 설계기간 등의 비기간이 짧고, 고객과의 소

통부재로 인한 계약단계에 불명확한 요소들, 즉 설계도

서와 장여건의 상이함, 계약서 내용의 해석의 상이 등

으로 인하여 클 임이나 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2).

특히 소규모 공사에서는 하자 련 정보 수집

분류에 있어 더욱 소극 인 자세만을 취해오는 실정이

다. 건설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건설클 임에 한

법원 례, 건설 분쟁 조정 원회 조정, 한상사 재

원의 재건수를 살펴보면, 1998년을 기 으로 불명확한

설계서 장여건의 향으로 설계변경과 련된 클

임이 증가하는 추세이다3).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실

내디자인분야에서 발생하는 클 임에 한 황을 조사

하고 설계 시공과정에서 발생원인을 분석하고자 한

다. 이를 통하여 실내디자인 분야의 설계 시공과정에

서 발생하는 하자 클 임을 이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1.2. 연구 방법 범

본 연구는 실내디자인 사업 리자의 에서 하자

클 임에 하여 조사하 으며 조사방법은 하자와 련

되어 공정별로 하자의 원인과 실태를 악하기 하여

실내디자인 설계 시공담당 실무 종사자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실내디자인회사를 운 하는 종사자

를 심으로 하여 보다 심층 으로 실태와 개선방안에

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시행하 다. 설문조사는

비조사를 거쳐 수정 후 구 서베이를 이용해서 E-mail

로 배포, 수거하 다. 조사기간은 2016년 8월 1일부터 8

월25일까지 조사하 으며, 설문 상자는 실내건축가

회 소속으로 업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실무자를 주

상으로 하 으며, 총 126명에게 설문 의뢰하여 총 54

명이 회신 응답하 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분쟁사례에서 클 임 발생원인

시기, 클 임 발생원인의 리체계 등을 포함하 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참가자에게 본 연구의 취지와

인터뷰 목 을 설명한 후, 재 실무에서 왕성하게 활동

1) Davis, K. and Leabetter,W.B., "Measuring Design and Construction

Quality Costs",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

Management, Vol.115, No.3, ASCE, Sep., 1989, pp.385-400.

2) 두성규, 2003, 재 정사례로 본 건설클 임의 분석과 향후 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3) 정우 , 2006, 설계변경 클 임 리방안에 한 연구, 연세 석사

논문, p.1

하고 있으며 활동경험이 10년 이상 된 문가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신청서를 받아 모집하 다. 참가신청

자에게 인터뷰 일주일 에 e-mail로 인터뷰 질문지를

발송하여 참가자 들이 인터뷰 내용을 숙지하고 참가할

수 있게 하 다. 연구참가자는 다음 <표 1>과 같이 5명

으로 구성하여 진행하 다.

<표 1> 포커스 그룹 연구 참가자

포커스그룹 인터뷰는 악되어진 황에 하여 표면

으로 드러난 클 임 하자 문제의 심층 발생원인

과 설계 공정 단계별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주 내

용으로 조사하 다.

2. 하자 련 선행연구 클 임 제도

실내디자인 분야의 클 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하

자와 련된 기존연구 내용을 살펴보면(표2참조), 크게

하자발생 요인 해결방안에 한 연구와 하자실태조사

분석 연구로 별할 수 있다. 첫 번째 연구인 경우는 주

로 하자 발생의 황을 각 공종별로 분석하고 그 발생원

인의 분석 기술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하자

실태와 련된 연구들은 하자발생 부 와 공정별 하자

발생에 한 실태조사와 분석을 통한 책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주로 건축 건설업 련이거나 공동주택 아

트와 련된 내용이 부분이고 실내디자인(실내건축)

에 련한 조사는 무한 상태이다.

신창 (2009)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미국 재 회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의 재에 의할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한 분쟁해결을 해 법률 인 조

정(Mediation), 재(Arbitration), 조정 재병용, 컨설턴

트 독립 원회/분규검토 원회(Dispute Review Board :

D RB), 소규모 재 (Mini-trial), 연방계약상소 원회, 주

/지방의 행정 원회와 심사 원회 등 다양한 방법이 있

으나 클 임이나 분쟁의 구체 해결방법을 제시하지 않

는다. 국내의 경우 클 임이나 분쟁에 한 명확한 구분

이나 특정 차에 따라 의하는 장치도 결여되어 있

다. 일본의 경우에서는 클 임의 해결을 해서 건설공

사 분쟁 심사회를 이용하고 있는데, 건설공사 분쟁 심사

회는 재 소 이외에서 재 과 같은 내용의 분쟁에 해

서 처리하는 기 이므로 사법기 의 성격을 가진다.

건설 공사 분쟁 심사회는 각각 분화된 기능에 따라서

번호 성별 년생 나이 학력 경력 문분야

1 남 73 45 석사 16 사무 공간

2 남 71 47 석사 15 상업 공간

3 남 73 45 석사 16 의료 공간

4 남 76 42 학사 19 주거 공간

5 남 72 46 학사 11 인터넷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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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으로 분쟁 처리를 하기 해서 기술 문가를 원

에 포함시키어 설계도서, 구조 설계서, 감정서 등 기술

상 자료가 서면으로서 제출된 경우에도 그 내용을 평가,

재 하는데 지장을 래하는 일이 없다.

