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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및 산업계에서 ‘디자인’이란 키워드가 활발히 사용되고 있음에
도 디자인의 가치측정은 여전히 미지의 영역인 듯 보인다. 많은 연구가
'디자인 역량'과 '디자인 경영'에 대한 연구를 해왔지만, 광의적 개념의
디자인 연구에 그치고 있다. 디자인에 관한 연구가 어려운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존재한다. 첫째 산업디자인은 디자이너 개인 재능에 따른 무형
자산으로 정량적 측정과 분석이 어렵다. 둘째, 측정하고자 하는 '디자인'
의 범위에 따라 개념과 정의가 달라지기 때문에 연구의 대상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쉽지 않다. 셋째, 경영학 연구에서 오랫동안 '디자인'은
‘설계, 생산의 보조’라는 인식 강하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제약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첫째, 다양하게 사용되는 디
자인의 정의를 살펴보고, 그 가운데 ‘산업디자인’의 정의와 영역을 정리
한다. 둘째, 생산관리 분야에서 산업디자인 연구의 필요성 및 가능한 연
구 방향을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의한 연구 대상은 '제품개발 프로
세스(product

development

process)에

속하는

'산업디자인

단계

(industrial design stage)'로 그 범위를 정하고, 제품개발 내에서 설계와
구분되는 독립적인 영역으로서의 디자인이다. 셋째, 산업디자인을 계량적
으로 측정할 수 있는 4가지 디자인 역량을 정의하고 해당 역량들이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넷째, 산업디자인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3의 요인들에 대한
조절 효과를 검증한다. 예를 들어 제품 개발 단계에 디자이너가 참여하
는 정도, 정부에서 디자인부문에 지원을 받았을 때, 기업 규모, 기업의
유형, 생산하는 최종재화의 유형 등의 추가적 요인을 조절변수로 투입하
여 기업의 디자인 역량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검토한다.
연구 방법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며, 데이터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산업디자인통계조사’에서 수집된 데이터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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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으로 실측된 자료를 선별하여 분석했다.
전체 연구는 조절 효과를 기준으로 3개의 부문으로 구성된다. 첫 번
째 파트는 기업 재무적 성과에 대한 디자인 역량의 직접 효과, 최종재화
유형과 기업 유형의 간접효과를 분석한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디
자인 역량인 디자인투자가 증가하면 기업의 성과는 최종재화나 기업 유
형에 상관없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디자인조직에 있어, 자본
안정성이 낮은 기업 유형은 디자인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기업성과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디자인 주체(design
source)와 관련하여 자본 안정성이 높은 기업은 인하우스 디자인이 효과
적이고, 규모가 작고 디자인 역량이 부족한 기업은 아웃소싱 다지인이
효과적이다. 아웃소싱 유형에 따라 중기업은 디자인 전문기업을 소기업
은 프리랜서 디자인일 경우 양의 영향을 보였다. 넷째, 디자인성과(디자
인인증, 디자인상)의 획득이 기업 유형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디자인특허는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파트는 제품개발단계의 디자이너 참여 수준의 조절효과를
다룬다. 제품 개발 단계를 디자인 전(pre-design), 디자인(design), 디자
인 후(post-design)의 3단계로 간소화하여 분석했으며, 기업 규모에 따른
차이를 보기 위해 대기업/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으로 데이터 셋(set)을
달리하여 반복 분석을 시행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디자인 전 단계'
에 디자이너의 참여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많은 단계에 참여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밝혀졌다. 중기업은 '디자인단계
' 디자이너가 참여하는 것이 긍정적이며, '디자인 전' 단계는 디자인 전
문기업의 아웃소싱일 경우 양의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으로 소기업은 디자인단계와 '디자인 후' 단계에 디자이너의 투입이 효
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ii -

세번째 파트는 중소기업 대상의 정부의 지원 여부에 따른 조절효과
를 살펴본다. 중소기업을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구분하여 '디자인투자, 디
자인조직, 디자인주체(source)와 관련한 지원사업에 유의한 영향을 보이
는지 분석했다. 그 결과 소기업은 모든 유형의 독립변수에 정부지원이
긍정적인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소기업은 비용
지원, 디자이너 고용지원, 기반 사업등 모든 영역의 정부 도움을 받으면
기업성과가 향상된다. 그에 비해 중기업은 제품 개발을 위한 외주디자인
에 관하서만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고 나머지 독립변수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마무리로 디자이너 고용을 고민하는 중소기업 실무자와 디자
인지원사업 관련 정책개발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연구결과를 바
탕으로 실무적 시사점과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많은 고민
을 통해 진행된 연구 임에도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제품개발
단계에서의 '산업디자인'과 관련된 선행연구가 많지 않아 타 분야 유사
연구를 참고하여 추론을 통해 변수와 가설 설정을 진행했다는 점이다.
디자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꾸준한 데이터수집을 통해 후속연구
를 해나 갈 예정이다. 둘째, 연구 대상이 중소기업에 치우쳤다는 점이다.
이는 중소기업에 집중된 데이터의 표본의 한계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기
업간의 표본 비율을 맞춰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
자가 수집한 자료가 아닌 2차 데이터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정성적인 디
자인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후속연구에서는 정성적 부분에 대한 검토도
요구된다.
주요어: 산업디자인 역량 제품 개발 프로세스, 기업성과, 디자이너 참여,
정부 디자인 지원사업, 중소기업
학

번: 2014-30168

- iii -

목

차

초 록 ······································································································································ i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목적 ····························································································· 3
제 2 절 연구의 구성 및 기대효과 ································································ 6
1. 연구의 구성 ····························································································· 6
2. 연구의 기대효과 ····················································································· 8

제 2 장 문헌 연구 ·················································································· 10
제 1 절 산업디자인의 정의 ·········································································· 10
1. 산업디자인의 범위 ··············································································· 10
2. 제품개발 프로세스와 산업디자인 ····················································· 17
제 2 절 산업디자인과 경영학 ······································································ 26
1. 경영학 연구와 디자인 ········································································· 26
2. 생산관리 연구와 산업디자인 ····························································· 29
제 3 절 디자인 역량과 기업성과 ································································ 33
1. 산업디자인 가치측정 ··········································································· 33
2.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디자인역량 ········································· 37

제 3 장 방법론 ······················································································ 40
제 1 절 회귀분석 ···························································································· 40
제 2 절 위계적 회귀분석 ·············································································· 46
제 3 절 조절 효과 분석 ················································································ 48
제 4 절 더미변수를 사용한 회귀분석 ························································ 51

- v -

제 4 장 데이터 및 자료 수집 ······························································ 52
제 1 절 디자인 산업특수분류 ······································································ 52
제 2 절 산업디자인통계조사 ········································································ 56

제 5 장 연구 모형
제 1 절 전체 연구 모형 ················································································ 60
제 2 절 변수 설정 ···························································································· 65
1. 종속변수 ································································································· 65
2. 독립변수 ································································································· 67
3. 통제변수 ································································································· 70
4. 조절변수 ································································································· 71
제 3 절 재화유형과 기업유형의 조절효과 ················································ 78
1. 모형설정 ································································································· 78
2. 가설설정 ································································································· 79
제 4 절 디자이너의 참여수준과 범위의 조절효과 ·································· 91
1. 모형설정 ································································································· 91
2. 가설설정 ································································································· 95
제 5 절 정부의 지원이 미치는 조절효과 ·················································· 97
1. 모형설정 ································································································· 97
2. 가설설정 ······························································································· 100

제 6 장 분석 결과 ·············································································· 101
제 1 절 재화유형과 기업유형의 조절효과 ·············································· 101
1. 모형 1: 디자인투자의 직접효과 및 조절효과 ····························· 101
2. 모형 2: 디자인조직의 직접효과와 조절효과 ······························· 105
3. 모형 3: 디자인주체의 직접효과와 조절효과 ······························· 108
4. 모형 4: 디자인성과의 직접효과와 조절효과 ····························· 115

- vi -

제 2 절 디자이너의 참여수준과 범위의 조절효과 ································ 120
1. 모형 5: 디자인투자와 조절효과 ····················································· 121
2. 모형 6: 디자인주체와 조절효과 ····················································· 128
제 3 절 파트 3: 정부의 지원이 미치는 조절효과 ································ 142

제 7 장 결과 해석 ················································································ 148
제 1 절 분석결과의 요약 ·········································································· 148
제 2 절 재화유형과 기업유형의 조절효과 ············································ 153
제 3 절 디자이너의 참여수준과 범위의 조절효과 ······························ 158
제 4 절 정부의 지원이 미치는 조절효과 ·············································· 162

제 8 장 결 론 ························································································ 165
제 1 절 연구의 시사점 ················································································ 165
제 2 절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 ······················································ 169
참고문헌 ············································································································· 172
Abstract ·············································································································· 199

- vii -

표

목

차

<표 2-1> 제품개발 프로세스와 산업디자인 프로세스의 비교 ··············· 20
<표 2-2> 프로젝트 상에서 제품개발 의사결정 항목(1) ························ 21
<표 2-3> 프로젝트 상에서 제품개발 의사결정 항목(2) ························ 22
<표 2-4> 경영학 전공 별 제품개발 관련 의사결정 사항 ······················· 28
<표 2-5> 산업디자인 관련 생산관리 연구 방향 추이 ····························· 32
<표 2-6> 디자인 가치측정 프레임워크 ······················································· 35
<표 4-7> 디자인 관련 해외 표준산업분류 시행 현황 ··························· 53
<표 4-8> 산업디자인 특수 분류의 대분류와 중분류 ······························· 54
<표 4-9> 2016년 디자인산업 규모 및 인력 ··············································· 56
<표 4-10> 표본 구성 ······················································································· 58
<표 5-11> 변수의 정의 및 참고 문헌 ························································· 65
<표 5-12>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측정지표 및 단위 ····························· 75
<표 5-13> 통제변수와 조절변수의 측정지표 및 단위 ····························· 76
<표 5-14> 주요 4대 디자인상 개요 ····························································· 84
<표 5-15> 제품개발 프로세스 단순화

····················································· 92

<표 5-16> 디자인관련 정부지원사업 ························································· 97
<표 6-17> 모델1) 디자인투자-기업유형/최종재화유형 분석결과 ········ 101
<표 6-18> 모델2) 디자인조직-기업유형/최종재화유형 분석결과 ········ 106
<표 6-19> 모델3) 인하우스디자인-기업유형/최종재화유형 분석결과 108
<표 6-20> 모델3) 아웃소싱디자인-기업유형/최종재화유형 분석결과 111
<표 6-21> 모델4) 디자인상-기업유형/최종재화유형 분석결과 ············ 116
<표 6-22> 모델4) 디자인인증-기업유형/최종재화유형 분석결과 ········ 117
<표 6-23> 모델4) 디자인특허-기업유형/최종재화유형 분석결과 ········ 118
<표 6-24> 모델5) 디자인투자-디자이너 참여 조절효과 ························ 123
<표 6-25> 모델5) 소기업, 디자인투자-디자이너 참여 조절효과

··· 124

<표 6-26> 모델5) 중기업, 디자인투자-디자이너 참여 조절효과 ······· 125

- viii -

<표 6-27> 모델5) 대기업, 디자인투자-디자이너 참여 조절효과 ······· 126
<표 6-28> 모델6) 인하우스디자인-디자이너 참여 조절효과 ················ 130
<표 6-29> 모델6) 소기업, 인하우스디자인-디자이너 참여 조절효과 131
<표 6-30> 모델6) 중기업, 인하우스디자인-디자이너 참여 조절효과 · 132
<표 6-31> 모델6) 대기업, 인하우스디자인-디자이너 참여 조절효과 · 133
<표 6-32> 모델6) 아웃소싱디자인-디자이너 참여 조절효과 ················ 135
<표 6-33> 모델6) 소기업, 아웃소싱디자인-디자이너 참여 조절효과 136
<표 6-34> 모델6) 중기업, 아웃소싱디자인-디자이너 참여 조절효과 137
<표 6-35> 모델6) 대기업, 아웃소싱디자인-디자이너 참여 조절효과 138
<표 6-36> 모델 7,8,9) 정부의 지원의 조절효과 ···································· 144
<표 6-37> 모델 7,8,9) 정부의 지원의 조절효과 ······································ 145
<표 6-38> 모델 7,8,9) 정부의 지원의 조절효과 ······································ 146
<표 7-39> 연구 모형의 개요 ······································································· 147
<표 7-40> 전체 가설 검정 결과 ································································· 149
<표 7-41> 기업규모 별 디자이너 투입 전략 ··········································· 158
<표 7-42> 중기업과 소기업을 위한 디자인 지원사업 예시 ··············· 162

- ix -

그 림 목 차
<그림 2-1> “Queen Anne” 저택의 예 ························································· 12
<그림 2-2> 트레일러: 기능-부품 간 일대일 관계 지도 ························ 13
<그림 2-3> 트레일러: 기능-부품 간 복합 관계 지도 ···························· 14
<그림 2-4> Rocketdyne 사의 터보엔진 부서의 디자인 프로세스 ········ 18
<그림 2-5> 제품개발 의사결정 항목 클러스터링

································· 23

<그림 2-6> 전자기기제품 개발부서 구성 개략도 ··································· 24
<그림 2-7> 디자인과 프로세스 관리가 품질에 미치는 영향 모델 ····· 30
<그림 2-8> 디자인의 기능적, 감각적 역할 및 성과 ······························ 36
<그림 5-9> 디자인역량의 구분 및 세부 특성 ··········································· 61
<그림 5-10> 전체 연구 모형 ········································································· 63
<그림 5-11> 기업 유형, 최종재화 유형의 세부 특성 ······························ 71
<그림 5-12> 기업 유형 및 최종재화 유형의 조절효과 모형

············· 77

<그림 5-13> 디자이너 참여의 조절효과 모형 ··········································· 93
<그림 5-14> 정부 지원의 조절효과 모형 ··················································· 93

- x -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일찍이 기업경영에서도 산업디자인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
성이 존재하는 관리대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IBM의 톰 왓슨 주니어
(Tom Watson. Jr)는 1974년 열린 하버드 특강에서 “Good Design is
Good business”라고 표현했다. 10년 뒤인 1984년, 켈로그 경영대학원 석
좌교수 필립 코틀러(Philip Kotler)는 산업디자인의 가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다.
the Value of industrial design as a “potent” variable is heralded in
leading managerial textbooks and viewed widely as helping to
provide a sustainable competitive advantages(Philip Kotler, 1984).
‘산업디자인의 가치는 주요 경영학 교과서에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기업의
경쟁우위 선점에 도움을 제공할 만한 “잠재력 있는 유력한” 변수이다.’

1980년대에 경영학자가 디자인의 중요성을 언급했음에도 근 25년이 지
난 지금에도 ‘디자인’의 영역은 추상적이고 관리하기 어려운 대상이다.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를 거치며 경영학자, 디자인전공
연구자들이 제품 디자인, 산업디자인, 심미적 디자인 등 정석적인 가치를
가지는