구분 제목 자

하자

유형

발생

요인

백화의 원인과 방지에 한 연구

공동주택 리 합리화 방안연구 

주거용 건물의 외피 결로에 한 연구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하자발생 요인에 한 기 연구

친환경 건축 인증에 있어서 시공상의 부실사례 문제

이특구 (1982)

염재선 (1985)

유호천 (1984)

서덕석 (1997)

김석철 (2015)

하자

처리

시스

템

우리나라 공동주택 하자처리 시스템의 개선방안에

한 연구

공동주택의 책임보수기간 동안의 하자보수모델

공동주택 하자 리 시스템의 개선에 한 연구

강경인(1997)

박 옥(1994)

여성구(2012)

실태

조사

분석

공동주택 하자실태 그 방지 책에 한 연구

공동주택의 하자분석 방지 책에 한 연구 

공동주택의 건축설비 하자요인 분석에 따른 품질개선에

한 연구

신도시 아 트의 하자 유형 분석 하자 방지 책

우리나라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하자요인분석에 한 연구

아 트의 하자발생과 피해에 한 연구

신도시 공동주택의 하자 발생원인과 방지 책에 한 연구

공동주택 하자의 실태 원인분석에 한 연구

심상태(1998)

박 돈(2000)

박창 (2001)

김채성(1995)

김형균(1996)

이용례(1995)

이 수(1997)

손정락(1992)

<표 2> 하자 련 선행연구

3. 설문 조사결과

3.1. 사회 인구학 응답

설문조사 상자의 사회인구학 특성은 <표 3>과 같다.

구분 세부분류 빈도수 비율(%)

성별

남 38 70.4

여 16 29.6

합계 54 100

최종학력

고졸 5 9.3

문 졸 8 14.8

졸 13 24.1

석사 22 40.7

박사 6 11.1

합계 54 100

해당 분야경력

3년 미만 5 9.3

3~5년 5 9.3

5~10년 10 18.5

10년 이상 33 61.1

합계 53 100

이직 횟수

없음 10 18.5

1~3회 18 33.3

3~5회 16 29.6

5회 이상 9 16.7

합계 53 100

<표 3> 표본의 인구 통계 특성

총 54명의 응답자 샘 남성이 70.4%, 여성이 29.6%

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학력별로는 고졸이 9.3%, 문

졸이 14.8%, 졸이 24.1%이며, 석사가 40.7%로 가장 많

은 분포를 보이며, 박사는 11.1%로 나타났다.

해당 분야경력은 3년 미만이 9.3%, 3~5년이 9.3%, 5~10

년이 18.5%, 10년 이상이 61.1%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 횟수로는 없음이 18.5%, 1~3

회가 33.3%, 3~5%가 29.8%, 5회 이상이 16.7%로 비교

고른 분포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3.2. 분쟁 하자의 단계별 유형분석

본 연구에서는 계약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 시공 후

유지보수단계, 공사 지 련으로 분류하여 분석하

다.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단계

계약단계에서 발생하는 분쟁 원인 빈도수는 <표 4>와

같다. 본 단계의 분쟁 발생원인은 사용재료의 변경이 가

장 많은 22건(40.7%)으로 나타났으며, 공사비 지불조건

이 16건(29.6%), 공사기간이 7건(13.0%)의 순으로 집계되

었고, 기타의견으로는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았거나,

마감상태의 불량, 시공 하자 등으로 나타났다.

단계 유형 빈도 비율(%)

계약단계

공사비 지불조건 16 29.6

공사기간 7 13.0

사용재료의 변경 22 40.7

기타 5 9.3

미응답 4 7.4

<표 4> 계약단계 클 임 원인

다음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내용에 한 만족도에

한 내용으로는 <표 5>와 같이 보통이 27건(50.0%)으

로 가장 많았고, 만족이 18건(33.3%), 불만족이 7건

(13.0%), 매우 불만족이 1건(1.9%) 순으로 나타났다. 계

약서상에 지불조건에 한 만족도에 한 내용으로는 보

통이 28건(51.9%)으로 가장 많았고, 만족이 12건(22.2%),

불만족이 11건(20.4%), 매우 불만족, 매우 만족이 각각 1

건(1.9%) 순으로 나타났다.

(2) 설계단계

로젝트 수행시 설계기간에 하여서는 <표 6>과 같

이 보통이 19건(35.2%)으로 가장 많았고, 부족이 18건

(33.3%), 매우부족이 11건(20.4%), 충분이 5건(9.3%), 매

우 충분은 1건(1.9%)의 순으로 설계기간은 비교 부족

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태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내용에

한 만족도
지불조건에 한 만족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매우 불만족 1 1.9 1 1.9

불만족 7 13.0 11 20.4

보통 27 50.0 28 51.9

만족 18 33.3 12 22.2

매우 만족 0 0 1 1.9

미응답 1 1.9 1 1.9

<표 5> 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는 내용과 지불조건에 한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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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디자인 안에 한 컨펌시 매체 유형으로는 <표

7>에서와 같이 더링이미지가 39건(72.2%)으로 가장

많았고, 도면이 11건(20.4%), 이미지사진이 3건(5.6%), 구

두가 1건(1.9%)의 순으로 나타났다.