‘디자인’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탐구하는

연구를

발표해왔다

(Krishnan & Ulrich 2001). 오랜 기간 다양한 연구 속에서 연구자의 전
공이나 관점 차이 역시 존재했다. 미술적 감각을 가진 디자인전공 연구
자들은 냉소적인 기업 임원을 대상으로 디자인의 가치를 증명하고자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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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량적 가치를 중시하는 경영학자들은 기업 경영성과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도구로서 디자인을 다루었다(Hertenstein, 2005).
기존 문헌의 디자인 관련 연구방향은 다양하다. 디자인의 측정 요소
(Roy, 1990; Marazek et al., 2008; Jarrard, 1998; Park, 2009; Lee, 1995),
디자인 업무, 디자인 역량 및 분야에 대한 정의 (Ulrich, MS, 2002; Suh,
1990; Ahmadi and Robert, 1999), 디자인의 가치(효과성) 기업성과에 미
치는 영향 (Platt et al. 2001, Paul, 2000, Hertenstein et al., 2005), 신제
품 또는 제품개발과 제품 디자인 그리고 제품 품질(Noel, 2000; Ahire &
Dreyfus, 2000; Mullens et al., 2005)에 대해 연구되었으며, 광의적인 디
자인 개념으로 디자인 경영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Chiva and
Alegre, 2009; Swink et al., 2004; Fernandez, 2013)그리고 디자인과 경
영에 관해 다양한 연구가 되어 온 마케팅 문헌에서는 제품 디자인과 소
비자인지/브랜드 인지도 강화(Page and Herr, 2002) 등이 대상인 연구도
이루어졌다.
학술적인 연구 외에도 정치, 경제, 산업계 역시 디자인의 가치의 중요
성을 강조한다. 2006년과 2008년 다보스 포럼에서 디자인 경영, 과학과
디자인의 만남 등을 키워드로 전 세계 정·재계 지도자들이 토론을 진행
했고, 2007년 영국은 정부 차원에서 디자인산업을 표준산업으로 지정하
고 디자인문화원(Design Council) 중심으로 영국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한 최초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여 전 세계
적인 디자인 열풍을 불러일으켰다(Design Council, Sung et al., 2015).
권위 있는 경영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사에서는 미국의 진보적 디자인을
연구하는 MIT Media Lab의 존 마에다 학장을 고문으로 초빙하여 디자
인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미국 표준산업 내 기업과
그 가운데 우수한 디자인 역량을 보이는 기업을 5년간 추적하고 분석한
연구를 통해 디자인이 재무적 성과 확실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
혔다(Mckinse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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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학계 및 산업계에서 ‘디자인’이란 키워드는 활발히 사용되고 있음에도
객관적으로 디자인의 가치측정은 여전히 미지의 영역인 듯 보인다. 특히
기업이 보유한 디자인 역량과 기업성과의 관계 관련하여 객관적인 수치
데이터 사용하여 ‘디자인’을 분석한 실증연구는 미비하다. 관련 연구가
미비한 이유는 첫째, 산업디자인 역량은 디자이너 개인 재능에 따른 지
적 재산으로 정성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 정량지표로 변환한 측정이 어
렵다. 디자인이 측정 가능 대상이 아니듯이 마찬가지로 기업의 현신기술
과 무형자산이 과거 어느 시점에는 보호할 수 없었고, 소유권을 주장하
거나 재무적 가치를 측정하기 어려운 대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기업의
기술과 지적 재산의 소유권은 ‘기술경영’과 ‘기술전략’의 한 영역으로 인
정받고 있다(Shane, 2009). 기술이 그랬듯 무형자산으로서 ‘디자인’ 역시
미래에는 정량적 측정 가능성이 존재하는 부가가치 창출 변수가 될 수
있다.
둘째, 디자인의 범위와 정의를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여지
가 있기 때문이다. 디자인은 여러 의미를 담고 있으며, 분야 및 주제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쓰이는 단어이다. 디자인은 ‘표시한다’라는 뜻을 가
진 라틴어의 Designare, ‘밑그림을 그리다, 소묘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
탈리아어의 Disegno, ‘목적, 계획’을 뜻하는 프랑스어인 Dessein, ‘회화에
서의 스케치’를 뜻하는 프랑스어인 Dessin 등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
상의 어원에서 살펴본다면‘디자인’이라는 단어가 지니는 기본적인 의미는
‘계획’ 내지는‘설계’라고 볼 수 있다(Ulrich, 2003; 조동성, 2001). 이러다
보니 연구 문헌에서도 전공 분야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게 사용되는 것
으로 보인다. 디자인을 정량적인 측정 요인으로 실증연구를 하기 위해서
는 디자인이라는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경영학에서 ‘디자인’은 소비자 선호, 브랜드 인지와 연결되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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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팅과 전략’ 영역이라는 암묵적인 동의가 있다. 이러한 선입견은 디자인
을 기업 역량 강화 요인의 하나로 인정하고 계량적 측정을 하기에 걸림
돌이 된다. 특히 기업 운영 요소들의 수리/계량적 연구를 주로 하는 생
산운영관리 전공에서 ‘산업디자인’은 인기 연구 대상이 아니다. ‘디자인’
이 등장하는 생산관리 연구는 제품 생산공정 상에서 품질관리에 불량률
감소를 위한 설계에 집중되어 있다. 전통적인 생산관리에서의 디자인은
품질향상을 위한 설계의 간소화, 부품의 일원화로 불량률 감소, 생산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설계에 집중되어 있다(Taguchi,1993; Noori, 2011;
Krishnan & Ulrich, 2001).
그러나 2015년 이후 2019년까지 경영학 문헌에서 산업디자인과 심미적
디자인을 모델화하고 수리적으로 파악하려는 학술적, 기업 단위의 연구
가 등장하는 추세이며, ‘디자인’이 제2의 기술 지적 재산으로 활발히 연
구될 가능성 과거에 비해 높은 시기라고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
단위에서 실시한 산업디자인 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기업들의 디자인역량
수준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검증에 도전하고자 한다. 계량화에 앞서
기업경영에 있어서 디자인이 활용되는 분야들을 살펴보고 선행 문헌들의
내용을 바탕으로 개념과 범위를 정리하여 ‘산업디자인’이 설계와 기획 외
의 측정 범위에 대해 고찰한다. 또한, 기업경영에서 디자인 역할의 범위
가 넓어지는 추세이기에 생산관리 분야에서도 제품개발과 관련하여 디자
인에 대해 이해하고 연구 대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째, 다양하게 사용되는 디자인의 정의를 살펴보
고, 그 가운데 ‘산업디자인’의 정의와 영역을 정리한다. 둘째, 생산관리
분야에서 산업디자인 연구의 필요성 및 가능한 연구 방향을 검토한다.
셋째, 산업디자인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4가지 디자인 역량을 정
의하고 해당 역량들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넷째, 산업디
자인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3의 요인들에 대한 조절효과를 검증한다. 예를 들어 제품개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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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디자이너가 참여하는 정도, 정부에서 디자인부문에 지원을 받았을
때, 기업 규모, 기업의 유형, 생산하는 최종재화의 유형 등의 추가적 요
인을 조절변수로 투입하여 기업의 디자인 역량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간
접적인 영향을 검토한다. 연구 방법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며, 데
이터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산업디자인통계조사’에
서 수집된 데이터 가운데 정량적으로 실측된 자료를 선별하여 분석했다.
기존 한국기업의 디자인 역량 관련 연구는 개인연구자 단위의 조사를
통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본 연구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본 연구를 시
작한 해에 최초 공개된 데이터로 현재까지 동일데이터를 사용한 실증연
구는 많지 않아 디자인 계량화 연구의 초기 연구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정리하면, 추상적이고 모호한 디자인의 정의와 개념을 정리하여, 생산관
리 분야에서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대상으로 가능성을 높이고자,
‘산업디자인통계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제품개발단계에서의 디자인 역
량이 기업의 재무적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연구목적을 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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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구성 및 기대효과
1.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자료수집의 어려움으로 정성적인 연구가 주
를 이루었던 ‘산업디자인’의 영역에 대해 기업의 실제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분석 연구이다. 국내 기업 중 ‘산업디자인’을 활용하는 기업의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디자인 역량 요인들이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관계를 밝히는 연구를 수행했다. 이러한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위계
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독립변수와 통제변수 그리고 조절변수 등 다수
의 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단계별로 검증한다. 조절변수를 자
세하게 설명하자면 먼저 디자인 역량과 기업의 경영성과 간의 직접적 인
과관계를 살펴보고, 이후 디자이너의 참여 수준, 기업 유형, 정부의 지원
등의 조절 효과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한다.
본 연구는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제 1 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구성과 기대
효과에 대하여 서술한다. 제 2 장에서는 광범위한 문헌연구를 통해 디자
인의 정의, 분야별 의미, 제품디자인과 산업디자인의 차이, 디자인
(design)과 설계(engineering)의 차이, 기존 문헌의 디자인과 기업성과 관
련 연구 등을 검토하여 정리하고 연구의 대상을 명확히 한다.
제 3 장에서는 연구방법론인 위계적 회귀분석을 비롯하여 사용된 회
귀분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다룬다. 본 연구에서 회귀분석을 선택한
이유는 본 연구를 위해 기업의 실제 수치적 데이터(비율척도)를 확보했
기에 기존 문헌에서 사용한 리커트(Likert) 척도로 응답된 구간 변수나
명목 변수에 비해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기존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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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연구에서 시도하지 못한 회귀분석을 통한 직접적 인과관계를 확인
하고자 한다.
제 4 장은 데이터와 자료수집에 관해 다룬다. 본 연구가 가능했던 이
유는 기존에 수집이 어려웠던 디자인 현황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산업
디자인통계조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2019년 하반기에 최초로 관련 통계
자료가 공개되어 해당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분석이 가능해졌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산업디자인’을 활용하는 기업의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
내 기업의 산업디자인의 역량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해
당 챕터(chapter)는 산업디자인통계조사와 디자인 산업특수분류에 대해
설명하고, 사용되는 자료의 특성을 다룬다.
제 5 장에서는 먼저 본 연구에서 다루는 모형과 가설 서술한다. 먼저
전체 모형을 설명하고, 조절변수에 따라 구분되는 3개 파트(part)로 구성
된 9개의 모형을 설명한다. 첫 번째 파트는 ‘디자인 역량’과 기업의 재무
적 성과 간의 직접적 영향과 ‘기업의 유형, 최종재화의 유형의 조절효과
를 보는 4개 모델을 서술한다. 두 번째 파트는 ’디자이너 참여수준‘의 조
절효과에 대한 2개 모형, 세 번째 파트는 정부의 지원여부에 따른 조절
효과를 다루는 3개의 모형을 설명한다.
제 6 장에서는 전체 9개 모델을 분석한 결과를 설명하고, 가설검정을
실시한다. 제 7 장에서는 실무적인 기여를 위한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진다. 이를 토대로 제 8 장에서는 본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를 서
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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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기대효과
본 연구의 의의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학문적 시사점에
있다. 먼저 ‘산업디자인’에 대한 객관적인 수치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타
관련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계량적인 실증분석을 실시한 연구라는 사
실이다. 기존 산업디자인에 관한 문헌들은 ‘디자인’이 추상적인 요인으로
계량화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실무진들의 의견을 설문조
사로 수집하여 분석을 실시해 왔다. 그렇기에 응답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고, 설문 응답이 리커트(Likert)척도로 이루어져 왔기에 수집되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분석 방법 역시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
는 정부차원에서 실시한 통계조사결과를 활용하여, 기업들이 실제 자신
들의 디자인투자액, 디자인 개발 거래처, 디자인인증 및 특허를 받은 횟
수, 조직의 유형‘을 객관적으로 응답한 데이터를 활용한다. 기존 연구에
서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연구가 대부분인데 비
해, 본 연구는 실제 수리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성과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는 점에 차별점이 있다.
둘째,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산업디자인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에
있어 기업의 규모, 생산 재화의 유형 등에 따라 강화해야 하는 디자인
역량에 대해 조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규모, 최종재화의
유형, 디자이너의 참여 수준, 정부의 지원 등 다양한 조절효과를 분석하
기에, 디자인 역량 강화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에게 자신의 기업에
적합한 디자인 역량 강화 관련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유의미한 제언이
가능할 것이다. 분석결과 기업의 규모가 작은 경우 지나치게 디자인조직
을 강화하거나, 디자인 투자액을 높일 경우 오히려 기업성과에 음의 영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정책적 제언으로 디자인지원사업을 기획함에 있어 보다 세부적
인 투자 대상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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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기업 대비 경쟁력과 차별점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디자인 지원사업 역시 그 가운데 해당 된
다. 실제로 2006년 이후 꾸준히 매년 디자인 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디자인 지원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의심하는 연구자들도
존재한다.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중소기업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디자
인 지원사업에 맹목적으로 참여할 경우 경영성과에 오히려 음의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Lee, 2015),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여러
디자인 역량 요인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기업의 규모 별로, 정부
의 지원을 받은 기업과 받지 않은 기업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살펴보
고, 그 원인을 살펴봄으로서 정부의 ‘산업디자인’ 관련 지원사업 정책 마
련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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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문헌 연구

제 1 절 산업디자인의 정의
1. 산업디자인의 범위
제품디자인과 산업디자인은 중복되어 사용된다. 그러나 그 둘 간 에
는 미묘한 차이가 존재한다. 제품디자인은 제품의 유형에 관계없이 소
비자에게 의해 소비되는 모든 상품들을 의미하며, 우리가 이미 사용하
고 있는 것과 새로운 상품, 서비스에 있어 새로운 버전을 얻는 방법이
다. 산업 디자인은 똑같은 듯 보이지만 기능적인 가치가 있는 것, 특히
차량, 건물 등과 같은 산업화가 필요한 것들에 대한 디자인에 관련이
있다. 산업 디자인을 통해 개발된 아이템은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반
드시 디자인 된 것은 아니며, 디자인 목표는 제조업체 더 쉽게 만들
수 있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제품을 위한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것은 산업디자인에 해당한다.
2007년 영국디자인협회에서 발표한 디자인의 범위에 따르면, 이들
은 디자인이 경제적으로 폭넓게 광의적으로 기여하는 것, 환경디자인,
공예, 설계, 디자인, IT 분야 디자인과 같이 유형의 결과물을 창출하는
디자인, 마지막으로 시각, 패션디자인과 같이 디자이너의 개인 역량과
창의성이 중요한 분야로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이들을 학술적 연구
대상으로 구분해보면, 가장 넓은 의미에 해당하는 분야는 기업의 조직
운영, 부서 구성 등을 포함하여 여러 경영 분야에서 다루고 있는 ‘디자
인 경영’에 해당 되고, 가장 협의적인 의미의 패션디자인과 시각디자인
은 디자이너, 작가의 역량이 중요히 반영된다는 점에서 대량생산보다
는 소품종 생산으로 예술가에 가까운 디자이너를 의미한다. 그리고 가
운데 있는 유형의 결과물을 창출하는 제품디자인이 바로 우리가 다루

- 10 -

고자 하는 디자인에 해당된다(Design Council, 2007).
1) 디자인 문법
제품디자인과 산업디자인 간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품 생산
을 위한 설계와 구분되는 ‘디자인’ 고유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
되어야 한다. Urich(2005)는 ‘디자인의 문법’이라고 명명하는데, 디자인
문법은 디자인 요소의 정의 및 구성에 대한 규칙을 포함하며, ‘유효한’
디자인을 정의하는 일련의 규칙을 말한다. 예를 들어 휴대폰의 화면
UX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도 일련의 템플릿이 존재한다. 맨 상단에 날
짜와 통신사, 시간, 송수신 여부를 나열하고 화면 맨 하단에는 메인화
면으로 복귀하는 버튼(아이폰)과 뒤로가기 혹은 사용 중인 어플리케이
션을 볼 수 있는 기능이 배치된다. 이는 스마트폰에 익숙한 사용자들
사이에 암목적인 규칙인 셈이다. 그리고 디자이너들은 시간에 의해 누
적된 사용자들의 행동과 패턴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템플릿을 활용하여
컨셉 디자인화 한다.
Stiny(1987)는 건축 분야에 관한 여러 주택 문법을 개발했으며, 1900
년대 유럽과 미국의 주택 디자인의 기본으로 활용되었다. <그림 2-1>
은 Stiny의 “Queen Anne 저택”의 몇 가지 예이며, 각각의 단일 저택
계획에 대해 다른 가능한 현관과 창문의 위치를 보여준다. 디자인 문
법은 실행 가능한 유효한 디자인을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무
한한 디자인 가능성을 일정한 문법 내로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
한한 가능성이 예술이라면, 산업디자인은 응용 가능한 디자인 문법을
활용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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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Queen Anne” 저택의 예
(Source: Design, creation of artifacts in society, Flemming, U. (1987).
More than the sum of parts: the grammar of Queen Anne houses.
Environment and Planning B: Planning and Design, 14(3), 323-350.)

2) 디자이너와 엔지니어
이러한 산업디자인의 문법은 설계(engineering)와는 다른 특성을 가
진다. 디자인이 설계와 다른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디자이너와 엔지
니어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엔지니어의 설계와 달리
디자이너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고민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탐
색하도록 훈련되어 있다.
<그림 2-2>의 컨테이너 개발 예를 보면, 엔지니어는 각기 필요한
기능에 대해서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하여 최고의 효율을 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능을 고려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림2-3>
에서 디자이너는 이러한 엔지니어의 설계에 미적인 요소와 복합적인
기능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에서 차이를 보인다.
산업디자이너와 엔지니어디자이너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큰 차이는
이들의 개별적인 성향에서 나타난다. 먼저, 디자이너는 긍정적인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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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도록 훈련되었다. 디자이너는 새로운 인공물로 만들 수 있는 최
상의 결과를 상상하도록 훈련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엔지니어는 그에
비해 문제를 찾는 비판적인 시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효율에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경영자들 역시 이윤을 위해 최소의 자원투입이라는 문
제 해결을 위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훈련받는다. 따라서 디자이너와 대
비되는 엔지니어와 경영자라는 두 전문가 그룹 간의 의견 차이는 필연
적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디자이너의 업무를 살펴보면 주로 프로토
타이핑을 통한 반복에 있다. 우수한 디자이너는 이론적 계획을 완벽하
게 구체화하기보다는 사물을 제작, 시도 및 수정하는 특성을 가진다.
산업디자인은 새로운 컨셉 개발과 함께 수많은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여
반복적인 테스트를 하는 것 역시 주요 업무이다. 반복적으로 여러 요
인에 대해 비교 분석하는 것은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과 이론의 부족을
야기할 수 있다. 수치와 정확한 정보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엔지니
어와 경영자들에게는 반복적인 프로토타이핑을 통해 여러 가능성을 제
시하는 것이 데이터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디자인을 이해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Ulrich, 2005).

<그림 2-2> 트레일러: 기능-부품 간 일대일 관계 지도
(Source: Ulrich, K. (2005), Design, creation of artifacts in society)

- 13 -

<그림 2-3> 트레일러: 기능-부품 간 복합 관계 지도
(Source: Ulrich, K. (2005), Design, creation of artifacts in society)

3) 산업디자인과 제품디자인
제품디자인과 구분되는 ‘산업디자인’이란 단어는 1990년대초 서부 유
럽에서 처음 사용되었던 것으로 흔적이 남아 있다(Lorenz, 1986). 갓
산업화가 이루어지던 1900년대 초, AEG 와 같은 독일의 전자제품 제
조회사의 초창기에 막대한 인원의 공예가와 건축가들이 다양한 제조제
품 디자인에 참여했다. 이러한 초기 유럽 디자이너들은 당시 산업에
있어 미친 직접적인 영향은 미비했다. 하지만 이들의 시작은 대에 ‘산
업디자인’이라 부르는 최초의 이론이 형성되고 영향을 미쳤다. 이후 초
기 유럽 디자이너는 ‘바우하우스(Bauhaus) 운동 영향을 미쳤고, 기능
성을 뛰어넘게 된다. 이들은 제품 디자인에 있어 기하학, 단순함, 경제
적인 절제미를 강조했으며,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Form Follows
Function)’는 원칙을 강조했다. 참고로, 이러한 절제미를 강조한 현대의
대표적인 디자이너로 독일 전자기기 회사 ‘브라운(Brown)’의 디터 람
스(Dieter Rams)가 있으며, 디터 람스에게 영감을 받은 디자이너로 애
플(Apple)사의

I-mac과

ipod,

iphone을

(Jonathan Ive)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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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한

조너선

아이브

이후 미국에는 독일과 유럽의 건축가와 디자이너들이 이주하면서 산
업디자인이 급속히 퍼지게 되는데, 미국의 산업디자인은 유럽과는 구
별되는 특징을 지녔다. 미국에서는 서비스, 영업, 광고를 위한 제품의
외형적인 요소가 강조되었으며, 미국 산업디자인의 개척자들로는 월터
티그(Walter Dorwin Teague), 노먼 벨 게디스(Norman Bel Geddes),
레이먼드 로위(Raymond Loewy)등이 있다. 1930년대의 미국의 디자인
을 살펴보면 기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유선형 디자인이 유행했으며,
제품의 구분없이 자동차, 유모차, 만년필, 텔레비전 등 대부분의 제품
이 미사일을 닮은 유선형 형태를 외관으로 디자인 되었다. 1950년대에
접어들면서 과장된 디자인은 점차 단순해졌으나 여전히 미국의 자동차
들은 기능과 전혀 상관없는 과장된 꼬리 또는 크롬 범퍼 등으로 장식
을 하는 등의 장식적인 요인이 남아 있었다.
1970년대에는 유럽출신 디자이너들이 강한 영향을 미치면서 유행에
따르는 무분별한 디자인 보다는 각 기업별로 차별화된 디자인을 하고
자 하는 노력이 시작되어, 제품개발단계의 하나로 통합되었다. 미국 산
업 내에서 제품 제조, 개발의 단계로 통합되면서 산업디자인은 제품개
발단계 내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설계와 그 개념이 구분되지 않기
시작했다.
2000년대에 접어들어 산업디자인이 기업에서 전문적인 부문으로 다
시 주목받으며, 기업 전체 운영에 있어 폭넓게 사용된다. 이후 소규모
디자인전문기업이 등장하거나, 제조 대기업이 전문적인 인하우스 디자
인 부서를 꾸리는 등의 경향이 나타났다. 미국의 산업디자이너 협회
(The Industrial Designers Society of America, IDSA)에서는 산업디
자인을 이렇게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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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fessional service of creating and developing concepts and
specifications that optimize the function, value, and apperarance of
product and systems for the mutual benefit of both user and
manufacturer”
(사용자 및 제조업체의 상호 이익을 위해 제품 및 시스템의 기능, 가
치 및 외관을 최적화하는 개념 및 사양을 작성 및 개발하는 전문 서비
스)”.
그러나 이렇게 정의하면 전체 제품개발 단계를 아우르는 제품디자
인과 그 정의가 차이가 없게 느껴질 수 있다. 산업디자이너는 특히 형
태와

사용자

사용성에

집중된

관심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Dreyfuss(1967)는 산업디자이너가 신제품 개발을 위해 개발팀에서 기
여할 수 있는 5가지 요소로 사용성(utility), 외형(appearance), 보수의
용이성(ease

of

maintenance),

저비용(low-cost),

의사소통

(communication)를 정의하고 있다.
산업디자이너들은 대학 4년간 형태와 조형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게 된다. 세부적인 과목들은 이론이 아닌 실습위주로 구성되며, 스케
치, 발표, 목업 만드는 기술, 재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제조 기술,
마감배 등에 대해 학습하고, 산업 실습, 설계의 기초, 제조공정, 마케팅
이론 등이 해당 된다. 산업디자이너들의 아이디어를 시각적으로 표현
하는 능력은 팀의 컨셉 개발 프로세스를 가속화 할수 있다. 산업디자
이너는 아이디어를 개발과정 전체의 구성원이 사용하는 개념 스케치,
모델, 그리고 렌더링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위의 내용을 통해 제품디자인과 산업디자인의 영역과 역할 그리고
개념을 구분하였다. 다음은 제품개발단계에서 산업디자인이 실무적으
로 어떠한 프로세스를 수행하는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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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개발 프로세스와 산업디자인
산업디자인 프로세스는 일반적인 제품개발 프로세스와 매우 유사하
나, 그 프로세스 상에 디자인이 하나의 과정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를 의미한다. 제품개발의 프로세스 연구는 SCM의 소 분야의 하나로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NPD 프로세스 상에서는 제품디자인과 프
로세스 디자인으로 나뉘고, 프로세스 디자인은 생산품질과 제품 불량
률을 낮추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제품 불량률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생산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제품을 기술적으로 설계하거나, 제
조 공정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것 역시 디자인이란 단어로 사용이 된
다. 여러 경영학 문헌에서는 효율적인 시스템 구성을 위한 SCM를 관
리하고 구현하는 것을 디자인이라고 부르며 이와 관련해서 여러 연구
가 있어 왔다(Ahire and Dreyfus, 2000; Kok and Graves, 2003;
Tillinghast et al, 2011). 제품개발 프로세스가 등장하는 연구자에 따라
각 프로세스의 활동을 구분하는데 차이가 존재한다. 제품디자인은 설
계와 통합적 활동으로 여기는 연구도 있지만, 제품개발 중에서도 제품
디자인과 개발이 중요 요인으로 제품디자인은 설계, 제조(생산), 마케
팅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지식과 훈련이 필요한 중요한 프로세스이다
(Ahmadi & Wang, 1999).
Ahmadi & Wang(1999) 은 로켓 개발 기업의 디자인 프로세스 상에
서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위해 관리가 중요한 프로세스를 추적하기 위
해 수리적 모형을 사용하여 전체 개발 프로세스를 모형화 했다. 특히
전체 제품개발 단계 내에서 디자인 프로세스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으
며,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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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Rocketdyne 사의 터보엔진 부서의 디자인 프로세스
(Source Ahmadi, R., & Wang, R. H. (1999). Managing development risk in
product design processes. Operations Research, 47(2), 235-246.)

이들이 정의한 설계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은 8가지 설계 단계로 구
성됩니다. (1) 설계 요구 사항 및 기본 규칙(design requirements and
ground rules), (2) 개념(conceptual design), (3) 예비(preliminary
design), (4) 세부 디자인(detail design), (5) 제작(fabrication), (6) 개발
및 인증(development and certification), (7) 시험 및 현장 지원(test
and

field

support,

and

finally),

그리고

마지막으로

(8)

생산

(production)으로 총 8단계를 이루고 있다. Vink(2008)은 제품개발 단
계 내에서 이해관계자들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으며
디자인 프로세스를 9개로 구분하고 있다. Brockhoof(2003)은 제품 개
발 단계에 있어서 고객 참여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총 7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디자인 진흥원에서 실시한
제품개발 프로세스는 총 7단계로 구성되고 있으며, 이들은 비즈니스
전략 수립부터 제품개발을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그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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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은 위에 제품개발 단계가 언급된 문헌을 포함하여 산업디
자인 관련 문헌과 제품개발 관련 문헌에서 프로세스만을 발췌한 것이
다. 산업디자인 프로세스와 제품개발 프로세스는 유사한 활동들로 정
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품개발 프로세스와 산업
디자인 프로세스 모두의 첫 단계의 시작이 ‘컨셉 디자인’인 경우를 확
인할 수 있으며, 산업디자인 프로세스 내부에서는 제품디자인, 컨셉디
자인, 세스템 단계 디자인 등 ‘디자인’이 중복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
다. 이처럼 제품개발과 그 프로세스 상에서 여러 디자인이 가지는 의
미를 보다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문헌에서 살펴본 제품개발 프
로세스와 산업디자인 프로세스 간에는 유사성이 존재하며, 그 구분은
연구자의 관점이나 연구 대상 기업의 생산 제품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산업디자인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제품개발 프로세스 상에서 ‘산업디자인’과 관련된 구체적인 역할을 살
펴보고자 한다.
Krishnan & Ulrich(2001)은 경영학 분야별로 제품개발에 대해서 다
루고 여러 문헌에서 언급된 의사결정 사항과 특성에 대해 구분하고 정
리한 문헌연구를 실시했다. <표 2-2>와 <표 2-3>은 이들이 정리한
의사결정 사항을 발췌하여 재구성한 표이다. 제품개발과 관련하여 산
업디자인의 업무를 정의하기 위해 제품개발 단계에서 ‘디자인’에 관한
의사결정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이들이 제품개발 관련 의사
결정 문항을 크게 5개의 카테고리(컨셉디자인, 공급사슬디자인, 제품디
자인, 성능검증 및 평가, 생산 및 출시)로 구분하고 있다. 각 카테고리
에 해당되는 문항들을 살펴본 후, <표 2-1>에 정리한 문헌에서 언급
한 산업디자인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각 단계의 내용과 앞 절에서 언급
했던 산업디자인의 특성 등을 적용하여 산업디자인의 역할이 해당 되
는 문항들을 표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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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제품개발
프로세스

Design/Product development Process

Reference

(1)
(2)
(3)
(4)
(5)
(6)
(7)
(8)
(9)

Introduction
Analysis
Idea generation
Idea selection
Prototyping
Testing
Adaptation
Implementation
Evaluation

Vink(2008)

(1)
(2)
(3)
(4)
(5)
(6)
(7)

비즈니스전략 수립
시장조사
상품기획
연구개발(디자인,개발포함)
생산 엔지니어링 서비스
유통 및 품질 관리
마케팅 및 홍보

KIDP(2017)

제품개발
프로세스
(고객참여)

(1)
(2)
(3)
(4)
(5)
(6)

Idea generation
Concept development
Development and engineering
Prototyping
Pre announcement
Post-launch

Brockhoff(2003)

산업디자인
프로세스

(1)
(2)
(3)
(4)

Investigation of customer needs
Conceptualization
Preliminary refinement
Further refinement and final concept
selection
(5) Control drawing or models
(6) Coordination with engineering,
manufacturing and external vendors

Eppinger &
Ulrich(2016)

(1) 설계 요구 사항 및 기본 규칙(design
requirements and ground rules),
(2) 개념(conceptual design),
(3) 예비(preliminary design),
(4) 세부 디자인(detail design),
(5) 제작(fabrication),
(6) 개발 및 인증(development and
certification)
(7) 시험 및 현장 지원(test and field support,
and finally)
(8) 생산(production)

Ahmadi &
wang(1999)

(1)
(2)
(3)
(4)

Urlich(2005)

Concept development
System-level design
Detailed Design
Test and Refinement

<표 2-1> 제품개발 프로세스와 산업디자인 프로세스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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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isions
(1) Concept
Development

(2) Supply
Chain
Design

References

What are the target values of the
product attributes, including
price?(주요특성은 무엇?)*1)

Cohen and Whang 1997;
Hauser and Clausing 1988;
Shocker and Srinivasan,
1979

What is the core product
concept?(핵심 컨셉은 무엇?)*

Bacon et al. 1994; Crawford
1987; von Hippel 1986;
Dahan and Srinivasan 2000;
Kleinschmidt and Cooper
1991

What is the product
architecture?(제품의 구조?)*

Baldwin and Clark 1999;
Ulrich and Tung 1991; von
Hippel 1990; Clark 1985

What variants of the product will
be offered?(제품의 다양성을 주는
요소)*

Lancaster 1990; Kekre and
Srinivasan 1990; De Groote
1994

Which components will be shared
across which variants of the
product?(제품의 고유셩과
다양성을 줄 수 있는 요소는 각각
무엇?)*

Fisher et al. 1998; Gupta
and Krishnan 1999;
Rutenberg 1969

Which will be the overall physical
form and industrial design of the
product?(물리적인외형과
산업디자인?)*

Agarwal and Cagan; 1998;
Lorenz 1990

Which components will be designed
and which will be
selected?(디자인 진행할 부품의
선정)*

Clark 1989;Ulrich and
Ellison 1998

Who will design the
component?(디자인(개발) 주체)

Clark 1989;Ulrich and
Ellison 1998

Who will produce the components
and assemble the product?

Dyer 1996; Liker et al.
1996; Monteverde and
Teece, 1982

What is the configuration of the
physical supply chain, including
the location of the decouple point?

(Gupta and Krishnan 1998;
Fisher 1997)

What type of process will be used
to assemble the product?

Bhoovaraghavan et al., 1996;
Nevins and Whitney, 1989

<표 2-2> 프로젝트 상에서 제품개발 의사결정 항목(1)
(Krishnan & Ulrich, 2001)

1) *하이라이트(기울임체) 된 의사결정 문항은 산업디자인 의사결정 영역과 겹치는 부
분이다. 즉 기존 ‘제품개발 단계상의 산업디자인’요인에 체크하였다.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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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isions

References

What is the values of the key
design parameters?(핵심디자인
요소, 특성은 무엇?)

Finger and Dixon 1989;
Ulrich and Pearson 1998;
Agogino and Almgren 1987

What is the configuration of the
components and assembly?(부품의
구성과 조합?)*

Bourjault 1984; Gupta and
Krishnan 1998; Ward 1989

What is the detailed design of the
components, including material
and process selection? (부품의
세부 디자인과 재료 선정)*

Chen et al. 1994;
Navinchandra 1994; Ulrich
et al. 1993

(4)
Performance
testing and
Validation

What is the prototyping
plan?(프로토 타입 계획)*

Thomke and Bell 1999

What technologies should be used
for prototyping?(프로토타입 개발
방법)*

Dahan and Mendelson 1998;
Thomke 1998

(5) Production
Ramp-up
and Launch

What is the plan for market testing
and launch?

(3) Product
design

What is the plan for production
ramp-up?

Hendricks and Singhal 1997;
Mahajan and Wind 1988;
Mahajan et al. 1990

Terwiesch and Bohn 2001;
Billington et al. 1998

<표 2-3> 프로젝트 상에서 제품개발 의사결정 항목(2)
(Krishnan & Ulrich, 2001)

그 결과 제품개발 관련 의사결정 질문 총 19개 가운데 13문항 - (1)
컨셉개발 6문항, (2) 공급사슬디자인 6문항 가운데 2문항, (3)제품디자
인 3문항, (4)성과 검증 및 평가 2문항 – 이 산업디자인 프로세스 및
역할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품개발 단계에 있어서 산
업디자인의 역할은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산업
디자인의 역할이 기능성, 고객의 니즈 파악, 제품의 외형, 복합적인 제
품의 기능과 구성품 간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임을 앞에서 ‘제품디자인
과 산업디자인’에서 언급한 바 있다. <그림 2-5>는 전통적인 기능적인
요소에 대한 제품개발 의사결정 간의 집락을 구성하는 이미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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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제품개발 의사결정 항목 클러스터링
(revised from Source: Krishnan, V., & Ulrich, K. T. (2001). Product
development decisions: A review of the literature. Management science,
47(1), 1-21.)

마케팅 영역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새로운 제품 기회의 모색, 제품의
목표 및 특성, 고객이 원하는 다양성 요인은 산업디자인의 영역으로
기업에서 인정해왔다(오신환 외, 2013). 설계 및 공정 분야의 영역에
해당되는 제품의 부품, 형태, 개발주체, 재료의 선정 역시 산업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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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 해당 된다고 판단된다. 제품에 대한 기획, 제조 생산공정 셋팅
까지 마치고 나서 실제 생산이 진행되는 부분은 산업디자이너의 영역
이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산업디자인(industrial design)은 제품 개발 단계에서 주요한 역할이
분명히 존재하며, 이들이 독립적인 업무의 한 분야로 주로 형태, 외형,
사용자 경험을 고려하여 제품의 기능과 부가가치를 향상 시키기 위한
전문적인 업무 분야이다.

<그림

2-6> 전자기기제품 개발부서 구성 개략도

(source: Product Design and Development(2016) by Karl Ulrich and Steven
Eppinger (McGraw-Hill/Irwin)

산업디자인은 하나의 전문기술로서 엔지니어링(engineering) 직군과
팀으로 구성되어 제품을 개발한다. 대부분의 기술 기반 기업 내에서
산업디자이너의 위치는 제품 개발을 위한 팀의 구성원으로서 엔지니어
링 디자이너, 제조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개발자 그리고 기타 특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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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술을 가진 직군과 함께 협력하여 업무를 진행한다. <그림 2-6>은
전자기기 제조기업의 개발 팀 구성을 나타낸 것으로 디자인 업무를 구
분하여 특성에 따라 산업 디자이너(Industrial designer)와 설계 디자이
너(Mechanical designer)로 분리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생산설
계 이전까지의 산업디자인의 업무를 제품의 컨셉을 개발하고, 그림을
그리는 디자이너와 심미적 디자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생산 이전의 프
로토타입 설계를 위한 직무를 구분하고 있다. 이는 산업디자인이 제품
개발에 있어서 두 개의 업무단계로 구분될 만큼 주요한 직무를 담당하
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로서 제품개발에서 산업디자인의 역할과 직무 그리고 제품개발 의
사결정 가운데 산업디자인과 관련된 의사결정 사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리하였다. 일반적인 문헌에서는 산업디자인을 ‘마케팅’의 영역으로
제한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러한 문헌연구를 통해 생산공정에 산업
디자인이 깊이 관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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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산업디자인과 경영학
1. 경영학 연구와 디자인
최근

들어,

경영

컨설팅회사의

보고서

및

경영학

주요

저널

(Management Science POMS 등)에서 ‘제품 개발 단계에서의 산업디
자인’에 관한 연구가 등장하는 추세를 보인다. 2006년 다보스 포럼,
2007년 영국디자인협회의 활동 등으로 영국의 금융 시장은 ‘디자인’에
열광했고, 그 무렵 현대카드가 ‘디자인’을 핵심 역량으로 두각을 나타
내는 등 ‘디자인’이 인기 키워드로 부각했으나 2010년 중반에 접어들며
잠잠했다. 그러던 중 최근 다시 디자인 키워드가 언급된 것은 맥킨지
사가 2017년도에는 전 세계 Top 3 디자인 컨설팅 회사인 루나(Lunar)
사를 합병하면서다. 디자인 전문회사를 합병한 이후 ‘디자인 컨설팅 부
문’을 신설하여, 미국, 영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에서 ‘디자인’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디자인계와 산업계로 하여금 디자인
에 대한 투자 및 역량 강화에 관심을 다시한번 가지게 하는 사건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2018년도에 발간한 맥킨지 쿼틀리(Mckinsey
Quartly)에 따르면, 5년간 300여 개의 기업의 10만 개 이상의 디자인
활동과 20만 개의 재무 데이터를 추적,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조군(일
반기업)의 이윤이 3~6% 증가, 주주 총 수익이 12~16% 증가한데 비해,
맥킨지 인덱스(index)에 해당 되는 디자인 활동을 활발히 한 기업 300
개는 이윤이 10%, 주주 총이익이 21%로 증가하여 이윤과 주주 총이익
모두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디자인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
향을 증명했다. 이러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적 리더십,
다양한 융합 인재, 지속적인 반복검증, 사용자 경험의 4가지로 정의하
고 있다(sheppard et al. 2018). 해당 보고서는 300여 개의 기업을 추적
한 결과이기는 하나, 최종적으로 성과에 미치는 요인들이 추상적으로
계량적으로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 보고서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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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기업 데이터에 접근하여 재무적 성과, 조직의 구성 등 실제 기업데
이터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보다 실증적이고 유사 기업이 참고할 수 있
는 결과물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그 연구의 연속성이
짧다는 한계가 있다. 산업디자인과 성과에 관한 학술적 연구를 살펴본
다. Krishnan & Ulrich(2001)는 제품개발에 있어 경영자들의 의사결정
요인들에 대해 경영학 분야 별로 구분하여 문헌을 살펴보고 있다. 다
시말하면 성공적인 제품개발 즉,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개
발 관련 연구 주제 및 의사결정 사안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경영학를
마케팅, 인사조직, 생산설계, 생산관리로 구분하여 분야별로 다루는 주
요 이슈, 관심 변수를 정리해두었다<표 2-4>.
본 연구에서는 Krishnan과 Ulrich 의 연구 내용 가운데 산업디자
인의 측정 요인의 추출 가능성을 살펴본다. 마케팅 문헌에서 중요한
요소는, 고객의 사용성을 높이고, 제품의 기능을 편리하게 하는 것이
주요한 특징(Dominant Representational Paradigm)이며, 이를 측정하
기 위한 변수(decision variables)은 제품의 특성 수준, 가격을 꼽고 있
다. 그리고 성공요인(critical success factor)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
집하는 의사소통이다. 인사조직에서는 조직 간의 연계성이 대표적인
특징이고, 팀의 구조, 팀의 인센티브 등이 변수로 사용된다. 또한, 조직
의 구성, 팀의 성격에 따라 기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설계 디
자인의 경우, 부품과 제품의 기능 간의 관계, 형태는 기능을 최대화하
기 위한 역할을 한다. 주요 변수로는 제품의 크기, 형태, 조합, 기능,
관점 등이 있으며, 성공 요인으로는 창의적인 컨셉 디자인과 성능의
최적화에 그 목적이 있다. 생산관리 부문에서는 효율성, 리드타임, 자
원 활용의 최대화가 주요 변수로 성공 요인으로는 공급자 선정, 재로
선정, 프로젝트 관리, 품질 관리 가 있으며, 생산 순서에 대한 설계와
같은 공급사슬 디자인도 해당된다. 위의 문헌을 정리해보면 제품 개발
의 성과를 측정하는 요인으로 ‘ 제품의 특성’ ‘창의적인 제품 컨셉’, ‘소
비자의 니즈 파악’, ‘조직의 구성’, ‘팀의 성격’ 등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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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utility as a
function of product
attributes

Product attributes levels,
price

Product positioning
and pricing
Collecting and
Meeting customer
needs

Dominant
Representation
al Paradigm

Example
Decision
Variables

Critical
Success
Factors

Organizations

Organizational
alignment
Team characteristics

Product development team
structure, incentives

No dominant paradigm.
Organizational network
sometimes used

“Product Success”

A product is an artifact
resulting from an
organizational process

Engineering Design

Creative concept and
configuration
Performance
optimization

Product size, shape
configuration, function,
dimensions

Geometric models
Parametric models of
technical performance.

“Form and function”
Technical performance
Innovativeness
(Sometimes direct cost)

A product is a complex
assembly of interacting
component

(Krishnan & Ulrich, 2001)

<표 2-4> 경영학 분야별 제품개발 관련 의사결정 사항

“Fit with market”
Market Share
Consumer utility
(Sometimes profits)

Typical
performance
Metrics

Marketing

A product is a bundle
of attributes

Perspective on
product

Operations Management

Supplier and material
selection
Design of production
sequence
Project Management

Development process
sequence and schedule
Point of differentiation in
production process

“Efficiency”
Total cost
Service level
Lead time
Capacity utilization
Process flow diagram
Parametric models of
process performance.

A product is a sequence
of development and/or
production process
steps

2. 생산관리 연구와 산업디자인
제품개발 단계에서의 디자인이 언급되는 생산관리 분야로는 ‘신제품
‘기술혁신/기술경영(Perk et al., 2005; Gemser & Leenders, 2001)’, 신제
품 개발(Swink, 2000; Bessant & Francis, 1997; Oh et al, 2013)’, ‘지속
가능 경영(Fargnoli et al.,2014; Schaltegger, 2014; Ramirez, 2012) 등이
있다. 제품디자인, 디자인이라는 단어는 생산관리에서 접하기 어려운 용
어가 아니다.
기업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새로 생산하거나 방법을 이용하여 기술 진보
를 만들어 내는 것을 기술 혁신이라고 한다(Hall, 1994). Schumpeter는
기술혁신(technical innovation)은 공정, 시장, 재료 및 조직 등 생산수단
을 새로 결합해서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일련의 활동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Schumpeter, 1961).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
련된 아이디어 채택, 새로운 유형의 엔터테인먼트 시스템과 서비스의 변
화 역시 기술의 혁신으로 볼 수 있다(Damanpour, 1984; Tidd, 2001). 기
술경영/기술혁신 분야에서 언급하는 기술의 특성은 무형 지적 재산을 다
룬다는 점에서 ‘디자인’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기술의 성과측정을 위
해 주로 사용되는 변수는 ‘기술 특허’의 수, R&D비용 등이 사용된다.
기술혁신은 대상에 따라 크게 제품 혁신(product innovation)과 공정혁신
(process innovation)으로 나눈다. (Utterback & Abernathy, 1975). 제품
혁신은 새로운 제품을 개발(new product development)하거나, 기존제품
의 기능을 향상 시키는 것(improving product)을 의미하며, 공정 혁신은
제품의 유통, 제조 공정, 생산 설비개선 그리고 서비스의 전달에 있어 효
율성을 강화하거나 개선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신태영 외,
2002).
효율적인 생산공정에 관한 연구에서 ‘SCM 디자인’이란 단어를 쉽게 볼
수 있다(Kok and Graves, 2003; Tillinghast et at, 2011). 이는 앞서 신

- 29 -

태영 등이 연구한 공정혁신과 유사한 분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품 혁신(product innovation) 관련 연구 역시 제품 디자인(product
design/development) 및 설계에 관한 연구와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디자인이란 단어는 경영학에서 매우 흔하게 사용되
고 있지만, 그 역할은 기술 혁신(Innovation), 불량률 최소화(defection
reduction),

효율적

설계,

감성적

공감,

창조적

의사소통(creative

communication) 등 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
다. 산업디자인에 관한 연구는 신제품 개발(NPD), 제품개발 프로세스 관
련연구에서 자주 접할 수 있다. <표 2-4>에 소개된 Krishnan &
Ulrich(2001)의 제품개발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를 보면 마케팅,
인사조직, 생산관리 분야 등에서 다양한 주제로 연구되는 것을 알 수 있
다.
생산관리 분야에서의 디자인에 대한 연구는 실증적 검증을 위해 문헌연
구를 바탕으로 케이스 스터디를 선행하고, 수리적 모델을 도출하거나, 설
문조사에 대한 회귀분석 또는 구조방정식 등으로 분석하는 계량적 연구
방법으로 이루어 진다(Park, 2011; Oke et al., 2010; Rungtusanathama
and Forza, 2005; Singhal et al., 2002; Ahire and Dreyfus, 2000; Grover
and Malhotra, 1999).