설계도서 내용에 한 고객의 만족도는 <표 8>과 같

이 만족이 31건(57.4%)으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 17건

(31.5%), 매우 만족이 5건(19.3%), 불만족이 1건(1.9%)의

순으로 설계도서의 내용에 하여서는 고객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의 요구나 장 상황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험은

<표 9>와 같이 ‘있다’가 51건(94.4%)로 ‘없다’가 2건(3.7%)

로 부분 설계변경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변경의 원인 유형으로는 <표 10>과 같이 사용재

료의 변경이 22건(40.7%)으로 가장 많았고, 설계도서와

의 상이가 11건(20.4%), 공사비 감이 10건(18.5%), 시

공기술의 부족이 1건(1.9%)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원

인으로는 고객의 요구나 변심으로 나타났다.

(3) 시공단계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클 임 원인 빈도수는 <표

11>과 같다.

<표 11> 공사 클 임 원인

본 단계에서의 클 임 발생원인 유형으로는 사용재료

의 불만족이 가장 많은 17건(31.5%)으로 나타났으며, 공

사비 지불조건이 9건(16.7%), 공사기간, 민원이 각각 7건

(13.0%)의 순으로 집계되었고, 기타로는 건축주의 변심

에 의한 재료변경, 미흡한 공사마감, 추가견 의 발생 등

으로 나타났다.

설계 내용에 기 하여 공사기간에 하여서는 <표 6>

과 같이 보통이 30건(55.6%)으로 가장 많았고, 부족이

10건(18.5%), 매우부족과 충분이 각각 6건(11.1%), 충분

이 5건(9.3%), 매우 충분은 1건(1.9%)의 순으로 설계기간

은 비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공사 일정은 기 작성되어진 정 공정과의

계에 하여서는 <표 12>와 같이 ‘일부분 일치한다’가

32건(59.3%)으로 가장 많았고, ‘일치한다’가 12건(22.2%),

‘일치하지 않는다’가 8건(14.8%)의 순으로 부분 일치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 빈도 비율(%)

일치한다 12 22.2

일부분 일치한다 32 59.3

일치하지 않는다 8 14.8

미응답 2 3.7

<표 12> 장공사 일정과 정 공정과의 계

공사지연이 있을 경우 공사지연의 원인으로는 <표 13>

과 같이 시공상 클 임이 29건(53.9%)로 가장 많았고, 계

약클 임이 6건(11.1%), 장 사고가 4건(7.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의 원인으로는 공사 설계 마감재

변경, 공사 미지 , 공정 변동 등으로 나타났다.

공사완료 후 시공 퀼리티(품질)에 한 고객의 만족도

유형 빈도 비율(%)

공사비 지불조건 9 16.7

공사기간 7 13.0

사용재료의 불만족 17 31.5

민원 7 13.0

기타 7 13.0

미응답 7 13.0

설계도서 내용에 한 만족도 빈도 비율(%)

매우 불만족 0 0

불만족 1 1.9

보통 17 31.5

만족 31 57.4

매우 만족 5 9.3

<표 8> 설계도서 내용에 한 고객만족도

내용 빈도 비율(%)

설계변경의 경험

유무

있다 51 94.4

없다 2 3.7

미응답 1 1.9

<표 9> 설계변경의 한 경험 유무

컨펌시 매체 유형 빈도 비율(%)

더링이미지 39 72.2

도면 11 20.4

이미지사진 3 5.6

구두 1 1.9

<표 7> 컨펌시 매체 유형

설계변경의 원인 유형 빈도 비율(%)

설계도서와의 상이 11 20.4

공사비 감 10 18.5

사용재료의 변경 22 40.7

시공기술의 부족 1 1.9

기타 9 16.7

<표 10> 설계변경의 원인 유형

공사지연의 원인 유형 빈도 비율(%)

계약 클 임 6 11.1

시공상 클 임 29 53.7

천재지변 3 5.6

장 사고 4 7.4

기타 8 14.8

미응답 4 7.4

<표 13> 공사지연의 원인 유형

상태
설계기간에 한 정도 공사기간에 한 만족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매우 부족 11 20.4 6 11.1

부족 18 33.3 10 18.5

보통 19 35.2 30 55.6

충분 5 9.3 6 11.1

매우 충분 1 1.9 0 0.0

미응답 0 0 0 0

<표 6> 설계기간 공사기간에 한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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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표 14>와 같이 만족이 30건(55.6%)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 14건(25.9%), 매우 만족이 5건(9.3%), 불만족이 2

건(3.7%), 매우 불만족이 1건(1.9%)의 순으로 나타났다.

(4) 유지보수단계

공사를 완료한 후 하자 경험은 <표 15>와 같이 ‘있다’

가 50건(92.6%)으로 ‘없다’가 3건(5.6%)로 부분 하자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 후 하자 발생 항목에 하여서는 아래 <표 16>

과 같이 나타났다. 발생 항목은 도장공사가 가장 많은

18건(33.3%)으로 나타났으며, 방수공사가 11건(20.4%),

배수 균열이 각각 5건(9.3%), 생(화장실) 공사가 4

건(7.4%), 배선 공사 소음이 각각 2건(3.7%), 통신공

사 조명공사가 각각 1건(1.9%)로 나타났다.

하자보수에 한 고객(건축주)의 만족도는 <표 17>과

같이 만족이 25건(46.3%)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 17건

(31.5%), 불만족이 7건(13.0%), 매우 만족이 3건(5.6%),

매우 불만족이 1건(1.9%)의 순으로 나타났다.

클 임 처에 한 고객(건축주)의 만족도는 <표

17>와 같이 보통이 26건(48.1%)로 가장 많았고, 만족이

19건(35.2%), 불만족이 5건(9.3%), 매우 만족이 3건

(5.6%)의 순으로 나타났다.