<그림 2-7> 디자인과 프로세스 관리가 품질에 미치는 영향 모델
(Ahire and Dreyfus,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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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ire and Dreyfus(2000)는 제품의 품질관리 측면에서 디자인 경영
(design management)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품질 디자인 관리란 제품의
디자인과 공정의 품질을 진보된 관리적 기술적 경험을 통해 관리하는 것
임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해당 연구는 생산공정 상에서의 품질관리와
대응되는 디자인의 개념으로서 생산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설계와 디자
인’에 한정된 디자인을 다룬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품질 경영 문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관련 문헌에서 볼 수 있는 디자인
의 품질이란 제품의 불량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정과 형태의 디자인을
의미한다(Hauser

and

Clausing,1988.;

Dean

and

Susman,

1989.;

Womack et al., 1990; Funk, 1992; Rosenthal,1 992.; Greene, 1993.;
Boothroyd et al., 1994.; Deschamps & Nayak, 1995.; Ahire et al.
,1996.;Swink et al., 1996.) 이는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산업디자인’과는
차이가 있다.
2000년 초반까지의 ‘디자인’에 관한 연구는 이처럼 제한적인 의미로만 다
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산업디자인’의 역량에 대해 다양한 관점
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표 2-5>. 생산관리 주요 저널에서 제품개
발 관련 내용 뿐 아니라, 심미적 디자인, 디자인상 등과 같은 보다 세분
화된 산업디자인의 영역에 대해 다루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Ahmadi &
Wang(1999)은 생산실패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로켓 개발 회사의 의뢰
로 제품 개발 실패의 위험을 계량적으로 예측하기 위한 수리모형을 개발
하여, 위험을 측정하고자 했다. 이들은 특히 제품개발 프로세스 상에서
산업디자인의 프로세스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산업디자인이 독립적
으로 존재하는 제품개발의 한 단계임을 언급하며, 생산설계, 기술 특허
개발 그리고 산업디자인으로 프로세스를 구분하고 있다. 그 가운데 산업
디자인의 반복적인 프로토타입 개발 및 개선을 통해 제품의 실패 위험성
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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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development decisions: A
review of the literature

Management
science

Automakers

Management

자동차 외형 디자인의 지역
맞춤화의 효과

<표 2-5> 산업디자인 관련 생산관리 연구 방향 추이

Emerging Market Dilemma for

Operations

대한 연구

Design Question
To Adapt or Design: An

제품의 심미적 디자인에

디자인상수상에 따른
시장의 가치 변화

2019

2018

2016

2001

1999

로켓 추진기 개발 단계 내의
디자인 프로세스의 관리
위험

제품개발 관련 문헌 속
제품디자인의 정의 및 연구

연도

내용

Same or Different? An Aesthetic

market value of the firm

Production and

Management

Operations

Production and

Management

Operations

Product design awards and the

Managing development risk in
product design processes

Operations
Research

Production and

제목

저널

& Saranga, H.

Jonnalagedda, S.,

Y.

Li, K. J., & Liu,

Xia, Y., Singhal,
V. R., & Peter
Zhang, G.

Krishnan, V., &
Ulrich, K. T.

Ahmadi, R., &
Wang, R. H.

저자

제 3 절 디자인 역량과 기업성과
1. 산업디자인 가치 측정
디자인이 순수 미술과 다른 점은 결과물에 창작자의 니즈가 아닌 소
비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반영하여 보다 많은 사용자에 편리함과 만족감
을 제공한다는 점에 있다. 그리고 많은 사용자에게 제품이 전달되는 가
장 일반적인 방법이 기업의 공급과 사용자의 구매의 형태이기 때문에 디
자인은 기업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에 대한 연구는 정성적 연구에 그치고 있다.
경영인들 사이에서 ‘디자인’은 인기 있는 화두이다. 2006년에 세계 경
제 포럼인 ‘다보스 포럼’에서 디자인(Design)을 키워드로 선정하면서, 디
자인 컨설팅 회사 IDEO의 CEO 톰 캘리(Tom Kelly)가 연사로 초대되어
‘Design Thinking’이란 제목의 혁신(innovation)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디자인 경영(design management)이라는 키워드가 화제가 된다. 화제성
을 보유하고 있고,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미디어, 기사, 칼럼에
서 다루고 있지만, 여전히 디자인은 추상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로
여겨지는 듯 하다. 미국의 유명 디자인 전문 컨설팅 회사인 프로그 디자
인(Frog Design)의 Hartmut Esslinger는 디자이너와 경영인들 사이의
관점

차이에

대해서

‘화성에서

온

경영인,

금성에서

온

디자이너

(“Business people are from Mars and designers are from Venus”,
2006)라고 언급한 바 있다. 디자인(design)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경영분
야와 디자인 분야에서 서로 다른 시각에서 진행되는 경향을 보인다.
제품개발에

있어서

산업디자인

연구는

크게

문제해결(problem

solving)과 불량률 감소(defect reduction)으로 나눠서 볼 수 있다. 먼저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다양성에 대한 고객의 욕구, 복합적인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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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제품의 컨셉 디자인으로 문제 해결로서의 디자인과 둘째, 제품개
발 프로세스 상에서 불량률을 최소화 하는 도구로 디자인을 양극화 하여
디자인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많은 것으로 보인
다.
디자이너들이 언급하는 디자인은 건축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기계
디자인, 환경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가 존재할 수 있고, 각기 전문 분야
에 따라 ‘좋은 디자인’에 대한 해석에 차이가 있다. 그와 달리 경영인들
에게 산업디자인이란 제품 프로세스 상에서 효율성 또는 부가가치를 극
대화 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된다. 대표적인 예로 품질관리 문헌에서
좋은 디자인이란 오류(defect)를 최소화를 하고, 생산 효율성을 최대화하
기 위한 디자인과 설계를 말하며, 이와 관련해서 식스 시그마(Six
sigma), 타구치 디자인(Taguchi Loss function) 등 생산효율 극대화를
위해 최적화 된 디자인 품질 관련 연구가 꾸준히 있어 왔다(Noori, 2001,
Taguchi, 1993). 불량률 감소(Defect reduction)을 위한 디자인을 평가할
경우 좋고 나쁨의 기준을 불량(defect)의 수로 측정할 수 있기에 정량적
(Quantitative) 평가가 용이하다(Ulrich, Karl T. 2011). 이와 달리 문제
해결(Problem Solving)로서의 디자인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것을 제품 개발에 적용하는 일련의 과정이 무형의
지적(intellectual)

활동으로

이를

계량화

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Ulrich, 2011; Lockwood, 2007). 이러한 평가의 어려움 때문에 기존 문
헌에서 디자인의 가치(Value of Design) 측정의 가능성을 놓고 토론이
이루어져 왔다.
Lockwood(2007)은 무형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문헌 분석을 통해 10
개의 디자인 평가 기준을 수립하였다. 10개의 디자인 가치 측정 기준은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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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Index

References

(1) Purchase influence/emotion (구매의도)
(2) Enable strategy/enter new markets (신시장 전략)
(3) Build brand image and corporate reputation (브랜드
이미지/명성)
(4) Improve time to market and development processes
(5) Design return on investment (ROI)/cost savings
(6) Enable product and service innovation (제품과 서비스 혁신)

Lockwood, 2007

(7) Increase customer satisfaction/develop communities of
customers(고객니즈 파악)
(8) Design patents and trademarks/create intellectual
property(디자인특허/상표권/지적재산)
(9) Improve usability(사용성 향상)
(10) Improve sustainability (지속가능성)

<표 2-6> 디자인 가치 측정 프레임워크
(source: Lockwood, 2007)

Dell'Era et al.(2010)는 디자인으로 유명한 이태리 기업들 대상한 사례
분석을 통해 디자인의 가치와 특성을 파악하고자 했다. 디자인가구 생산
기업과 디자인조명 기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제품의 디자인은 크게 기
능적 영역(functional dimension)과 인지적 영역(semantic dimension)으
로 구분되며 기술의 개발과 디자인의 개발이 신제품 출시를 촉진한다.
내부적인 디자인 개발에 의한 제품 출시뿐 만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인
시장의 요구에 의해 신제품 출시가 이루어지는 프로세스를 문헌화 했다.
디자인의 영역과 역할에 대해 개념적인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데, 제품
시스템을 크게 기술(technology)와 디자인(design)으로 분류하고 기술이
라는 도구를 통해 기능이란 결과물을 제시하고, 소비자에게 성과의 형태
로 영향을 미친다, 디자인은 기술과 달리, 형태와 색상이라는 소비자와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언어로서의 도구를 가지고, 메시지 형태의 결과물
을 제시하고, 소비자에게 공감과 의미라는 영향을 끼치는 역할의 흐름을
정리하는 연구이다. 그러나 이 연구 역시 문헌연구에 그친다는 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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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다.

<그림 2-8> 디자인의 기능적, 감각적 역할 및 성과
(Extracted from Figure 2. functional & semantic dimensions of the produt.
Source: Dell'Era, C., Marchesi, A., & Verganti, R. (2010). Mastering
technologies in design-driven innovation. Research-Technology Management,
53(2), 12-23.)

산업디자인의 정량적 측정은 품질관리 문헌에서 언급된 불량률을 통한
측정이나, 생산 효율성 향상 측정을 시간이나 기간으로 하는 방법을 고
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산업디자인 고유의 특성인 고객의 니즈
반영, 제품의 특징과 부품 간의 복합적인 관계를 고려하는 문제 해결로
서의 디자인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산업디자인’의 정량적 측
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디자인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기존 연구들은
디자인의 정성적인 특성으로 인해 문헌연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으며,
디자이너 출신의 연구자들의 경우 사례분석을 통한 개념적 연구가 주를
이루어, 실증연구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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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디자인 역량
산업디자인 활동과 디자인 자원의 기업 성과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
루어지고 있으나 제품디자인 상에서 설계와 구분되는 산업디자인의 특성
에 대한 연구가 아닌 산업디자인(Industrial Design)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Swink et al. (2004)는 광의적인 디자인 개념으로서 디자인 경영이 기
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이들은 137개의 신제품 디자인 개발
프로젝트

데이터를

바탕으로

디자인경영

(design-manufacturing

integration; DMI)가 신제품의 디자인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조방
정식 모델링을 사용하여 매개효과를 검토하였다. 제품 디자인 품질에 대
한 조직의 복잡성과 기술 혁신성의 영향도 함께 살펴보았고, 분석 결과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 단계에서 제조 단계에 디자인의 역할이 중요함을
검증하였다. 해당 연구를 통해 기업경영에 전사적인 디자인 경영이 중요
하다는 실무적 의견을 피력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제품개발 단계에서의
산업디자인이 아닌 광의적이고 전체적인 개념에서의 디자인을 의미한다
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Chiva &Alegra(2009)는 디자인 투자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다
룸과 동시에 디자인 경영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들은 디자인의 역할이 중요한 타일 산업을 선정하여
이태리와 스페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했다. 이들은 정확
한 디자인 투자비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Gemser and Leender,
2001) ‘최근 3년 간 디자인 투자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응답하시오“
등의 문항을 통해 응답자의 자발적인 응답을 유도했다. 연구 결과 디자
인 투자는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디자인을 효과적이
고 효율적으로 관리(디자인경영)하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이 비해
더 나은 성과를 얻음을 밝혔다. 이들이 디자인 역량을 정량적으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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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이들 역시 디자인 경영 관점에서 ‘디자인’
을 정의하는 연구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Gemser and Leenders(2001)는 디자인역량을 실증적으로 검토한 초기
학자에 해당 된다. 조명 산업과 가구 산업이라는 디자인이 중요한 역할
을 하는 두 개의 산업을 표본으로 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산업디자인이
기업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했다. 이들은 특히 조명, 가구
산업 내 기업 가운데 신진 기업과 성숙기업을 구분하고 그룹간의 디자인
투자 정도를 비교하여 산업디자인 집중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기업성숙도의 조절 효과 역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산업디자인이
회사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무조건 긍정적이지 않고 산업 발전 및 산업
디자인 전략과 같은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다.
Hertenstein et al.(2005)은 미국 주요 산업 가운데 우수디자인 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통해 디자인의 성과를 측정하고 있다. 좋은 디자인제품을
가진 기업의 경우, 산업디자인 투자로 인한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그를
만회 할만한 재무성과와 주식 시장 성과를 얻음 실증분석으로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검증을 위한 대상이 미국 내 기업 가운데 표준산업(SIC)구
분된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 우수 산업 디자인기업 93개를 선정 해당 기
업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종속변수를 설정했다. 이 연구에서 정의한 좋
은 디자인이란, 1) 디자인 프로그램 품질(디자인상, 전문가 의견), 2) 디
자인 품질(응답자의 자사 제품에 대한 의견), 3) 디자인 프로그램의 중요
성 인지 정도(디자인에 큰 투자)로 디자인 품질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종속변수로서 기업성과는 매출, 영업이익, 이익 증가분,
시장점유율의 4가지를 활용한다. 구조방정식을 통해 분석을 실시했다. 해
당 기업의 10년간의 재무적 성과를 수집하여 디자인 역량과의 관계를 비
교하여 디자인 역량에 대한 실증연구라는 기여점이 있으나, 그러나 산업
및 기업의 디자인 전문성을 높고 낮음으로 구분하고(Low/High Design)
그 여부를 전문가 그룹에 의뢰하여 분석 대상을 선정했다는 점에서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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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또한, 비록 일부 산업이 아닌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
나, 독립변수의 선정이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는 한계가 있
다.
위의 산업디자인 역량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가지
는 공통적인 한계점은 대부분의 분석 대상이 디자인 전문성이 높거나,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충분한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 또는 특정 국
가의 디자인 집중 산업에 한정되는 기업의 데이터를 활용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디자인이 중요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모두 포함한 데이터를 사용한다. 즉 다시 말하면 일반 기업(제조
업, 서비스)들 가운데 생산되는 재화를 위해 디자인은 필요하지만, 내부
적으로 디자인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들 외에 그렇지 못한 기업의
데이터도 함께 사용한다는 점에서 기존연구들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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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제 1 절

연구 방법론

회귀분석

기존 디자인에 대한 투자와 디자인 역량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기존연구는 몇 가지 공통적인 한계점을 가진다(Gemser
and Leenders, 2001); Fernandez et al., 2013; ; Hertenstein et al., 2005;
Swink et al., 2004). 첫째, 실제 수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성적인

데이

터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디자인의 투자비의 실제 값을 직접 수
집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추정하기 위해 응답자의 주관적인 의견을 묻
는 묺아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로 분석했다. 일부 연구는 독립변수와 종
속변수의 분석을 쉽게하기 위해 기업의 재무적 성과 역시 리커트(Likert)
척도를 통해 측정했다. 둘째는 모두 구조방정식 방법을 사용했다는 점이
다. 일반적으로 구간 척도를 측정하는 설문을 통해서 구한 데이터를 구
조방정식으로 분석하는 경우, 여러 변수가 서로 미치는 영향을 복합적으
로 검토하여 직접적, 간접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
러나 경제, 경영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회귀분석이 정확한 수리적, 계량
적 수치데이터를 필요로 함과 달리 구정방정식은 완전히 정량화가 어려
운 심리, 교육 등의 사회과학적인 현상에 대한 연구에 주로 사용된다는
차이를 갖고 있다.
즉 기존 연구들이 구조방정식을 사용했다는 것은 디자인에 대한 정확
한 수치 데이터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구조방정식을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 투자액, 디자인 조직의 전문성 등에 대한
데이터를 상대적인 비교 척도가 아닌 실제 기업의 현황 데이터를 사용하
기에 기존의 구조방정식 연구가 아닌 회귀분석을 방법론으로 선택할 수
있었다. 디자인 역량을 계량적인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연구 매우 드
물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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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는 하나의 변수와 다른 여러 변수 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통계적 기법이다. 다시 말하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독립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바탕으로 독립변수에 따라 종속변수의 값
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회귀분석은 독립변수의 수에 따
라 단순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으로 구분될 수 있다(류근관, 2012).
단순회귀분석(Simple regression analysis)은 하나의 변수와 다른 또
하나의 변수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두 변수간의 인과관계
(causal relationship)를 추론할 수 있다. 특히 선현관계를 밝히는데 유용
하다. 다중회귀분석은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두 개 이상의 독립
변수들과 하나의 종속변수의 관계를 분석하는 기법으로 단순회귀분석을
확장한 방법에 해 당된다.
다중회귀분석의 여러 독립변수(설명변수)와 종속변수는들은 선행연구
조사를 바탕으로 이론적인 관계가 증명되어야 하며, 각 독립변수들은 서
로 독립임을 가정된다. 변수들이 선형관계를 가지는지 검증하는 방법으
로 식은 다음과 같다.

        ⋯    

(1)

식 (1)은 연구에서 추론하고자 하는 모집단의 식에 해당되며 Y는 연
구자가 검토하고자 하는 가설의 종속변수이며 여러 X가 종속변수에 영
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에 해당된다. 다중회귀분석은 종속변수 y의 값을
예측하기 위한 독립변수 혹은 통제변수가 추가되므로 변수가 여러 개인
항(term)이 여러 개인 다차원함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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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회귀분석에서 다중회귀분석으로 확장은 독립변수가 추가된다는
것은 분석 그래프의 차원이 증가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과의 표현에 있
어 단순하지 않다. 독립변수가 3개까는 분석 그래프로 표현이 가능하겠
으나, 4개를 넘어서면 그래프를 통한 직관적 이해는 불가능해진다. 또한
독립변수가

증가하게

되면

계산이

복잡해

지고

다중공선성

(multicolinearity)’, 과적합(over-fitting)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2)

)으로 표현하였다. 연구상에서 추론(추정)하고
식 (2)의 Y는 예측값( 
자 하는 대상이 모집단 이기 때문에 회귀계수들은 그리스 문자로 표기했
다. 는 회귀계수의 표본통계값이며 은 모수이다. 이 경우 오차(잔차)
항( )이 추가되어야 한다. 각 y값에 대한 예측값에 오차가 존재하기 때
문이다. 일반적으로  는 1부터 n 까지 존재하며, p는 회귀계수(절편포함)
의 개수이다. 회귀계수는 연구자가 구하고자 하는 미지수이므로 p는 곧
미지수의 개수이기도 하다.
다중회귀모형은 종속변수가 독립변수의 효과(영향)을 선형적 결합으
로 예측되는 것임을 나타낸다. 즉 다시말하면 독립변수들의 선형적 결합
으로 종속변수를 예측하는 통계기법이다.
식(2)에서 회귀계수 은 변수 를 제외한 다른 변수  ⋯   가
통제된 상태에서 독립변수 와 종속변수 y 사이의 선형적 관계를 검토
한다. 마찬가지로 는 을 통제했을 때 와 종속변수 y 사이의 선형
적 관계를 검토할 수 있다. 그래서 단순회귀모형의 회귀계수를 총 회귀
계수(total regression coefficient)라고 부르는 반면 다중회귀모형의 회귀
계수를 부분회귀 계수(partial regression coefficient)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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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최소화하는 최소자
다중회귀모형에서는 잔차 제곱의 합(    


승법을 적용하여 회귀계수와 절편(    ⋯ )을 구할 수 있다. 최소
자승법을 이용하여 독립변수가 2개인 식의   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표준편차
위의 추정식을 살펴보면, 회귀계수는 표본평균( 
(     ), 상관계수(       )를 통해 도출할 수 있다.