(5) 공사 련

공사과정에서 공사비 지불의 계약서상에 명시되어진

내용 로 지 여부는 <표 18>과 같이 지 29건(53.7%),

미지 24건(44.4%)으로 나타났다.

공사 지불이 지연되어진 기간은 <표 19>과 같이

1∼6개월이 22건(40.7%)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일주일

∼15일이 13건(24.1%), 15∼30일이 10건(18.5%), 일주일

이내가 7건(13.0%), 6개월 이상이 1건(1.9%) 순으로 나타

났다.

공사 과정이나 공사완료 후 추가공사비를 청구한 경험

에 하여서는 <표 20>과 같이 ‘없다’ 2건(3.7%)보다는

‘있다’가 51건(94.4%)으로 압도 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공사를 진행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험이 있는

지 여부에 하여서는 ‘있다’가 7건(13.0%)으로 ‘없다’가

46건(85.2%)으로 나타났다. 공사 신 물이나 기

타 방식으로의 지 받은 경험의 여부에 하여서는 ‘있

다’가 11건(20.4%)로 ‘없다’가 42건(77.8%)으로 나타났다.

<표 20> 하자, 손해배상 청구 물이나 다른 방식으로 공사 지

경험 여부 계

시공 품질에 한 만족도 빈도 비율(%)

매우 불만족 1 1.9

불만족 2 3.7

보통 14 25.9

만족 30 55.6

매우 만족 5 9.3

미응답 2 3.7

<표 14> 시공품질 한 고객 만족도

내용 빈도 비율(%)

있다 50 92.6

없다 3 5.6

미응답 1 1.9

<표 15> 시공 후 하자 경험 유무

발생공종 빈도 비율%)

통신 공사 1 1.9

조명 공사 1 1.9

난방 공사 0 0

생(화장실) 공사 4 7.4

수 공사 0 0

배수 공사 5 9.3

도장 공사 18 33.3

배선 공사 2 3.7

소음 2 3.7

균열 5 9.3

방수 공사 11 20.4

기타 1 1.9

<표 16> 시공 후 하자 발생 항목 황

기간 빈도 비율(%)

일주일이내 7 13.0

일주일~15일 13 24.1

15~30일 10 18.5

1~6개월 22 40.7

6개월 이상 1 1.9

미응답 1 1.9

<표 19> 공사 지불 지연 기간

내용
하자 경험 유무

손해배상 청구

경험 유무

물이나 다른

방식으로

공사 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있다 51 94.4 7 13.0 11 20.4

없다 2 3.7 46 85.2 42 77.8

미응답 1 1.9 1 1.9 1 1.9

체 54 100.0 54 100.0 54 100.0

내용 상태 빈도 비율(%)

공사비 지불 지

여부

지 29 53.7

미지 24 44.4

미응답 1 1.9

<표 18> 공사비 지불의 지 여부

상태
하자보수에 한 고객만족도

클 임 처에 한

고객만족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매우 불만족 1 1.9 0 0.0

불만족 7 13.0 5 9.3

보통 17 31.5 26 48.1

만족 25 46.3 19 35.2

매우 만족 3 5.6 3 5.6

미응답 1 1.9 1 1.9

<표 17> 하자보수 클 임 처에 한 고객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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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본 집단과 그 지 않은 집단 간

에 공사 완료 후 고객만족도의 차이는 유의 으로 차이

가 있게 나타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은 집단일수록

로젝트에 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참조 p=.044)

디자이 의 계약서 내용에 한 만족도, 책정 액에

한 만족도, 지불조건에 한 만족도, 설계기간의 정

성(충분한지 정도), 공사기간의 정성, 설계도서 내용에

한 고객만족도, 하자보수의 고객 만족도가 시공 리티

(품질)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하여

<표 22>와 같이 상 계 분석을 실시하 다. 로젝트

최종결과물에 한 고객만족도와 상 있는 변인은 디자

이 가 느끼는 책정 액의 만족도, 지불 조건의 만족도,

설계도서에 한 고객만족도, 하자보수에 한 고객만족

도와 련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하자 발생을 막고 고객이 실내

디자인 로젝트에 하여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

계도서 내용에 하여 만족하면 할수록 최종 로젝트

결과물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공에 앞서 명확하고

충분한 내용의 설계도가 작성될 필요가 있다.

4. 포커스 그룹 인터뷰 분석결과

4.1. 황 문제

황 문제 에 하여 분야별 특성, 계약단계, 설계

단계, 시공단계, 공통 사항으로 분류하여 조사 내용을 정

리하 다(표 23 참조).

(1) 분야별 특성

실내디자인 공간 유형과 이에 따른 문분야별 업무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분쟁이나 하자 결과에

도 연 이 있었다.

“회사에서 진행하는 로젝트가 오피스분야 인테리어

설계 시공을 진행하기 때문에 주거공간이나 상업공간

에 비하여 분쟁이나 하자가 은 편이다. 주 고객이 개

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아니고 기업체를 상 하기 때문이

라고 생각한다.” (연구참가자 1)

“ 재 주거분야 로젝트를 주로 작업하고 있는데...

( 략)... 주거분야는 실생활과 한 계가 있으므로

하자나 분쟁에 민감하게 반응한다.”(연구참가자 4)

(2) 계약단계

계약 단계에서는 상호 계약 서류작성에 한 인식이 부

족하고, 계약시 결제 조건의 개선이 필요하고, 추가 공사

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발생한다.

“ 희 회사같은 경우는 결제조건에 하여 인식을 바

꾸고 있는 실정이다. 결제계약 조건을 3∼5년 부터 착

수 , 도 , 잔 을 40%, 50%, 10%의 조건으로 계약

을 진행하고 있다. 결제 조건은 의과정을 통해서 권리

를 주장할 수 있다.” (연구참가자 1)

“결제 조건도 선수 , 도 , 잔 을 50%, 40%, 10%

로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연구참가자 2)

“마감재 컨펌 시 이 공사 계약 인지 계약후인지가

요하다고 생각한다. 공사 계약 이라면 계획안만 받아

보고 계약을 안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연

구참가자 3)

<표 23> 분석결과

손해배상 경험 n 만족도 평균값 표 편차 t 값

네 7 3.14 .690 2.065

(p=.044)아니오 45 3.78 .765

<표 21> 손해배상 청구 경험 여부에 따른 로젝트 만족도

1 2 3 4 5 6 7

1.계약서 내용 만족도 1

2.책정 액 만족도 .439** 1

3.지불조건 만족도 .406** .564** 1

4.설계기간 만족도 .335* .089 .086 1

5.공사기간 정성 .147 .302* .247 .290* 1

6.설계도서 고객만족도 .097 .363** .193 .161 .480** 1

7.하자보수 고객만족도 .330* .175 .205 .219 .503** .265 1

8.고객만족도 .187 .301* .396** .080 .269 .305* .397**

<표 22> 설계 시공에 따른 로젝트 만족도

황

문제

분야별 특성

- 기업과 개인 거래 인식 차이가 큼

- 주거분야는 부동산 정책 변화에 민감함

- 시공 주의 경우는 설계변경에 한 우려

- 온라인 사업분야는 가가 주를 이룸

계약단계

- 서류작성 인식의 부족

- 계약결제 조건

- 추가공사시 계약서 작성 여부

설계단계

- 설계 비용에 한 사회인식

- 설계 품질의 문제

- 문분야의 필터링 되어진 설계 필요

- 리젝트 비용에 한 보호

시공단계

- 최 입찰제의 문제

- 시공사의 구조문제, 기술자 책임 인식의 문제

- 장에서 늘어나는 추가공사

- 인력은 없고 자격조건 서류만 갖추는 상

- 소규모 세업체의 무책임한 업무처리

공통 사항

- 고객 리 문제, 고객과의 소통

- 품질 리 검증 문제, 품질 신뢰 문제

- 모호한 하자에 한 기

- 무료설계, 무료견 요구

- 기 단가의 사회 인 인식 변화

개선

방안

법규 측면

- 실효성 없는 법규정의 보완 필요

- 최 입찰제 보완

- 인테리어 련 창업 기 법제화

고객 리

측면

- 하자 측시 사 고객 고지

- 고객 리 서비스에 한 사 설명

실무 측면

- 불명확한 상황 자료의 세세한 기록

- 공사 철 한 마감계획 비 필요

- 업체는 원칙을 정하고 시행하는 자세 필요

- 다년간의 경험에 의한 노하우 축척 필요

사회규범

인식 측면

-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는 디자이 양성

- 재 리(콘트롤타워나 문컨설 ) 역할 필요

- 에스크로 시스템 도입 필요

- 설계가 요한지 시공이 요한지에 한 로젝트 성

격의 분리 인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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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단계

실내디자인 설계 비용에 한 사회 인식이 열악한

것이 실이며, 설계 가를 인정하려 하지 않은 사회

인식이 문제이다. 이는 설계의 품질 하로 이어지고 부

실한 설계로 공사를 하면 결국 시공 품질에 향을 미쳐

분쟁이나 하자가 발생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한 설계

비를 인정해주지 않는 실하에 무리하게 시공까지 병행

하는 턴키방식으로 회사가 운 되어지고 있는 것이 많은

업계의 실이다.

“설계보수에 해서도 제도 으로 보호되도록 정비되

어 있어야 한다. 설계는 경험치를 는 서비스라고 생각

한다. 디자이 는 여러 경험으로 시행착오를 여 놓았

다. 발주자의 변심으로 용역기간이 늘어나면 용역 가도

따라서 늘어나야 하는데 실은 그 지 못하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건축회사 내에 인테리어, 조경, 토목 트가

있고, 로젝트에 한 설계기간 안에 각 분야 의체들

이 필터링을 통과하면서 최종설계가 완성되어진다. 이러

한 과정이 진행되어지면서 설계의 완성도도 높아지고 하

자 발생율도 낮아진다. 국내의 경우에서는 이러한 필터

링과정이 생략되어 설계의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자

발생율이 높아진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로세스가 진행

되어질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시 하다고 생각한다.