 

다중회귀계수는 모형(회귀함수) 내의 다른 독립변수들을 통제 했을대
어떤 독립변수가 한 단위 변화할 때 종속변수가 변화하는 양을 나타낸
다. 예를 들어 식 (2)의 은 를 통제한 상태에서 한 단위의 가 변
화할 때 나타나는 y의 변화량을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는 을 통제한
상태에서 한 단위의 가 변화할 때 y가 변화되는 양을 나타낸다.

결정계수를 구하는 식은 단순회귀방법과 같으며 아래와 같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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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이며, SSE를 구할 때 필요한 
를 구하


는 식이 식 (2)이다.  값은 변수들(   ⋯ )로 이루어진 회귀모형의
종속변수의 변량(총제곱합)의 몇%를 설명하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결정계수의 유의성은 F검정으로 수행되며, 검정을 위한 가설은 다음
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    
  모수들 중 적어도 하나는 이 아니다
만약 가 기각되면 하나이상의 모수는 0이 아니며, 종속변수 y와 독
립변수의 집합   ⋯ 사이의 전반적인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다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이다.
F 검정통계량은 MSR(회귀에 의한 제곱합의 평균)을 MSE(잔차제곱
합의 평균)로 나눈 값이며, MSR과 MSE는 SSR과 SSE를 그에 대응하
는 자유도 값으로 나눈 값이다.


  


(4)

식(4)에서 p는 독립변수의 개수이다.


  


(5)

따라서, 검정통계량 F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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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검정통계량을 구하면, 분자의 자유도가 p이고 분모의 자유도가 n-p-1
인 F분포에서 p값을 구하게 된다. 해당 p값이 유의수준(0.05)보다 작으면
영가설이 기각되고, 유의수준보다 크면 영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박광태,
2015; 류근관, 2012; 성태제, 2012).
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의 인과관계 파악하기 위해
기회귀분석은 다양하게 활용된다. 다만, 현실은 여러 변수가 존재하기에
여러 독립변수간의 관계를 볼 수 있는 응용된 회귀분석을 사용한다. 회
귀분석을 확장 또는 변형한 분석방법은 위계적 회귀분석, 로지스틱 회귀
분석, 더미변수를 이용한 회귀분석, 조절효과 분석, 매개효과 분석으로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회귀 분석 가운데 위계적 회귀분석, 더미변수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반영하여 변수들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산업디자인 역량, 디자인 역량 관련 연구는 그 변인
들의 성격이 정성적인 관계로 측정이 어려운 관계로 설문조사를 통한 구
조방정식

활용한

실증

연구가

주를

이룬다(Chiva

&Alegra,

2009;

Fernandez et al., 2013; ; Hertenstein et al., 2005; Swink et al., 2004).
그러나 본 연구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기업의 정량적 데이터를 주로 사용
하기에 변수들 간의 정확한 관계를 추정하기 위해 직접적인 회귀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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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위계적 회귀분석

통계 모형은 크게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과 확률효과 모
형(random effect model)로 구분될 수 있다. 고정효과 모형은 파라미터
가 상수임을 가정하는 모형이고, 확률효과 모형은 파라마트가 무선변수
임을 가정하는 모형이다. 예컨대 n명의 개인에게서 관찰된 과  변수
를 사용하여 y를 예측하는 모형을 살펴보고자할 때 고정 효과 모형은
기울기(회귀계수)와 절편이 모든 개인(개별표본)에 동일함을 가정한다.
해당 통계 모형은 다음과 같다.


      

(7)

여기에서 i는 개인을 나타낸다. 반면 확률효과 모형에서는 개인에 
라 절편과 기울기가 다름을 가정한다. 해당 통계 모형은 다음과 같다.


      

(8)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회귀분석은 고정효과 모형에 속한다. 그러
나 실제 기업경영 실증연구를 위한 자료구조의 대부분은 고정효과 보다
확률효과모형에 더 적합한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경우가 위계적 회귀분
석이 해당 된다(Goldstein, 2011).
위계적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은 독립변수가 여러 개 있는
다중회귀분석의 형태를 띄고 있으며, 분석방법 또한 비슷하다. 종속변수
를 설명하는 독립변수들이 연구자가 설정한 사전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
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회귀식 모형에 반영한다(de Jong, 1999; Vogt,
1999). 다시 말하면 독립변수를 연구자의 경험 또는 선행연구 상의 이론
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나씩 또는 한 그룹씩 한 그룹씩 단계적으로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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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면서 독립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를 순서대로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모두 등간척도와 비율척도로 구성되어야
한다(송지준, 2015).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은 다중회귀분석의
한 종류로서 마치 단계 선택법을 이용한 다중회귀분석과 어원이 비슷해
보인다. 그러나 영어적 표현으로는 Hierarchical 과 Stepwise 표현으로
분류가 된다. 단계선택법(Stepwise)은 가장 유의한 독립변수들을 컴퓨터
가 알아서 삽입해주는 것이고, 위계적 방식(Hierarchical)은 연구자가 경
험에 의해 직접 독립변수를 단계적으로 투입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해석
하는 방법도 비슷하면서도 약간은 다르게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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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조절 효과 분석

최근에 여러 연구에서 조절변수를 사용하거나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것은 사회현상이 과거에
비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만은 설명되기 어렵게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경영연구에서는 외부적, 내부적 환경요인을 비롯하여 복합적인 관
계를 구성하고 있기에 단일의 최선의 보편적 원리보다는 ‘상황에 좌우된
다’(It depends on)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결국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검증하는데 제 3의 변수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한인
수, 2002). 이런 경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직접적 관계로
보고, 제 3의 변수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에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조절변수를 사용한다.
다시 말하면 조절변수(moderating variable)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
이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종의 독립변수이다. 예를 들어 대
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외모(독립변수)가 대통령 당선(종속변수)에 미치
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가정하였다고 하자. 즉, 대통령 후
보자의 외모가 대통령 당선에 미치는 영향은 여성이 남성보다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분석을실시하였다. 이 경우 성별은 조
절변수라 한다. 조절변수는 명목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 등
모든 척도에 가능하다(송지준, 2015).
기업경영 관련 주제로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한 바 있는데 이들은 조절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직접효
과 모형을 기반으로 조절효과를 고려한 모형의 설명력 정도를 비교하며
조절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증한다(Ignatius et al.,
2012; Lu et al, 2017). 그러나 디자인경영, 디자인 역량을 다루는 연구
가운데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조절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없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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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인다.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서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

(cross-level interaction term)을 생성해야 한다. 검증을 위한 단계를 살
펴보면 조절효과를

1단계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관계를 지정하

고, 2단계로 조절변수를 투입하여 지정한다. 3단계로 독립변수와 조절변
수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지정한 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한다. 조
절변수와 상호작용항 모두 유의하지 않는 경우, 조절변수는 그다지 중요
한 변수가 아님을 추정할 수 있다. 반드시, 상호작용항이 유의해야지만,
조절변수가 정의될 수 있다.
조절효과 분석 단계를 식으로 살펴보면, 독립변수 X가 종속변수 Y를
예측하는데 조절변수 Z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통
계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Y와 X 간의 관계가 Z에 의해서
조절된다는 다음의 모델을 설정하고 모델에서 ‘    ’ 이라는 귀무가설
을 기각하면 조절효과가 존재하 는 것으로 추론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
해서는 위계적(단계적) 분석이 필요하다. 먼저 종속변수 Y에 대해 X와
Z가 독립변수 역할을 하는 설정한다(식 9).

        

(9)

다음으로 회귀식에 독립변수 간의 곱셈항 (X*Z) 을 넣은 다음의 식을
설정한다(상호작용항의 추가).

           

(10)

조절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해 식 9와 10의 결정계수 








를 비교한다. 이때  과  간의 차이인  의 유의성 여부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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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효과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때 사용되는 F 통계량을 계산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한인수, 2002).

                          (11)
예를 들어 디자인 투자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기업 규모가
가지는 조절효과를 검증한다고 하자. 종속변수가 ‘매출액 변화량(Y)’이고
독립변수가 ‘디자인 투자액(X)’이며, 이 관계가 ‘기업규모(Z)’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 연구모형을 설정했다.
먼저 기업 매출 변화량(Y)을 예측하기 위해 디자인투자액(X)과 기업규
모(Z)를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다음 단계로 디자인투자액과 기
업규모 값을 곱한(X*Z) 항을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한다. 두 모델 모


두의  값 비교하여 둘 간의 차이에 기초한 F 통계량울 함께 비교하여
기업 성과와 디자인 투자 간의 관계에 기업규모라는 조절 효과의 유뮤를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한 조절효과 검증
을 위해 SPSS 22.0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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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더미변수를 이용한 회귀분석

독립변수가 범주형인 경우 더미코딩(dummy coding)을 할 필요가 있
다. 더미코딩이란 범주형 변수가 독립변수로 사용될 경우 등간척도 이상
이 라는 선형성 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고안된 방법
으로 측정된 변수 값들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변수를 생성하
고 자신의 집단은 1 나머지 집단은 0으로 변수로 코딩하는 것이다. n개
의 집단을 더미 코딩하는 경우 n-1개의 더미변수가 필요하다. 마지막 더
미변수는 앞의 더미변수 코딩에 따라 자동적으로 결정되어 독립적인 변
수로 볼 수 없기때문에 더미변수로 활용하지 않고 기준집단으로 활용한
다. 기준집단은 다른 더미변수들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사용한다. 단 더
미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은 회귀식으로 확인할 수 없다(홍세희,
2005; 이환길 & 김기홍, 2012).
더미변수를 이용한 회귀분석은 회귀분석의 일정으로 다중회귀분석, 위
계적 회귀분석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모두 등간척도와 비율척도로 구성
되어 있어야 하지만, 더미 변수를 이용한 회귀분석은 독립변수가 명목척
도 혹은 서열척도이고, 종속변수가 등간척도 또는 비율척도로 구성되어
있을 때 사용한다는 차이가 있다. 명목척도와 서열척도로 구성된 독립변
수는 더미변수로 전환한 후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부
독립변수를 더미코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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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자료 수집
제 1 절 디자인 산업특수분류
앞의 문헌연구와 방법론을 서술하면서 디자인 관련 자료 수집에 있어
서 수치화된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을 언급한 바 있다. 수치적 데이터 수
집의 어려움은 디자인이라는 연구대상에 대한 분석이 정성적으로 밖에
이루어 질 수 없는 불리함을 초래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디자인 산
업특수 분류’와 산업디자인통계조사는 추상적이고 정성적인 기업의 디자
인 활동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2007년 영국의 정부의 전폭적인 디자인 지원을 시작으로 정부 차원의
디자인산업 열풍이 세계적으로 있어왔다. 한국의 디자인은 경우 1997년
부터 실시해 온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 센서스(census)를 시작으로
디자인을 정량화하고 측정하려는 꾸준한 노력이 있어왔다(김순희, 2013).
디자인산업의 규모가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디자인산업의 현황 파악의
필요했고, 정부는 산업 전체에서의 디자인삽업을 이해하고자 국내 전체
산업을 구조화 한 한국표준산업분류로 디자인산업을 포함 시키려는 노력
이 이어졌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디자인을 활용하는 기업들이 많은 만큼
디자인산업만을 독립적으로 구분할 경우 전체 시장규모를 파악하는데 제
약이 존재한다. 특히 디자인산업의 경우 유행에 민감하고 변화가 빠른
산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디자인 트렌드를 추적하고, 반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했다(산업통상자원부, 2014).
디자인을 산업으로 구분하기 위해 디자인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국내
콘텐츠, 저작권 산업을 벤치마킹하여 디자인산업을 이해하고자 하는 연
구와 함께, 해외 주요 디자인산업에 대한 측정지표 조사를 바탕으로 디
자인산업을 분류하고자 하는 광범위한 문헌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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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비교하면 한국 정부의 관심은 늦은감이 있다고 보여진다.
디자인산업을 국가표준산업으로 분류한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과 일본
은 2007년, 유럽(Eurostat)은 2008년, 북미(캐나다, 남미, 미국)은 2012년
부터 디자인을 표준산업으로 분류하여 현황파악을 통해 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산업의 변화에 따라 일정 기간에 따라 개정을 실시하고 있다. 한
국의 경우 ‘디자인’이 활용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기존 분류 상에 있
으나, ‘제조업’,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구분된 표준산업 분류이기 때문에
‘디자인산업’을 독립적으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외에 국제 기관
으로는 UN통계청(2009년)과 국제표준 국제노동기구(2008년) 역시 디자
인산업을 구분하여 관리를 해왔다.

No.

명칭

국가

시행년도

1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UN

2009

2

유럽산업분류(NACE)

EU

2008

3

북미표준산업분류(NAICS)

미국

2012

4

영국표준산업분류(UK SIC)

영국

2007

5

일본표준산업분류(JSIC)

일본

2007

6

중앙생산물분류(CPC)

UN통계청

2009

7

국제표준직업분류(ISCO)

국제노동기구

2008

8

한국표준산업분류(KSIC)특수분류

한국

2013

비고

캐나다, 멕시코 포함

<표 4-7> 디자인 관련 해외 표준산업분류 시행 현황

이러한 국제적인 트렌드에 힘입어 한국 역시 이러한 해외 구분체계를
벤치마킹하여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 디자인산업의 범위를 설정하고 관
련 업종을 구체화한 디자인 산업특수분류 체계를 마련하였다. 해외에 비
하면 늦은감이 있는 듯 있으나, 디자인산업이 국가통계로 분류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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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서비스업 등에서 디자인 활용 현황에 대한 통계조사 및 분석이
꾸준히 이루어질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산업 특수분류는 한국에만 존재
하는 통계청 승인 분류체계로 표준산업분류 가운데 유망한 분야를 재구
성한 분류체계이다. 승인 대상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뛰어나 국가경쟁력
제고나 관심이 증대되는 유망산업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통계청의
승인을 거쳐 등록하게 되어 있다. 주기적인 개정을 반영하고 산업통상자
원부를 통해 정기적인 통계조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디자인산업의 특수
분류 개편은 1991년 에너지 사업을 특수산업 분류로 등록한 이래, 2000
년 ICT 산업, 2006년 로봇산업에 이어 12번째로 승인되었다.
디자인 산업특수분류는 기존의 대·중·소·세분류 각 1개, 세세분류 4개
로 구분된 전문디자인업과는 별도로 공간, 패션·텍스타일, 서비스·경험,
산업공예 등 디자인 관련 전 산업 분야를 포함한 것으로, 대분류8, 중분
류42, 소분류 154개로 구성되어 있다2) (산업통상자원부, 2013). 대분류와
중분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8>.

대분류

중분류
전기 전자 제품디자인
다목적 기계 및 공구 디자인
생활/환경용품 디자인

제품디자인

운송기기디자인
가구디자인
제조업회사본부 디자인
기타 제품디자인
편집디자인
식·의약품 패키지 디자인

시각디자인

비 식·의약품 패키지 디자인
광고디자인 (인쇄매체)
기타 시각디자인
영상디자인

디지털/ 멀티미디어 디자인

웹디자인

2) 디자인 산업특수분류 구분 세부 내용은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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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디자인
기타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건축디자인
인테리어장식디자인
전시 및 무대디자인
인테리어 자재디자인
익스테리어 디자인
공간디자인

조경 및 레저공간디자인
리모델링디자인
건설환경디자인
토목환경디자인
기타 인테리어디자인
패션디자인
기능성패션 디자인
텍스타일 디자인

패션/텍스타일디자인

잡화 디자인
기타 패션 텍스타일 디자인
서비스디자인
서비스/경험 디자인

인터렉션디자인
기타 서비스/ 경험디자인
금속공예
도자공예

산업공예디자인

섬유공예
목공예
기타공예
디자인 모형

디자인 인프라

디자인 연구개발

(디자인 기반기술)

기타 디자인 서비스

<표 4-8> 산업디자인 특수 분류의 대분류와 중분류

이러한 디자인산업분류와 주기적인 통계조사의 시행은 국내 디자인산
업 학술 연구를 위한 데이터 마련의 기회이며, 이를 통해 디자인산업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디자인산업 특수분류를 통해 통계청에서 시행한 산업디자인
통계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디자인에 관련된 수치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의 디자인 역량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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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산업디자인통계조사 3)
산업디자인통계조사는 앞서 소개한 디자인특수분류에 해당하는 사업
체를 모집단으로 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연구 용역
을 통해 1997년부터 2009년까지 5회 2년 간격으로 실시되고 있다(김순희
2014). 조사 대상은 크게 5개 분류로 구분되며 일반업체 중 디자인활용
업체, 2) 전문디자인업체, 3) 중앙부처 지자체의 공공디자인 예산, 4) 프
리랜서, 5) 디자인관련 교육기관이다.
2017년 산업디자인통계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디자인산업 규
모는 총 16조 9,137억 원이며 디자인 인력 규모는 324, 277명이며 이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시, 디자인산업 규모는 약 8%(2015년, 15조
6516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디자인 인력 규모는 7.8%(2015년,
300,678명)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국내외 경기 침체에도 불
구하고 디자인산업은 재무 성과 및 일자리 창출에 있어 성장하는 산업임
을 알 수 있다.