설계는 지식, 경험, 서비스 산업인데, 비용지불에 한

인식이 없다.”, “설계와 시공은 분리 되어야 하지만, 설계

가가 충분히 보상되어지지 않고 있고, 턴키 베이스로

시공을 겸해야 회사 운 이 가능한게 실이다.” (연구참

가자 4)

“설계 가를 지불하지 않으려는 사회 인식의 문제

라고 생각한다. 설계비를 인정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실이다. 설계는 시공을 한 서비스라고 행 으로 인

식하고 있다. 기업에서 경쟁 입찰을 요구할 때, 리젝트

비용을 요구하여야 한다.” (연구참가자 1)

“ 비 작업에 한 별다른 보상을 받지는 못하는 것이

실이다. 세 업체 정도의 입찰일 때는 떨어진 업체에게

소정의 리젝트 비용을 줘야한다고 생각한다.” (연구참가

자 2)

“언론이나 신문 등의 정보에 의하면, 1인 건축사가

70%에 육박한다. 이는 설계의 리티가 떨어지고, 그로

인하여 분쟁이 많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어지는 경우가

많다.” (연구참가자 4)

(4) 시공단계

공사에 가장 리 시행되고 있는 품질을 담보하지

않는 최 입찰제도가 큰 문제이고, 가수주로 인한 시

공업체의 인력수 문제 회사 도산문제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실질 인 작업인력은 없어서 외주 처리하고,

라이센스만 취하고 있는 기형 인 기업구조도 하자발생

의 원인이 되어 진다. 설계부실로 인한 추가공사 발생도

분쟁의 원인이 된다. 한, 소규모 세업체의 무책임한

태도도 분쟁의 원인을 야기한다.

“최 가 입찰 방식은 덤핑수주를 양산하고 회사 운

의 어려움이 있으면 바로 폐업 처리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러한 경우도 악순환의 반복이 되어 진다.”,“일본의 경

우 건설사 내에 목수, 기, 타일 등 각 공정별 문시공

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시공에서부터 마감 하자보수

까지 리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의 건설사

는 라이센스는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로 시공하는 시공

기술자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하도 업체로 리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하자 등의 문제가 생길 경우 하도 업

체에게 그 책임을 지게 한다. 국내 소규모 건설사는 주

로 공정별 이기주의가 만연해있다. 공사마감의 리스크에

해서는 외주자가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시공상의 문제나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작업자

책임지지 않는 구조로 되어있어서 그 폐해는 리자나

건축주한테 돌아오게 되어있다.”,“건설사와 하도 업체와

의 업무분담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하도 시 각 공정간

의 연계가 문제 되어진다. 하도 업체 한 정직원 보다

는 일용직 노동자가 와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부분이

기 때문에 하자보수에 한 책임의식이 없다.” (연구참가

자 4)

“.....분쟁의 가장 큰 쟁 은 기 본공사는 잔 을 받았

는데, 추가공사에서 문제가 되었다. 화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하 으나, 결국 소송까지 이어지는 결과가 되었

다. 추가공사의 내용은 최 계약 견 서에는 없는 내용

들이었고 매주 회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들이었고 그로 인

해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었다.” (연구참가자 2)

“1인으로 운 되어지는 세 시공업체가 문제라고 생

각한다. 1인 시공업체의 경우에는 사 설명이 없이 본

인이 시공가능한 분야만 시공하고 요구사항을 만족시키

지 못하고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 보호원에 고

발되는 업체가 부분 세하면서 자격미달인 업체가 많

은 문제를 야기한다. ” (연구참가자 1)

(5) 공통 사항

고객과의 소통이 가장 요하고, 시공 품질과 자재단

가에 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문제이다. 하자에 한 기

도 모호하다. 무료설계나 무료견 을 요구하는 소비자,

공사 기 평단가에 한 사회 인식 변화 등이 공통사

항에 해당되어진다.

“최종 공사를 마치면 담당자와 하자 체크리스트를 작

성하여 처리한다. 서로의 소통 부재가 원인이라고 생각

되어진다.”, “보는 시각이나 에 따라서 하자라고

단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한다. 결국 잔 과 연계해

서 지 받을 을 조정해주면서 마무리가 된다. 하자

라고 규정하는 기 이 모호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어진

다.” (연구참가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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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업체는 무료로 계획안을 가져온다고 하면서 무

료로 설계계획안을 요구하는 고객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부실한 내용의 계획안을 제시하면서 무료설계, 무료견

을 홍보하는 인테리어 업체 한 문제이다.”,“하자보수와

련하여 인테리어 평단가라는 것이 통용되는 것도 문제

라고 지 하고 싶다. 10년 의 시공 평단가와 재 시공

평단가의 차이가 없는 것이 실이다.” (연구참가자 2)

4.2. 개선방안

문제의 해결 개선방안은 다양한 측면에서 의견이

나와졌다. 법규 측면, 고객 리 측면, 실무 측면

과 사회규범인식의 측면으로 분류되어진다.

(1) 법규 측면

실내디자인 사무실은 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어 무

분별한 난립으로 로젝트의 가격 하를 래하고 있는

실이다. 재 실내디자인 사무실 설립에 따른 제도

기 의 보완과 실성 없는 문건설업 면허와 같은 법

규정의 개선이 시 하다.

“실내공사업 사업등록을 하고도 제도에 맞춰 자격인

문건설업 면허를 취득 하지 못하면, 1,500만원 이상은

공사를 못하게 되어 있다. 법 으로 따지면 면허 취득을

하지 못한 70~80%의 인테리어 세업체는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이 실이다. 이러한 제도는 행 으로 불신에

쌓여있다.” (연구참가자 1)

“ 문건설업 면허 취득에 하여 정부가 제도 으로

만들어 놓긴 하 지만, 실성이 떨어지고 그 실효를 거

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참가자 3)

“ 간단계인 1,500만원에서 3억원 이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장치도 필요하고 생각한다.” (연구참가자 2)

“실내공사업은 창업 장벽이 비교 쉬운 업종이다. 컴

퓨터만 있으면 창업이 가능한 것도 문제이다.” (연구참가

자 1)

제도화가 정착되어지려면,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업체는 시공을 제한하게 하는 구체 인 장치가 되어져야

할 것이다.

(2) 고객 리 측면

클 임이나 분쟁은 고객과의 소통부재가 요한 원인

이기 때문에, 설계단계에서 충분한 의가 이루어져야하

며, 시공 기술 하자가 측되어지는 상황에 처하기

해서는 고객에게 충분한 사 설명이 필요하다.

“분쟁의 소지가 될만한 문제가 생긴다면, 본사의 실무

담당자와 발주처의 담당자 간의 커뮤니 이션으로 문제

를 해결하도록 한다.” (연구참가자 1)

“휴 폰이나 TV처럼 완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와는 다

르게 인테리어는 다양한 공정이 한 공간에 합쳐져 완성

되는 형식이라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하자로 규

정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건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하자가 발생하는 요소를 사 에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는 것이 요하다. 하자가 안 생기는 공정은 거의 없

다. 에 따라 하자로 규정되어질 수도 있다. 인테리어

는 마감을 처리하는 업종이므로, 건축 하자를 인테리

어 하자 책임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다. 하자가 측되어

지는 부분은 클라이언트한데 공사 에 미리 설명을 해

주는 것도 요하다.” (연구참가자 2)

“분쟁은 고객과 디자이 간의 소통의 문제에서 시작되

어진다. 를 들면 빈티지한 컨셉의 공간에 러 한 느낌

의 덜 마감되어진 벽돌이나 부식된 구로철 같은 재료

를 시공하 는데, 고객은 최종 마감이 안된 것이라고 주

장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고객과의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연구참가자 3)

(3) 실무 측면

공사 철 한 마감계획 비가 필요하고, 불명확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인 기록이 필요하다. 다년간의

경험에 의해 분쟁이나 하자가 발생할 상황에 한 측

과 응 노하우를 축 하고 원칙을 정하여 시행해 나아

가는 것이 실무 으로는 요하다.

“고객, 감리자, 건축 장소장에게 모두 컨펌 받고 변경

추가 공사를 진행하 다. 이제와서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니, 문제가 발생하는 즉시 가압류를 잡고 소송을 진행

해야한다고 하 다. 그 당시에는 인정상 그럴 수 없어서

1년 이상 잔 을 유 해 주었다. 그랬지만, 시간에 지날

수록 하자를 빌미로 잔 을 처리해 주지 않으려 하 고,

잔 을 조정하려고만 하여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되었다.

재 소송 마무리 단계이고, 2차 결 진행 이다. 분쟁

기에는 화를 통해 해결해 보려는 시도를 하 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법 소송으로 진행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는 불명확한 단에 해

서는 진행되어지는 내용을 꼼꼼히 챙겨서 기록해야겠다

고 생각하고 있다. 매일 장일지를 작성해서 카카오톡

이나 메일로 클라이언트한데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다..” (연구참가자 2)

“ 같은 경우는 SNS(카카오톡, 밴드 등)를 활용해서

웹상에서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시켜

놓고 진행을 하고 있다.” (연구참가자 4)

“의료공간의 경우를 를 들어 소개하면, 고객(원장)하

고 어떻게 화하고, 어떻게 소통하는가가 요한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주 고객이 원장이기 때문에

다른 고객에 비하여 매우 꼼꼼하게 설계단계부터 체크해

나아간다. 상담하는 과정 속에 고객과 성향이 안맞는다

고 단이되면 진행하던 로젝트를 과감히 포기하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고객 입장에서도 본인하고 성향이 맞

는지를 선택 하여야한다. 경험에 의해 쌓여진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워진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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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성향이 맞지 않으면 과감히 로젝트를 버릴

도 알아야 한다. 의료공간 공사를 진행하면서 나름 로

의 진행하는 시스템과 노하우를 구축해 놓는데 5년 정도

걸렸다.” (연구참가자 3)

(4) 사회규범과 인식 측면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는 창의 인 디자이 양성

이 요하다.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재자나 에스크

로가 필요한 시 이다. 한, 소비자는 설계가 요한지

시공이 요한지 로젝트에 한 단기 을 세울 수

있는 인식의 개선이 필요한 시 이다.

“해결방안으로는 콘트롤타워 역할하는 주체가 있어서

업무별로 이익을 배분하는 형식이 되어야한다. 주택을

신축하는데 땅을 구매에서 시공까지 진행하려면 부동산,

법률 문가, 건축가, 구조 문가, 엔지니어링 설계 등

문 지식을 필요로 한다. 콘트롤타워에서 이러한 다양한

문분야를 균형있게 콘트롤 해야한다.”,“미국의 경우는

디자인에 역은 구나 할 수 있게 열려 있고, 그 결과

물의 건축물이 만들어지기 해서는 각 분야 문가들이

코워킹 되어 크로스체크 과정을 거쳐서 그 결과가 나와

진다. 그래야만 실제로 지어질 수 있는 완성도 있는 설

계도서가 나오고, 그 설계 도서에 의해 건축물이 시공되

어질 때 하자도 어진다. 디자인을 하는 사람은 법규나

기술 인 부분에서 자유로울수록 보다 더 창의 인 생각

과 발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반 로 국내의

경우에서는 건축사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 마치 공무원

이 책임지지 않기 해서 건축사 라이센스를 만들어 놓

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디자이 는 상식 인 수 만

알고 디자인에 해서만 집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외

국에서 건축을 공부하고온 건축가들이 건축 실무활동을

하기엔 어려운 실 상황이다.” (연구참가자 4)

“인테리어 업계에도 공사 을 신탁하는 구조인 에스

크로 개념이 도입되어져야할 것이다. ‘집닥’ 같은 경우

기성 승인 렛폼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참가자 5)

“외국 주택건축 사례를 보면 디자인이 필요없는 공사

의 경우에는 표 화되거나 매뉴얼화된 도면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특별한 공간을 원하는 경우는 공사비만큼의

설계비를 책정한다. 이토록 외국은 일반 인 주택과 특

별한 주택의 설계부터 시공까지의 인식부터가 다르다.