2015년
구분

2016년

디자인 산업규모

디자인 인력

디자인 산업규모

디자인 인력

(백만)

(명)

(백만)

(명)

11,252,597

240,866

12,041,094

254,489

3,059,924

15,232

3,857,319

18,803

공공부문

271,727

676

232,050

708

프리랜서

820,990

42,214

1,034,235

47,655

교육기관

246,359

2,690

248,517

2,623

15,651,598

300,678

16,913,716

314,277

일반업체
전문디자인업체

계

<표 4-9> 2016년 디자인산업 규모 및 인력

3) 산업디자인통계조사의 설문 문항은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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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별 비중을 보면 디자인활용업체의 디자인 투자금액 12조 411
억 원, 전문디자인업체의 매출액 3조 3,578억 원, 공공부문의 디자인 전
담부서 예산 2,321억 원, 프리랜서 산업규모 1조 342억 원 및 고등 교육
부문 2,485억 원으로 디자인활용업체가 71.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디
자인 인력 규모는 디자인활용업체의 디자이너 수(254,489명), 전문디자인
업체 종사자 수(18,803명), 공공부문 디자인 전담부서 직원 수(708명), 프
리랜서 수(47,655명), 디자인, 학과계열 대학교원 수(2,623명)의 합으로 총
324,277명이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디자인종사자 중 디자인활용업체의
디자이너 수가가 7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4-9>.
본 연구는 디자인활용기업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이를
결정한 이유는 디자인산업을 구성하는 기업체 가운데 70% 이상을 차지
하기 때문이다. 또한 디자인을 전업으로 하지 않는 일반기업이 산업디자
인 역량이 발휘되었을 시 경영성과에 영향이 존재하는지 검토하기 위함
이다.
산업디자인통계조사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2011년에 지식경제부
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산업디자인통계조사 관련하여 통계조사에서의 문
제점을 개선한 후 국내 디자인산업 실태 조사(2010년 기준)를 실시했으
며, 처음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대분류 21개 업종 중 5개 주요 업종
에 대한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
력에도 불구하고 김순희(2013)와 이현규(2015)는 해당 통계조사가 관련
예산 및 경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디자인산업 규모, 종사자 수에 대한
모집단 통계 및 표본 설계의 부실, 디자인산업 및 디자이너 등에 대한
정의 및 분류 미흡, 교육관련 통계 기준의 미흡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양질의 통계정보를 생산하여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주장
도 있다. 이 같은 학자들의 제언에 따라 디자인 진흥원과 산업자원부는
해외 사례를 벤치마크 하여 개선 시도를 하고있다. 유럽을 비롯한 해외
에서는 일찍이 디자인의 가치를 정부차원에서 인정하고 다양한 조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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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실시해왔다. 유럽연합은 EU바로미터를 실시하여 디자인 경쟁력, 디
자인 효율성을 측정하고 있다. EU 내에 속한 국가들의 디자인 역량 경
쟁력을 매년 측정 및 비교하고 있다(통계청, 2014). 이처럼 통계조사 자
체에 대한 디자인학자들에 의한 개선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디자인
산업에 속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산업디자인통계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업디자인역량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기준시점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가지 실시한 2017년도 통계조사 데이터로 현재까지 공개된 산
업디자인통계조사 데이터 중 최신본을 활용한다. 산업디자인 특수분류에
속한 디자인 활용업체 10만 기업 이상으로 그 중 1만 개 기업 대상으로
전화/이메일 설문조사를 통해서 1만 기업 중 유효표본을 1233개를 확보
하였다(한국디자인진흥원, 2017). 디자인 활용기업의 1233개 표본 가운데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구분한 데이터 표본의 특징을 살펴보면 58.9%가
소기업, 30.5%가 중기업, 중견기업 5.3%, 대기업 5.4%로 전체 표본의
80%가 중기업과 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수

매출액

유효 조사 표본
표본 수
%
1233
100
726
58.9
376
30.5
65
5.3
66
5.4
181
14.7
264
21.4
312
25.5
283
23.0
66
5.4
127
10.3

전 체
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10억 미만
10~30억 미만
30~100억 미만
100억~500억 미만
500억~1000억 미만
1000억 이상

<표 4-10> 표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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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기준으로 살펴보더라도 500억 미만의 기업이 전체의 85%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본의 대략적인 규모의 특성을 정리한 내용
은 <표4-1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설문 문항은 59개이며 조사한 결과로 매출, 투자액 등의 실제
데이터와 응답자의 판단으로 답변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위의 설문 데이터 가운데 매출액, 고용인원수 등의 기업 규모와 성
과를 추정할 수 있는 값과 디자인 투자액, 기업의 디자인 조직의 형태
(연구소, 부서, 팀, 디자이너 유무) 등 기업의 실제 현황을 수치적으로 응
답한 문항만을 선별하여, 실측값에 해당하는 자료만을 활용하여 디자인
역량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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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 모형
제 1 절 전체 연구 모형
산업 디자인의 가치와 효과에 관한 연구는 산업디자인이 기업에 할 수
있는 기여를 확인하거나,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례를 통
한 증거 제시 수준에 그친다(Ulrich & Pearson, 2000; Hertenstien, 2005;
Bloch, 1995; Potter et al., 1991; Roerdinkholder, 1995; Roy, 1994;
Ulrich and Pearson, 1998). 산업디자인이 기업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
치는지 검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산업 디자인이 회사 성과에 미치는 영
향은 무조건 긍정적이지 않고 산업 발전 및 산업 디자인 전략과 같은 요
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힘 (Gemser and Leenders, 2001). 조명,
가구 산업 내 기업 가운데 신진 디자인 기업/성숙 디자인 기업 간의 디
자인 투자 정도를 비교한 바 있다. 이들은 산업디자인 집중도가 경영성
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기업성숙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 있다.
Hertenstein(2005)은 좋은 디자인제품을 가진 기업의 경우, 산업디자인
투자로 인한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그를 만회할 만한 재무성과와 주식 시
장 성과를 얻음 실증분석으로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검증을 위한 대상
이 미국 내 기업 가운데 표준산업(SIC)에 구분된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
우수 산업 디자인기업 93개를 선정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종
속변수를 설정했다. 이 연구에서 정의한 좋은 디자인이란, 1)디자인 프로
그램 품질(디자인상, 전문가 의견), 2)디자인 품질(응답자의 자사 제품에
대한 의견), 3)디자인 프로그램의 중요성 인지 정도(디자인에 큰 투자)로
디자인 품질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종속변수로서 기업
성과는 매출, 영업이익, 이익 증가분, 시장점유율의 4가지를 활용한다. 구
조방정식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제품 디자인 상에서 설계와 구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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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는 존재하나 ‘Industrial Design’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산업디자인 역량과 기업성과에
관한 연구는, 이미 디자인에 대한 투자를 통해 우수한 디자인기업으로
연구 대상을 특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혹은 특정 국가의 디자인 집중 산
업에 한정되는 기업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림 13>은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디자인 역량의 세부 특성을 설명
하고 있다. 디자인 역량을 4가지로 구분하고 문헌을 바탕으로 각 변수를
정의하였다. 디자인 투자(design investment)는 기존의 R&D 투자와 달
리 순수 디자이너의 인건비, 디자이너 교육비 등을 포함한 ‘디자인’ 부문
에 대한 투자만을 고려한 재무적 수치를 사용한다. 디자인 성과(design
performance)는 공인된 기관에서 부여하는 디자인상, 디자인 인증의 보
유여부와 디자인특허(기술특허 외의 디자인권)의 획득 여부 및 보유 수
를 고려한 변수이다(Xia et al. 2018; Sung et al, 2015; 유정현 등, 2018).
디자인 조직(design organization)은 기업 내 자체적인 디자인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지부터 디자이너가 없는지를에 따라 디자인 전문성을 고려
하기 위한 변수이며, 디자인 주체(design source)을 제품디자인을 아웃소
싱에 의뢰하는지 내부 인력을 통해 인소싱 하는지 여부에 관한 변수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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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디자인역량의 구분 및 세부 특성

앞서 언급한 4가지 디자인 역량 변수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디자인을 사용하는 기업들의 환경적, 내외부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3의 변인들을 조절효과를 고려한 연구 모형을 분
석하고자 한다.
전체 모형은 <그림 5-10>과 같다. 디자인역량을 대표하는 4가지 독립
변수가 기업의 재무적 성과라는 종속변수에 미치는 직접 영향을 먼저 살
펴보고, 5가지 조절변수들에 의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전
체 연구모형은 크게 3가지 파트로 구성된다.
첫 번째 파트(Part I)는 먼저 4가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직
접영향과 두가지 조절효과를 검증한다. 첫 번째 조절변수로 최종재화 유
형에 따른 조절효과의 유의성, 두 번째 조절변수인 기업 유형에 따른 조
절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본다.
두 번째 파트(Part II)는 세 번째 조절변수인 ‘디자이너의 참여수준’과
네 번째 조절변수인 ‘디자이너의 참여 범위’를 다룬다. 디자이너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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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프로세스에 관련된 조절변수 검증하는데 기업의 규모에 따라 어떠
한 차이를 발생하는지 보기 위해 기업의 규모에 따라 데이터를 구분하여
반복적인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파트(Part III)는 산업디자인 업무를 수행하거나
제품개발에 있어 정부의 지원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분석하는 모형이
다. 특히 최근 국내 지자체를 통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
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연구가 필요한 조절효과라고 판
단하여 모형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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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그림 5-10> 전체 연구 모형

제 2 절 변수 설정
본 연구에서는 앞서 소개한 ‘산업디자인통계조사’ 결과 데이터를 활용
하며 ‘디자인 활용기업’을 대상으로 한 표본데이터를 활용한다. 디자인
전문기업에 대한 조사보다는, 산업디자인 역량에 대해 전문성을 지니지
않은 일반기업으로 산업디자인으로 인해 추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
는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산업디자인 자원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와
활용이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한다. <표 2-11>은 설정한 변수들을 정리한 표이다.
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산업디자
인역량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영향에 대해
검증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는 매
출액, 영업이익, 재무적 성장 가능성 비율, 시장 확대 가능성 등이 연구
의 적합성에 맞게 활용된다(Yoo et al., 2005,, Chiva &Alegra, 2009;
Fernandez et al., 2013; ; Hertenstein et al., 2005).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직접적으로 기업의 성과를 수치로 나타낸다는 점
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영업이익은 매출에서 운영비용을 제외한
이익으로 독립변수인 디자이너의 고용, 디자인 투자액 등의 비용의 성격
을 지닌 독립변수와의 상관관계가 낮아 본 연구의 결과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영업비용은 1233개 기업들 간의 차이가 클 경우 결과에 미
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Log 값을 취함으로서 표준화된 값을 활용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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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Moderating
Variables)

조절변수

(Control Variable)

통제변수

(Independent
Variable)

독립변수

(Dependent
Variable)

Van Aken, 2005; Hertenstein et al., 2005, Swink et
al.(2014),
Maciver, 2010; Zirpoli &Becker, 2011; Czarnitzke
&Thorwarth, 2012; Elfring& Baven,1994
Sung et al., 2015; Xia et al., 2018, Fuse Project,
2008; Nova Design, 2008; Ziba Design, 2008; Sung
2009; Jung &Kim, 2008; Lee, 2008; Lockwood, 2007
Kwon et al., 2018;
Hertenstein et al., 2005, Swink et al.,
Gilly et al. 2004; Kim &Kim, 2015;Swink et al.,2014

Vink et al 2008; Ahire &Dreyfus, 2000; Mullens et
al., 2005
Chiva &Ahire, 2009; Hertenstein et al., 2005;,
이현규, 2015; 송성일 외, 2012; 문은정 외, 2014;
최희선 외, 2019; 이일규 외, 2008; 노민선, 2009;

디자이너보유 여부 및 디자인
조직 형태
디자인 투자액의 규모 및 디자인
투자 대상범위
디자인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서 디자인 특허, 디자인
인증, 디자인상의 획득 여부
직원 수
연구개발 비
종사자 수를
유형
최종 생산제품의 유형 (디자인,
기술 및 서비스)
디자이너의 제품개발 프로세스
상의 참여 단계
디자이너의 제품개발 프로세스의
참여 범위
디자인지원사업 또는 정부의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

Design Organization

Design Source

Design performance

Employees
R&D Cost

Firm Type

Output Type

Designer
Participations level

Designer
Psrticipation range

Government subsidy

<표 5-11> 변수의 정의 및 참고 문헌

Hertenstein, 2001; Page &Herr, 2002, Krishnan
&Ulrich, 2002; Ahmadi &Wang, 1999

Hertenstein, 2001; Page &Herr, 2002, Krishnan
&Ulrich, 2002; Song &Lee, 2012

Chiva &Ahire, 2009; Swink et al., 2004, Hertenstein
et al. 2005

디자인을 개발하는 주체가 기업
내부인가 외부용역인지의 여부

Design Investment

기준으로한 기업의

Yoo et al., 2005,, Chiva &Alegra, 2009; Fernandez et
al., 2013; ; Hertenstein et al., 2005

References

기업경영의 재무적 성과

Definition

Firm performance

Variables

2. 독립변수
선행연구에서는 산업디자인의 역량,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디자
인의 요인을 ‘디자인 조직, 디자인투자’, ‘디자인 경영’, ‘경영자의 디자인
에 의 이해’를 주요 변수로 활용하여 기업성과에 미치는 기여도를 측정
한다. 그 가운데 기업의 외부적인 ‘소비자의 니즈’, ‘브랜드 이미지’ 등과
같이 기업이 내부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산업디자인의 특성을 제외하고
제품개발 단계의 산업디자인 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경영인이
통제 가능한 요인들로 ‘디자인 투자액’, ‘제품 디자인 주체’, ‘디자인 조직
운영’, ‘디자인 상, 특허, 인증 획득에의 노력’을 들 수 있다.
1) 디자인투자
디자인 투자액은 선행연구에서 디자인의 역량을 측정하는데 대표적으
로

활용되는

변수이다(Chiva

&Ahire,

2009;

Swink

et

al.,

2004,

Hertenstein et al. 2005). 연구개발 투자비는 제무재표상 에 공개되어 자
주 사용되지만, 디자인 투자액만을 관리하는 기업이 많지 않아 정보를
수집에 어려움 있다. 이에 기존 연구는 디자인 투자를 추정하기 위해 설
문조사 시 응답자의 판단과 의견을 수집한다. 예를 들어 ‘귀사는 디자인
에 대한 투자를 어느 정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로 문항을 설정하여,
전체 연구개발 대비 비율(%) 또는 리커트(Likert) 척도를 통해 상대적인
수치를

파악할

수

있는

응답을

유도한다(Ahire&

Dreyfus,

2000;

Hertenstein, 2005). 그러나 과거 연구에서 사용한 디자인 투자에 대한
추정은 정확한 데이터가 아닌 응답자의 주관이 관여될 여지가 있으며 디
자인 투자 금액을 직접 파악할 수 있다면 보다 정확한 연구가 가능할 것
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는 기업에서 사용한 직접 투자액을
수집한 것이다. 총 디자인 투자액을 구성하는 비용은 디자이너 임금, 디
자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구입비, 디자이너 교육비, 디자인 시설과 연
구소 설립비 등 직접적인 디자인 투자비를 수집한 데이터이다. 본 연구
에서는 디자인 투자 변수 적용에 기업의 규모와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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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각 기업의 매출액 대비 디자인 투자액의 비율로 변수를 설정한다.
2) 디자인 조직
기업이 내부에 전문적인 디자인부서를 운영할 경우 전문적 역량을 활
용하여 보다 우수한 디자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
의 규모나 제조 환경에 따라 모든 기업이 디자인 부서를 운영하는데는
어려움을 따른다. 기업이 디자인 활용에 호의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는 해다 기업이 운영하는 디자인 조직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서 확인할 수
있다(Van Aken, 2005; Hertenstein et al., 2005; Swink et al., 2014). 디
자이너를 고용하지 않는 경우부터 전문적인 내부 디자인 연구소를 보유
한 경우까지 5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조직
의 전문성을 조직이 디자인자원 활용의 의지가 큰 것으로 설정하여 분석
을 실시한다. 디자이너가 없는 경우를 1, 디자이너 고용 한 경우 2, 디자
인 업무를 진행하지만 타 부서 내에 포함된 경우 3, 디자인 팀을 보유한
경우 4, 전문디자인 연구소 및 부문을 운영하는 경우를 5로 구분하여 분
석을 실시한다.
3) 디자인 주체
디자인의 주체를 측정하는 변수는 인하우스 디자인, 전문디자인 아웃
소싱, 프리랜서 아웃소싱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제품의 디자인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는 제품개발 문헌에서 주요한 의사결정 사안이다. 제품
의 디자인 주체를 설정함에 있어 조직 내에 인하우스(Inhouse) 전문디자
인 부서를 운영하느냐, 외부 기업에 디자인을 맡길 것인 가는 기업이 디
자인을 활용하는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느냐를 나타나는 지표가 될 수 있
다(Maciver, 2010; Zirpoli &Becker, 2011; Czarnitzke & Thorwarth,
2012; Elfring& Baven,1994). 본 연구에서는 산업디자인의 주체가 누구인
가를 인하우스 디자인, 아웃소싱으로 구분하고, 아웃소싱의 유형은 다시
2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디자인 전문기업과 프리랜서 디자이너에게 의
뢰하는지로 총 3가지의 산업디자인 주체를 독립변수로 설정한다. 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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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아웃소싱 전문기업, 아웃소싱 프리랜서 디자이너의 3가지 경우에서
산업디자인 개발 기여도의 합을 100으로 두고, 3가지 각각 제품 디자인
주체의 비율을 독립변수로 설정한다.
4) 디자인 성과(상, 인증, 특허)
디자인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변수는 디자인상, 디자인인증 디자인특
허의 3가지로 구분된다. 선행 연구에서 무형의 지적 재산을 측정하는 주
대상은 ‘기술특허’의 보유, 등록, 출원 수를 사용한다. 산업디자인 역시
무형의 지적 재산으로서 그 특성이 인정되어 기술 특허의 하나로 ‘디자
인권’, ‘상표권’으로 구분되어 디자인특허를 보호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Jung & Kim, 2008; Lee, 2008). 기업의 생산 프로세스 관리를 위해서
‘품질 인증’ 획득 여부를 통해 평가하는 연구는 1970년대 이후 활발하게
이루어진 바 있다. 이러한 인증의 효과를 활용하고자 ‘산업디자이너협회’
에서는 ‘디자인증과 디자인상을 운영하고 있다(Sung et al., 2015). 비록
품질경영 인증에 비해서 시행한 기간이 짧기에 일부 기업들만 활용하고
있으나, 점차 그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Xia et al.,
2018).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디자인상이 존재하며 해당 디자인상을 획득
한 디자이너 또는 기업은 우수한 디자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홍보 효과
를 통해 브랜드가치 혹은 소비자의 구매의도를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활용되기도 한다(Fuse Project, 2008; Nova Design, 2008; Ziba Design,
2008; Sung 2009). 이에 획득한 디자인상의 수, 획득한 디자인 인증의
수, 그리고 획득한 디자인특허의 수의 3가지 디자인 성과 요인을 독립변
수로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독립변수를 정리하면, 디자인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디자
인 투자액, 디자인 조직, 디자인 개발 주체, 디자인성과의 4개의 구분을
하며, 디자인 개발 주체의 경우 인하우스, 아웃소싱 전문업체, 아웃소싱
프리랜서로 구분 되며, 디디자인 성과는 디자인상, 디자인인증, 디자인
특허의 3가지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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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 변수
디자인 역량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는 디자인 역량 뿐 아니라 내
부, 외부적인 영향이 작용할 수 있다. 기업의 규모, 종사자의 크기와 같
은 기업 자체적인 특성과 기업이 수도권에서 얼마나 가까운지 여부, 기
업이 속한 산업군의 시장 규모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
게 된다. 해당 데이터가 수집된 기간에 국가의 경제 상황 또는 소비자
트렌드 등 기업 운영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
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산업디자인의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용한 통제변수들을 분석하여 ‘R&D투자액’과 ‘인건비’를 통제변수로 선
정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R&D투자액과 인건비는 각각 로그(log)값을 취
하여 표준화 하여 분석에 사용한다(Kwon et al., 2018; Hertenstein et
al., 2005; Swink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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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절변수
산업디자인을 활용하는 기업들에 있어서 기업의 특성과 디자인에 대
한 투자 노력이 얼마나 기업성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다양
한 관점에서 진행된 연구는 많지 않아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앞서 소
개한 독립변수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각기 다른 조절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기업 유형
첫 번째 조절변수는 기업유형이다. 산업디자인은 대기업들을 중심으
로 해외 디자이너와의 제품개발 협업, 전문 디자인 컨설팅 회사 의뢰 그
리고 인하우스 전문디자인 부서 운영 등의 형태로 활발하게 이용이 된다
(Gilly et al. 2004; 2015; Swink et al.,2014). 그에 비해 중소기업은 활용
가능한 재원이 제한적으로 디자인 외적인 부분에 투자를 한 후 이후에
잉여 재원이 있을 경우 산업디자인 인력고용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이다
(Kim &Kim). 이처럼 산업디자인은 기업의 규모에의 영향이 크기에 조
절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의 규모는 산업디자인통계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대기업 4, 중견기업 3, 중기업
2, 소기업 1로 부여하는 4가지로 구분하여 첫 번째 연구 모형을 통해 분
석을 실시한다.
2) 최종재화 유형
두 번째 조절변수는 최종재화의 유형을 제품디자인을 필요로 하는 ㅁ
나질