국내도 이 게 표 화된 설계가 되어져 있는 주택시장이

필요하고, 스페셜한 주택에 한 시장이 구분되어 인식

되어지기를 기 한다.” (연구참가자 4)

4.3. 소결

실내디자인 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하자 클 임을

이기 하여 포커스그룹 인터뷰의 주요한 내용을 요약

하여 보면 우선 법규 측면에서는 실내디자인의 공사를

시행하는데 있어 자격의 제한을 두는 기존의 제도가 실

효 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

고객 리 차원에서는 고객과의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시공특성상 흔히 발생할 수 있

는 하자의 경우 사 에 설명으로 공지할 필요가 있다.

실무 차원에서는 디자인과 시공의 요한 단계에서 이

루어진 합의는 문서와 자료로서 기록으로 남기고 고객과

디자이 시공 책임자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로

젝트의 과정과 특성을 문서화할 필요가 있다. 사회규범

과 인식 차원에서 서비스의 범 를 명확히 이해하고

고객과 디자이 간의 비용 문제 등에는 재 역할을 해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며 사회 으로 디자

이 가 설계 상담에 소요되는 시간에 하여 정당한

비용을 청구하고 지불하는 차원의 인식이 필요하다.

5. 결론 제언

본 연구에서는 업에 종사하는 실내디자이 가 경험

한 분쟁 사례를 심으로 진행하 으며 조사 내용은 실

내디자인(실내건축)분야의 로젝트 단계에 걸쳐 분

쟁의 유형별 분석을 토 로 기존 연구에서 범주화된 분

쟁의 원인을 재구성하 다. 실내디자인 로젝트에서 경

험한 분쟁 사례의 빈도분석, 내용분석을 통하여 각 단계

별 유형과 분쟁 발생의 원인을 악하 다. 한, 실무경

험이 풍부한 문가를 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하여 심도있는 실무 인 의견들을 모아 문제 개

선방안을 도출해보았다.

연구 결과, 단계별 분쟁원인은 계약단계에서는 사용재

료의 변경이 주요인으로 나타났고, 시공단계에서는 시공

재료의 불만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실내디자인의

특성상 마감 재료의 품질과 미 특성으로 인하여

재료 마감과 련된 분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설계시 재료 마감의 품질과 특성을 고객이

보다 잘 인지할 수 있도록 젠테이션 방법의 다각화,

비교 가능한 정보의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문제 을 개선하기 해서, 설계단계에서는 설

계기간, 설계도서의 내용이 충분할수록 공사 품질이 높

아지고, 고객 만족도도 따라서 높아진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하자 발생을 막고 고객이 실내디자인 로젝트에

하여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내용에 하

여 명확하고 충분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한 공기지

연 품질 하, 공사비 상승을 유발하는 로젝트의 분

쟁을 방하기 해서는 설계 디자인 분야의 사회인

식 변화를 통한 설계 문화하여 설계 품질의 질 향상

이 필요하다. 설계단계부터 고객과의 원할한 소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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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사 설명이 필요하다. 한, 실내디자인 로젝

트 리자들이 흔히 발생하는 클 임 분쟁에 한 체

계 이고 문 인 사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한 달 이상 공사비 지연 등을 경험한 경우도 체의

40%를 상회하고 있어 분쟁의 소지를 일 수 있도록 실

내디자인 분야에서 하자의 범 공사의 종료 등에

한 보다 명확한 합의가 도출될 필요가 있다.

실내디자인(실내건축) 분야 제도 으로 표 계약 내

용 계약 요건을 마련하고 고객과의 합의를 도출하는

데 필요한 문서와 확약체계, 사후 처리, 종료 등에 한

명확한 개념과 용어 정의 등이 마련 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실내디자인 분야에서 발생되는 하자나 고객

불만, 클 임 등의 실태를 악하고 보다 문 인 실내

디자인 로젝트 결과물을 달하는데 필요한 기 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업에 종사하고 활동

인 실내디자이 를 상으로 한 설문조사이다 보니 설

문 응답율의 하와 응답수의 제한, 특정연령 샘

의 제한 , 디자이 가 인지하고 있는 고객의 만족도 측

정 등 연구의 한계가 존재하 으나 이러한 기 인 연

구도 매우 미흡한 상황에서 실내디자인 로젝트 시행단

계별로 실태를 악하고 문제 을 악하고자 한 의의가

있다. 후속 연구로는 보다 많은 실내디자인 사례를 통

하여 실내디자인 공간별, 규모별, 상세 재료 마감별로

실태 악 품질이나 미 등 하자에 한 보다 객

근거가 되는 사항 등을 조사하고 실내디자인 문 분

야에 따라 매우 상이할 수 있는 내용에 해서도 심층

인 조사와 분석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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