수

있는(텐저블;

tengible)한

재화와

만질

수

없는(인텐저블;

intangible)g한 재화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최종 재화가 TV,
휴대폰과 같이 디자인을 통해 생산을 하는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과 휴대
폰 생산을 위한 새로운 블루투스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은 제품(재화)를
생산하지만 최종재화의 성격은 확연히 다르다. 이러한 최종재화의 유형
은 기업의 디자인역량에 각기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는 최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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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제품이 인 경우에도 산업디자인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측
정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휴대폰과 TV를
생산 하는기업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위해 산업디자인에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할 것이다. 그에 비해 휴대폰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제조 기기
(금형, 사출기계, 절곡기계)를 생산하는 기업이나 휴대폰을 포장할 때 쓰
이는 박스를 생산하는 기업은 산업디자인의 역할이 필요한 재화임에는
분명하지만, 산업디자인의 비중이 적더라도 구매자가 제품을 구입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품일 수 있다. 위의 예와 비교하면 스마트폰,
자동차, 가구 등 물리적인 외형과 색상 등이 구매자 개인의 취향 영향을
미치는 최종재화 생산기업은 상대적으로 산업디자인 우수하게 유지하기
위한 디자인 조직, 디자인투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Page &Herr,
2002; Krishnan &Ulrich, 2002; Song &Lee, 2012). 이처럼 산업디자인의
관여도에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최종 재화의 유형에 따라 산업디자인
의 역량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조절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에 산업디자인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제품디자인을 최종
재화로 하는 경우를 1, 기술 집약도가 높은 제품과 서비스 형태의 최종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을 0으로 설정하여 변수의 값을 부여하였다. 기업
의 규모와 함께 첫 번째 연구모형(Model 1)에서 분석한다. <그림 5-11>
은 기업 유형과 최종재화 유형의 세부 구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림 5-11> 기업 유형, 최종재화 유형의 세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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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자이너 참여 수준
세 번째 조절변수는 ‘디자이너의 참여 수준’이다. 제조 기업을 운영함
에 있어서, 회계, 인사, 영업, 설계 및 개발, 생산 등의 업무는 기본적으
로 필요한 자원으로 여겨진다. 그에 비해 디자이너는 외부 인력으로 대
체될 수 있는 자원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실제로 일부 대기업
을 제외한 중소 규모의 일반 기업 디자이너들 사이에선 기업의 정리해고
시, 인원 감축 1순위가 디자인 팀이라는 농담이 있을 만큼 기업운영에
추가 이윤을 창출하는 인자로 여겨진다. 특히 한국의 시장 특성상 세계
수준의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은 대기업의 1차 협력사, 2차 협
력사, 3차 협력사로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며 한국 경제를 받치고 있다. 공
급사슬 내에서 대기업을 구매자로 하는 중소기업들은 자체적인 제품 디
자인에 대한 투자 보다는 구매자의 주문 사양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는
데 목적을 두기에 산업디자이너의 필요성을 적게 갖는다. 그러나 중소기
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요구하는 사양에 대해 수동적으
로 집중하기보다는 자체적인 제품개발 및 디자인 경쟁력 보유에 투자하
는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제품디자인과 기술력에 대한 경쟁력
을 갈고닦아 디자인에 대한 충분한 투자와 디자이너 참여도를 높여 세계
적인 수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강소기업의 사례는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헬멧 생산회사 인 ‘홍진 HJC’를 들 수 있다. 업력
30년 인 국내 헬멧 OEM브랜드에서 현재에는 세계 10대 헬멧 제조 기업
가운데 2위 브랜드로 랭크되며, 할리데이비슨 운전자들이 선호하는 명품
헬멧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1971년 창업하여 1986년 HJC라는 자체 브
랜드로 미국시장에 진출하여 1992년 북미시장에서 일본을 제치고 1위 점
유율을 달성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 역시 자체적인
부가가치 창출 경쟁력을 보유함으로서 대기업으로 독립하여 자생력을 키
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추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자원으로서 산업
디자이너를 들 수 있다.
디자인 조직 독립변수 상에서 디자이너의 유무와 디자인 부서 운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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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등을 디자인요인 역량으로 분석함에 있어서, 디자이너를 고용하
고, 제품개발과 관련된 의사결정 상에 디자이너가 어느 단계까지 참여하
는지 여부가 성공적인 매출에 긍정적이라는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
(Hertenstein,

2001;

Page

&Herr,

2002,

Krishnan

&Ulrich,

2002;

Ahmadi &Wang, 1999).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디자이너의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는 제품 스케치, 프로토타입 개발, 컨셉디자인에 해당하는 단계를
기준으로 전과 후를 구분하여 ‘디자인 전 단계’, ‘디자인 단계’, ‘디자인
후 단계’ 의 3단계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산업디자인 통계조사 데
이터 가운데 제품개발 단계를 7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에 디자이너가
참여하는지 여부를 응답한 문항을 본 분석에 맞게 코딩하여 분석을 실시
한다.
4) 디자이너 참여 범위
네 번째 조절 효과는 디자이너의 참여 범위다. 즉 제품개발단계에서
디자인의 참여 범위의 많고 적음에 따라 기업의 성과에 조절 효과를 가
질 이라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산업디자이너의 참여 수준에 대한 조절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사례는 미비하지만, 제품개발단계의 공급자
참여, 소비자의 참여가 제품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있다(Vink et al 2008; Ahire &Dreyfus, 2000;
Mullens et al., 2005). 특히 Vink(2008)의 연구에서는 제품개발 단계별로
주요 담당 직무가 무엇인지, 각 단계별로 직무별 기여도를 수치로 도출
한 연구했다.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산업디자이너는 제품개발 가운데
제품 컨셉개발, 프로토타입 제작에서 주로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으나, 상품 개발 단계, 생산 및 품질 개발 단계에서 역시 비중의 차이는
있으나 디자이너들이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 규
모의 기업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며(Lee,
2013), 산업디자이너도 마찬가지로 컨셉 디자인 개발, 프로토타입 제작,
제품 스케치 외에도 생산설계, 품질관리 단계에 관여할 수 있다. 이에 디
자이너가 제품개발 단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단계에 참여하는 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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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절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디자이너의 참여 수준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되며, 어느 단계에 참여하는지 여부인 ‘디자이너 참여
수준’과 얼마나 많은 단계에 참여하는 지인 ‘디자이너 참여 범위’를 살펴
본다. 디자이너 참여 범위의 경우, Vink(2008) 연구에서 언급된 제품개발
단계에 따른 디자이너 참여 가중치를 부여하여 참여한 단계에 따른 조절
효과를 살펴본다. 디자이너의 참여 수준에의 조절효과는 두 번째 파트에
서 살펴볼 예정이다.
5) 정부 지원여부
마지막으로 5번째 조절효과는 디자인 역량에 대한 정부 지원 여부이
다. 정부에서는 산업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디자인 지원사
업을 실시하고 있다.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 산업디자인 활동을 위한
외부의 지원이 효과가 있을 것이란 연구가 존재한다(Chiva &Ahire,
2009; Hertenstein et al., 2005). 특히 한국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중소기
업 자립력 향상을 위한 디자인 지원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
러나 국내 디자인 지원사업과 관련한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정부
의 디자인 지원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중소기업을 대상
으로 한 디자인 지원사업이 실제 양산제품으로 생산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우려(이현규, 2015), 정부의 디자인 연구개발 지원에 있어서 정부의
지원이 지속성이 낮다는 주장(송성일 외, 2012)을 비롯하여 디자인 관련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문은정 외,
2014; 최희선 외, 2019; 이일규 외, 2008, 노민선, 2009; 강복만 외, 2012).
디자인 역량 요인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정부의 지원을
받은 기업과 받지 않은 기업이 조절효과를 갖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정
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를 1,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를 0으로 변
수를 설정한다. 정부 지원의 조절 효과는 세 번째 파트에서 언급한다.
<표 5-12>와 <표 5-13>은 앞서 설명을 통해 설정한 변수들의 측정
지표와 단위를 정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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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Independent
Variable)

독립변수

(Dependent
Variable)

Design
performance

Design Source

Design
Organization

Design Investment rate

Design
Investment

<표 5-12>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측정지표 및 단위

# of (Cumulative)Design Patents

# of (Cumulative)Design Award

(1)Awards

(3) Patents

Outsourcing to freelancer rate / % (0~100)

(3) Outsourcing to freelancer

# of (Cumulative)Design Marks

Outsourcing to design firm rate / % (0~100)

(2) Outsourcing to design firm

(2) Marks

In-house design rate / % (0~100)

Organization types by design intensity
/ (5: independent design team~1: No designer)

Design investment rate
/ Design Investment/Sales

Log / Operating profit

Measure / Unit

(1) In-house design

(5) Independent Design department

(4) Design Team in R&D
Department

(3) Design work in other
department

(2) Hire Designer(s)

(1) No Designer(s)

Operating Profit

Firm performance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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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ating
Variables)

조절변수

(Control
Variable)

통제변수

Government
subsidy

(3) Post
Design

(2) Design

(7) Marketing Support

<표 5-13> 통제변수와 조절변수의 측정지표 및 단위

Designer
Psrticipation range

Designer
Participations level

0 or 1 (binary)

 Weight * Level

0 or 1 (binary)

0 or 1 (binary)

0 or 1 (binary)

0 or 1 (binary)

Output Type
(1) Establishing Business
Strategy
(2) Market Research
(3) Design Requirement and
Ground rules
(4) Design / Development
Iterations
(5) Production Engineering
(6) Distribution / QC

1=Small firm ~ 4=Large firm

Firm Type

(1) Pre
Design

Log / R&D cost

Measure / Unit
Log / Labor cost

R&D Cost

Variables
Employees

제 3 절 최종재화유형과 기업유형의 조절효과
1. 모형 설정
첫 번째 파트(Part I)는 먼저 4가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직접
영향과 두 가지 조절 효과를 검증한다. 첫 번째 조절변수로 최종재화 유
형에 따른 조절효과의 유의성, 두 번째 조절변수인 기업 유형에 따른 조
절 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본다. 첫 번째 파트는 총 4개의 모형으로 구성
되어 있다. 모델 1(Model 1)과 모델 2(Model 2)는 각각 디자인 투자와
디자인 조직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최종재화의 유형과 기업
유형의 2가지 조절 효과를 분석한다. 모델 3(Model 3)과 모델 4(Model
4)는 디자인 주체와 디자인성과 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간접효과는 기업유형에 따른 조절 효과를 살펴본다.

<그림 5-12> 기업 유형 및 최종재화 유형의 조절효과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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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 설정
기업 유형에 따라 각각의 독립 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
미한 조절효과를 가질 수 있다. 대기업은 풍부한 자본으로 다양한 부서
운영에 용이하나, 규모가 작은 기업은 운용 자본의 제약으로 인해 디자
인 자원에 투자, 조직의 구성, 디자인 아웃소싱 그리고 디자인 인증에 대
한 비용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기업유형은 디자인 역량에 영향
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조절효과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종업원수
300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해왔으나, 2015년도 이후 매
출액과 종업원 수를 모두 사용하는 기업 구분을 사용하고 있다. 2017 산
업디자인통계조사는 디자인 활용기업을 매출액 기준으로 대기업, 중견기
업, 중기업, 소기업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기에, 위와 같이 구분
된 기업의 유형에 따라 4가지 디자인 역량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어떠한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살펴본다.
또한, 앞서 문헌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디자인의 역할이 중요한
최종재화와 그렇지 않은 재화 인지 여부는 각 디자인 역량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재화의 유형에 따라 최종재, 중
간재, 기술 그리고 서비스 4가지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러
한 구분은 산업디자인통계 상에서 채택한 최종 재화의 유형을 그대로 사
용한다(한국디자인진흥원, 2007).
1) 디자인 투자 - 최종재화와 기업유형의 조절효과 (모델 1)
디자인 투자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성과는 기업의 여러 디자인 경영 역
량에 따라 그 효과가 차이가 존재한다(Chiva and Alegre, 2009). 앞서 문
헌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순히 디자인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으며, 상황에 따른 요소 즉, 기업 특징, 기업 규모, 디
자인 부서 형태, R&D 활동 참여 등의 고려가 필요하다. (Perks et al.,
2005).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디자인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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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기술력을 보유함에도 고객과 소비자의 구매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 요인인 제품 디자인에 대한 투자가 미비한 실정이다. 신기술개발, 제
품의 일정한 품질 및 내구성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고 제품의 심미성에의
투자는 마지막에 이루어진다(Moultrie& Probert, 2007; 이현규, 2015). 애
플(대기업)은 혁신적인 디자인과 제품의 심미성을 기업의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며 제품 뿐 아니라 전사적인 모토로 접근하고 있으며 시장에서 기
업성과로 그 선택이 옮음을 증명하고 있다(Johansson et al., 2006;
Reppel et al., 2006).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모델 1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H1. 디자인투자가 커질수록 기업성과가 증가(+)할 것이다.
H1-1. 산업디자인 역할이 중요한 최종재화 유형일수록 기업성과에
디자인 투자가 미치는 영향이 더 증가(+)할 것이다.
H1-2. 자본 안정성이 존재하는 기업유형 일수록 디자인투자가 기
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할 것이다.
H1-3. 자본 안정성이 낮은 기업유형일 경우 디자인투자가 기업성
과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할 것이다.
2) 디자인 조직 - 최종재화와 기업유형의 조절효과 (모델 2)
디자인 조직의 적절한 운영은 기업(재무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Hertenstein et al., 2005; Swink et al.2004) 또한, 디자이너 개인과 디자
인 팀의 성향은 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성향은 디자인 팀의 성과
를 증가시킨다(Kichuk & Wiesner, 1997). 이러한 디자인 조직의 특징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제 3의 요인에 의해 조절효과를 가질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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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업무 구성과 조직은 그 조직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숙련되지 않은 디자이너, 숙련된 개인 디자이너, 작은 규모의 디자인 부
서, 하이테크 기술의 대기업이 운영하는 디자인 전문 기관에 따라 제품
디자인 결과물에 차이가 발생한다 (Aken, 2005). Roy et al.(1986)의 연
구는 사내 디자이너를 보유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성장과 자본
에 있어서 더 좋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모델 2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H2. 이에 디자인조직의 전문성 높을수록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2-1. 산업디자인 역할이 중요한 최종재화 유형일수록 기업성과에
디자인조직의 전문성이 미치는 영향이 더 증가(+)할 것이다.
(기각)
H2-2. 자본 안정성이 낮은 기업 유형 일수록 디자인조직의 전문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더 감소(-)할 것이다. (채택)

3) 디자인 주체 - 최종재화와 기업유형의 조절효과 (모델 3)
디자인 외부조달이 가능하려면 디자인 전문기업으로 구성된 시장이 활
성화되어야 한다. 소니는 주로 내부 디자이너 및 자원만을 통해 워크맨
(Walkman)을 개발하였다. 하나의 제품을 여러 사용자 층에 맞춰 다양한
시장(예 : 스포츠,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한 카세트플레이어를 개발했
다. 소니는 약 90%의 시장 점유율로 10년 넘게 전 세계 개인용 스테레
오 시장을 주도해 왔다. 그와 반대로 애플(Apple)사는 아이팟(Ipod)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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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고 소니 워크맨 이후 디지털 음원 재생기기 시장의 1위를 누려왔다.
그러나 애플사는 컴퓨터, 모니터 본체, 아이팟 관련한 디자인과 생산제
조, 부품 생산 등을 모두 다른 외부 아웃소싱을 통해 이루어왔다. 즉 소
니는 철저한 인하우스 디자인을 통해 최고의 위치를 고수했고, 애플사는
아웃소싱을 통해서 최고의 제품을 디자인 했다(Utterback et al., 2006).
이러한 사례를 볼 때 디자인의 성과는 디자인의 주체가 내부인지 외부인
지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3.1) 인-하우스(In-house) 디자인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인-하우스 디자인의 장점은 사내 디자이너가 회사의 생산, 마케팅 및
기업 문화에 정통하기에 기업 실무를 철저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제품개발
프로세스를 통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쉽
게 접근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내부 디자인 리소스는 회사의 다른 사
내 부서와 보다 쉽게 조정 가능 할 것이다(Bruce & Cooper, 1997; Von
Stamm, 2008). 단, 사내 디자이너는 "정체"되어 작업 속도가 낮아지고
창의성 감소하는 영향이 있다(Bruce & Cooper, 1997).
3.2) 디자인 아웃소싱(Outsourcing)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제조 생산 아웃소싱은 기업성과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며, 기업들이
생산 공장을 저 인건비 국가에 구축하고, 자국 내 생산이 낮은 것은 상
대적으로 자체 생산(인소싱)이 경영성과에 불리하기 때문이라 유추할 수
있다(Gilly et al, 2004; Stentoft et al. 2015; 허문구, 2006). 그리고 혁신
기술에 있어서도 아웃소싱이 위험하다는 연구가 존재한다. 유럽의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가 극단적인 형태의 설계 및 엔지니어링 아웃소싱을 채
택 시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는 연구도 있었다(Zirpoli & Becker, 2011).
앞선 문헌 내용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된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 유형은
디자인 인소싱과 아웃소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자체 디자인 자원
을 보유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디자인 아웃소싱 사용하는 것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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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하다. 그러나 정부 지원으로 디자인 개발에 대해 지원을 받더라도 성
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연구가 존재(Lee, 2015)하기에 기업의 유형이나
해당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관련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와 반대로 Gilly et al(2004)는 덴마크 제조 아웃소싱에 대한 광범위한
분석과 기업성과에의 유의성을 언급하며, 기업의 규모에 의한 조절효과
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여러 문헌에서는 규모에 따른 기
업 유형이 충분히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아웃
소싱 유형은 기업의 유형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디자인 공급자의 유
형은 크게 전문기업과 프리랜서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전문디자
인기업과 디자인 프리랜서는 제공하는 디자인 서비스와 프로세스에 있어
서 차이가 존재한다. 디자인 의뢰비용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 질 수 있
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모델 3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H3. 디자인 주체의 유형에 따라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존
재할 것이다.
H3-1. 산업디자인 역할이 중요한 최종재화 유형일수록 디자인 주체
가 인하우스 디자인일 때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양
(+)의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H3-2. 자본 안정성이 높은 기업유형 일수록 경우 내부 디자인 주체
(인하우스디자인)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할 것이
다.
H3-3. 자본 안정성이 낮은 기업 유형일수록 경우 외부 디자인 주체
(아웃소싱 디자인)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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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자인 성과 – 최종재화와 기업유형의 조절효과 (모델 4)
성공적인 제품 개발을 위한 디자인 잠재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전

세계

제조업체들은

디자인상,

디자인

인증

등을

받고자

한다

(Sprenger, 2006; Lockwood, 2007). 디자인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무
형자산인 기술 혁신 문헌에서는 기술개발 성과측정을 위해 연구개발의
투자비와 특허 획득 수를 통해 경영성과 측정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디
자인 역시 디자인특허를 통해 디자인 성과가 측정될 수 있을 것이다. 디
자인 인증과 디자인특허에 투자하는 기업들을 살펴보면 이미 기술혁신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기업이 디자인에 대한 투자도 더 활발하다. 제품혁
신을 이루고 기술특허를 많이 보유한 기업들이 디자인 관련해서 ‘우수디
자인마크(Good design marks), 디자인상(design awards), 디자인특허(디
자인권, 상표권) 등의 우수 디자인 마크 획득에 투자하고 있다(Sung et
al., 2015, Xia et al., 2018).
4.1) 디자인 상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제조업체는 디자인상을 수상을 통해 기업의 디자인 경쟁력과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다(Lockwood, 2007; Sung et al., 2015; Xia et al,
2016; Pin up Design Awards, 2014). 디자인상은 성공적인 제품개발을
위한 디자인 잠재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전 세계 제조업체들은 디
자인상, 디자인 인증 등을 받고자 노력한다(Sprenger, 2006). 1990년대
이후 30여년 간 누적된 수상 내역과 데이터는 간접적인 품질보증 마크와
유사한 효과를 대중들에게 나타내고 있다. 업과 소비자 사이에서 디자인
상 마크를 가진 제품은 디자인 품질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는 암묵적
인 사인이다.
기업 관점에서 제조업체는 일련의 디자인상을 수상함으로서 디자인 품
질 및 디자인 기능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다(Lockwood, 2007; Sung
et al., 2015). Xia et al (2016)은 미국표준산업분류에 속한 기업 가운데
디자인상과 품질 인증상을 획득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디자인상이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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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적 효과를 증명하고자 했다. 이들은 디자인상 수상을 디자인 효과성
으로 여기며 1998년~2011년 사이 상용화된 제품에 대해 기사나 온라인
매스컴을 통해 디자인상 수상 관련 내용이 발표된 후, 해당 사실이 기업
의 가치를 증가시키는지를 수상발표 직후의 주식 증가 이벤트를 측정하
는 방법으로 검증했다. 그 결과 디자인 수상발표가 이루어진 직 후 해당
기업의 주식이 일정량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을 밝히며, 이를 통해 디자
인상의 수상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한 바 있다. 해당 연구는 경영학 문헌 가운데서 생산관리 전공에서 권위
있는 저널인 POMS에 게재되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명칭

iF
Design
Awards

RedDot
Design
Awards

IDEA

Good
Design
Awards

내용 특징

International Forum Design Award
주최: iF 협회 (독일 하노버)
매년 8~9월에 접수시작, 다음해 3월 발표
연평균 37개국에서 2000여 개 작품이 접수
별칭: 디자인 오스카 상
Red-dot Design Awards
주최: 독일 디자인 협회 (독일 에센)
매해 여름에 접수해 다음 해 3월에 수상작 발표
61개국에서 총 1만 1000작품이 접수(2008)
별칭: ‘산업 용품 집합소’
International Design Excellence Awards
주최: 미국 산업디자인 협회(IDSA)와 미국의 경제
주간지 <비즈니스 위크>
매해 2월 말까지 등록, 같은해 7월 중순에 결과발표
‘산업 디자인 우수대회’에서 2007년 ‘국제디자인
우수대회’로 명칭을 바꿈
독창성, 예술성, 친환경, 사업성, 문제해결 부분을 평가
Good Design Award Japan
주최: 재단법인 일본산업디자인진흥원
매해 4월 접수하여 같은해 10월에 결과 발표
공업제품에서 상업모델, 건축, 이벤트 활동, 넓은영역의
심사대상, 매년 평균 1000건의 수상작품 수상

국가

설립연도

독일

1954년

독일

1995년

미국

1980년

일본

1946년

<표 5-14> 주요 4대 디자인상 개요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4대 디자인상은 일본의 Japan Good Design
Awards,

독일의

IF

Design

A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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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Dot

Design

Awards,

IDEA(International Design Excellence Awards)가 존재한다(Sung et al.,
2015). 기업의 디자인 혁신에의 노력과 디자인 경쟁력을 대변하는 수단
으로 여러 국내외 제조업체들은 디자인 상을 활용하고 있다. 디자인상을
수상한 특전은 수상한 제품에 수상 마크를 제품 홍보에 사용할 수 있으
며 이는 제품 품질인증 과 유사한 역할을 하게 된다(Xia et al., 2016).
대표적인 디자인 상에 대해 살펴보면, IF 디자인 상은 1954년 부터 시
작된 전세계에서 가장 역사가 깊고, 권위가 있는 디자인상으로 여러 기
업들이 출품을 희망하는 상이다. 수상 대상 품목은 카테고리 전기·전자
제품, 통신기기, 사무용품, 램프·생활용품, 레저용품, 빌딩·의료 및 건강제
품, 공공 디자인, 인테리어, 대중교통, 포장 등으로 다양하며, 실제 시장
에 출시된 제품과 미래 지향적 컨셉 제품을 모두 지원 가능 하다. 모집
및 발표 시기 매년 8~9월에 접수를 시작해 10월까지 작품 등록을 마친
후 심사를 거쳐 다음 해 3월 작품 선정 및 수상작 공개가 이루어진다.
레드돗 어워드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디자인 대회로 연평균 37
개국에서 2000여 개 작품이 접수되고 있다. 각 카테고리 별 최고 작품들
을 iF 골드 상에 선정하는데, 이를 할리우드 아카데미 시상식의 오스카
상에 빗대어 ‘디자인 오스카 상’이라 부르기도 한다. 전 세계 제품디자인
기업에서 출품하는 가운데 한국의 기업들도 상위 25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IF 디자인 어워드는 최근 5년 최다 수상기업의 TOP 25 수상자를
정리해서 관리하는데, 2015~2019년까지 상위 25개 기업 가운데 한국기업
이 다수 존재한다. 1위는 삼성전자, 3위 LG전자, 그리고 상위 25위 기업
안에 웅진코웨이와 현대자동차가 자리 잡고 있다. 상위 100위안에는 네
이버, 기아자동차, 토토도 자리 잡고 있다.
레드돗(red-dot) 디자인 상은 1995년 설립된 독일 에센(Essen) 소재
독일 디자인 협회(Design Zentrum Nordrhein Westfalen)의 주관으로 수
여된다. 시상 카테고리는 카테고리 제품디자인, 팀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디자인 콘셉트 디자인이며, 제품디자인의 경우 매해 여름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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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다음 해 3월에 수상작을 발표하고, 그해 6월 수상작을 레드돗 디자인
박물관에 전시한다. ‘산업용품 집합소’라 불리는 독일 디자인 협회는 레
드돗 어워드를 통해 매해 뛰어난 디자인 및 트렌드 선두주자를 뽑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61개국에서 총 1만 1000여 개 작품이 접수
될 만큼 규모 면에서도 세계 최고의 산업 디자인 교류의 장으로 평가받
고 있다.
IDEA(International Design Excellence Awards)는 1980년에 설립되어
IF디자인 상 다음으로 역사가 깊은 상이다. 미국 산업디자인 협회
(IDSA)와 미국의 경제 주간지 비즈니스 위크 (Business Week)와 공동
으로 주관하고 있으며, 시상 카테고리는 제품(상품 및 산업제품), 통신기
기, 생활용품, 레저 및 레크리에이션 제품, 의료 및 과학기구, 사무용품,
액세서리, 디자인 리서치, 교통수단 등이 해당 된다. 모집 및 발표 시기
는 매해 2월 말까지 등록을 받아 같은 해 7월 중순에 수상 결과를 발표
한다. 본래 ‘산업 디자인 우수대회’에서 2007년 ‘국제디자인 우수대회’로
명칭을 바꿨으며 삶의 질을 높이며, 경제성이 우수한 산업 디자인을 선
정하는 데 주력한다. 독창성, 예술성, 친환경, 사업성, 문제 해결 부분을
집중 평가해 수상제품을 선정한다. 이러한 디자인상은 디자인을 사용하
는 기업들이 디자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인증하는 역할로 쓰
이며, 일반 제품의 품질 인증마크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
국내 디자인상의 경우는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에서 수여하는 ’핀업 디
자인 어워드가(Pinup design Award)가 존재한다. 해당 상을 수상한 기
업이나 디자이너의 경우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우수제품 지정에 있어 가
산점을 2점 인정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조달청에 사업 수주를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Pin up Design Awards, 2014). 한
국의 경우는 특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디자인 지원사업이 활발하
며 핀업디자인어워드에 대한 조달청 사업지원 관련하여 가산점을 부여하
는 제도 역시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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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상 수상에 있어서도 기업의 영향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Sung et al.(2015)은 디자인 상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하여 주요 디자
인상들이 가지는 특징을 정리하엿다. 이들은 주요 디자인 상들의 디자인
인증 현황, 활용도, 상들의 측정 기준(심미성/ 기능성/ 커뮤니케이션, 실
용성)임을 문헌으로 밝힌 바 있다. 여러 학자와 산업체들은 디자인상을
기업의 디자인 평판과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Lee, 2008; Lockwood, 2007; Woongin Coway Co., 2008).
기업들 가운데 특히 디자인 인증을 중요시 하는 기업으로는 디자인 제품
을 개발하는 디자인 전문회사와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디자인 아이
디어를 제공하는 디자인 컨설팅 회사를 들 수 있다. 특히 디자인 컨설팅
회사는 더 나은 경영기회를 탐색하고, 제품이 아니더라도 뛰어난 디자인
역량을 강조하기 위해 디자인 상을 수상하고자 한다(Fuse Project, 2008;
Nova Design, 2008; Ziba Design, 2008).
4.2) 디자인인증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우수 디자인 제품(GD Mark)의 선정이 제조업과 비제조업, 계속 기업
과 창업기업 간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제조업과 창업
기업의 경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Yu et al, 2018)
한국의 우수디자인 마크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선정하는 Korean GD 마크가 존재한다, 이러한 우수 디자인마크는 품질
인증마크인 KS마크와 유사하게 디자인 보증이라는 인증을 제공한다. 디
자인 마크의 유무에 따라 실제 매출이 증가한 사례 역시 연구된 바 있다
(Lee & Lee). 자기 자본으로 디자인 개발 인력을 보유하기 어려운 중소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디자인 인증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Yu et al(2018)은 우수 디자인
제품(GD Mark)의 선정이 제조업과 비제조업, 계속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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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간

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제조업과 창업기업의 경영성
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디자인인증은 디자인상과 매우 유사한 성향을 가진다. 디자인상을 수
상한 경우 상을 받았다는 인증마크를 붙이게 되면 이가 동시에 디자인
인증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디자인 인증은 역사가 길지 않아 디관련 실
증 연구가 디자인상에 비해 미비하다.
4.3) 디자인특허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디자인 등록과 특허 취득은 기업이 경쟁사보다 기술의 우위성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이 되는 특정한 기술에 대한 보증을 획득함으로써 무형의
금전적 가치를 창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기술특허는 출원
이후 심사를 거쳐 등록이 완료되어야 그 효과가 발휘(유효)된다. 디자인
특허는 일반 기술특허와 차이를 가지고 있다. 디자인 제품의 특성상(디
자인과 같이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사이클(life cycle)이 짧은 품목에 대
해서는 디자인 무심사 심사등록 출원이 가능하다. 즉 디자인권은 출원만
으로도 마케팅 홍보 효과를 가질 수 있다(Jung & Kim 2008).
선행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디자인이라는 무형 지적재산을 인정하고
디자인 특허권과 각 기업의 사례가 누적되며 점차 제품의 심미적 디자인
의 가치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변수로서의 가능성이 증가하며 이
를 측정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제품의 외형
과 추상적인 디자인의 우수성을 성과로 인정하는 디자인상, 디자인 인증
디자인특허가 기업의 성과 도출에 긍정적인 기여에 대해 학술적, 실무적
으로 암묵적인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 연구는 이러한 디자인
성과지표 요인들을 개별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노력은 있었으나 디자인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없다.
디자인상, 디자인 인증, 디자인특허 등의 디자인 성과가 기업성과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는 Xia et al.(2018), 유정헌 등(2018) 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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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외하고 없는 듯 보인다. 품질 인증의 성과 연구와 비교해보면, 디자
인 인증/특허의 효과에 관한 연구는 누적된 데이터가 많지 않아 현재까
지는 정량적 분석이 어려웠던 것이라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
효과에 대해 기업 유형, 디자인 성과의 종류 등이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
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디자인 성과를 나타내는 세 가지 요
인들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또한 종합적인 의견을 도출
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이를 가진다.
H4. 디자인 성과의 누적 수가 많을수록 기업성과가 증가(+)할 것이
다.
자본 안정성이 낮은 기업의 경우 디자인 성과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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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디자이너 참여수준과 참여범위의 조절효과
1. 연구 모형
제품개발단계에서 소비자와 공급자의 참여는 성공적인 제품개발에 기
여한다. 이는 개발되는 제품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기술과 니즈와 같은
의견이 포함되면 성공적인 신제품 개발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공급자는 생산기술과 혁신 설계를 제공하고(Clark, 1989), 소비자는 최종
구매자의 니즈와 최종 제품의 품질에 대해 의견을 보탤 수 있다
(Brockhoff, 2003). 위와 같이 제품 생산과 직접적으로 관여가 없는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가 제품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제품개발
에 직접 관여하는 디자이너 역시 이해관계자 중 하나로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Clark (1989)는 제품개발과 생산에 공급자의 참여가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음을 언급한다. 여러 프로세스로 구성되는 개발 단계 상에서 적절
한 단계별로 참여하는 공급자를 달리하여 균형을 맞출 수 있고, 이러한
공급자의 참여는 이후 제품 생산시 공급자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보 공유 역할을 한다고 언급하며 공급자의 제품개발 참여가 긍정적임
을 주장한다. Barret and francis (1997) 제품개발에 있어 이른 단계에서
공급자나 소비자 등의 이해관계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면 빠른 하위
의사결정상으로

기업

운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주장했다.

Brockhoff (2003)는 제품 개발단계에 고객의 참여가 미치는 긍정적인 영
향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고객들은 초기 제품 기획단게와 제품 출시
이후 피드백에 주로 참여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기획과 제품 피드
백 외에의 디자인, 프로토 타입핑에도 고객의 참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외부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성공적인 성과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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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제품 생산에 기여 하는 공급자와 직접적으로 관여가 없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제품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제품
개발에 직접 관여하는 디자이너 역시 이해관계자 중 하나로서 좋은 영향
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Maciver and OʼDriscoll, 2010; Silva et al.,
2006; Perk et al., 2005). 제품개발 단계에서 디자인은 성공적인 성과를
위해 중요한 요인이다(Kotler, 1984). Perks et al. (2005)는 산업디자인이
신제품 개발을 이끄는 리더(leader)역할로 진화하고 있다고 제안했다. 전
통적으로 디자인은 보완적인 역할로 여겨졌으나 1990년 이후 디자인은
제품개발단계에서 여러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multidisciplinary)로
변화했다. 여러 기업에 관한 사례 조사를 통해 제품개발단계를 디자인이
주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성공적인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 디자인과
디자이너 참여가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신제품 개발에 성공하는 기업
들일수록 디자이너의 참여를 권장하며, 제품 기획단계의 상위 프로세스
에 투자할수록 디자이너를 신제품개발 리더로 여기는 조직이고, 디자이
너를 특정 기능 전문가로 대하는 경우는 제품디자인, 설계, 생산 단계를
맡긴다고 언급하고 있다. 위의 내용을 통해 디자이너가 제품개발의 이른
단계에 참여하는 것이 성공적인 제품개발에 유리함을 추정해 볼 수 있
다. Brockhoff (2003)의 연구에서 언급한 소비자가 제품 기획과 피드백
단계가 아닌 프로토타입핑 등의 제품 디자인 단계로 참여하는 범위가 확
대되는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디자이너의 참여 범위가 증가하
는 것 역시 제품개발 단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제 2 장에서 제품개발 프로세스와 산업디자인 프로세스를 서술한 바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제품개발 프로세스를 정의하며 5~9개의 단계로
구분한다. 기본 구조는 1) 상품기획, 2) 제품사양확정, 3) 컨셉디자인, 4)
프로토타 입개발, 5) 설계, 6) 생산, 7) 마케팅, 8) 품질관리(피드백)로 이
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디자이너의 참여의 조절효과를 보는 것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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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반드시 참여하는 컨셉 디자인과 프로토타입 개
발의 ‘디자인 단계’를 기준으로 ‘디자인 전’, ‘디자인 후’ 단계로 구분한 3
단계로 제품개발 단계를 분석한다.
* Weights: Vink et al., 2008

Levelof Participation

Weight*

시장조사

Establishing Business Strategy

.18

상품 기획

Market Research

.27

제품사양확정
연구개발(컨셉디자인, 프

Design Requirement and Ground
rules

Pre-design
phase

.45

Design / Development Iterations

.61

생산 엔지니어링 서비스

Production Engineering

.39

유통 및 품질 관리

Distribution / QC

.30

마케팅 및 홍보

Marketing Support

.24

로토타입)

Proceeding

Design phase

Post-design
phase

<표 5-15> 제품개발 프로세스 단순화

모형을 설정하는데 4가지 디자인 역량 독립변수에 대한 재검증이 선
행되어야 했다. 디자인조직과 디자인 성과를 제외한 디자인 투자, 디자인
주체의 변수에 대해서 모형을 설정했다. 파트 2에서는 모델 5(디자인투
자)와 모델 6(디자인주체)을 통해 제품개발단계에서 디자인의 관여도와
디자이너 참여가 어느 정도, 어느 단계에,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을 때 기
업성과에 긍정적인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5>은 디자이너 참
여 수준과 디자이너 참여 범위에 대한 조절 효과를 보기 위한 연구모형
을 그림으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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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 디자이너 참여의 조절효과 모형

디자인 역량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크게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에 분석 데이터를 전체 1233개 표본을 대기업/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으로 구분하여 각기 기업 유형에 따라 조절효과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
는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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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 설정
1) 디자인 투자와 디자이너 참여수준과 참여범위의 조절효과
파트 2의 모델 5는 디자인 투자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디
자이너 참여가 가지는 조절효과에 대해 살펴본다. 가설은 다음과 같다.
H5-1. 제품개발 프로세스에서 디자이너의 적합한 단계 참여 여부가
디자인투자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양(+)의 조절효과를 가
질 것이다.
H5-2. 제품개발 프로세스에서 디자이너의 이른 단계 참여 여부가 디
자인투자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양(+)의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H5-3; 제품개발 프로세스에서 디자이너의 많은 단계 참여 여부가 디
자인투자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양(+)의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H5-4. 제품개발 프로세스에서 기업의 규모에 따라 디자이너의 적합
한 단계 참여 여부는 디자인투자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를 미칠 것이다.
H5-5; 제품개발 프로세스에서 기업의 규모에 따라 디자이너의 이른
단계 참여 여부가 디자인투자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차
이를 미칠 것이다.
H5-6; 제품개발 프로세스에서 기업의 규모에 따라 디자이너의 많은
단계 참여 여부가 디자인투자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차
이를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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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자인 주체와 디자이너 참여수준과 참여 범위의 조절효과
파트 2의 모델 6은 디자인 주체의 유형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디자이너의 참여가 미치는 조절효과를 살펴보는 모형으로 가설은 다음과
같다.
H6-1. 제품개발 프로세스에서 디자이너의 적합한 단계 참여 여부는
디자인주체의 유형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양(+)의 조절효
과를 가질 것이다.
H6-2. 제품개발 프로세스에서 디자이너의 이른 단계 참여 여부가 디
자인주체의 유형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양(+)의 조절효과
를 가질 것이다. (부분 채택)
H6-3. 제품개발 프로세스에서 디자이너의 많은 단계 참여 여부가 디
자인주체의 유형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양(+)의 조절효과
를 가질 것이다.
H6-4. 제품개발 프로세스에서 기업의 규모에 따라 디자이너의 적합
한 단계 참여 여부는 디자인주체의 유형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를 미칠 것이다.
H6-5. 제품개발 프로세스에서 기업의 규모에 따라 디자이너의 이른
단계 참여 여부가 디자인주체의 유형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
향에 차이를 미칠 것이다.
H6-6. 제품개발 프로세스에서 기업의 규모에 따라 디자이너의 많은
단계 참여 여부가 디자인주체의 유형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
향에 차이를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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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정부 지원의 조절효과

1. 연구 모형
중소기업은 자금, 인력, 정보 등 자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기술

R&D,

디자인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Conceicao et al, 2002). 제품디자인은 제품수명주기와 소비자 기호변화
가 빠르기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우 외부의 정보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역
량이 필요하다(윤진효, 2006). 특히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전체 경제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낮은 생존율과 OEM 위주의 운영으로
신기술과 정보력 면에서 대기업과 비교하여 경쟁력이 미약하다(Lee,
2013). 국내외적으로 디자인 경쟁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중소
기업의 디자인 경쟁력은 대기업이나 선진 기업에 대비 70~80% 수준에
머무르고, 전체 중소기업의 87.5%에 해당하는 기업이 디자인 활용도가
없다는 조사 결과도 존재한다(한국디자인진흥원, 2009).
2000년대 중반에는 사회 곳곳에 디자인 붐이 있었다. 2003년도부터
2005년도를 거치면서 서울시는 동대문 운동장을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로 건설하는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고, 2006년도에는 대학
내 디자인 분야 연구소 설립 및 중점교수 채용하면 지원금을 제공하는
학술진흥재단의 BK21 지원사업도 있었다. 현재까지도 중소기업의 디자
인역량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디자인
의 중요성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분야를 기술/R&D 지원사업에서 디자
인 지원사업으로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기관별로 운영하는 여러 디
자인관련 정부지원사업은 <표5-16>와 같다.

- 97 -

기관

지원사업
디자인기업역량 강화사업
글로벌 전문기술개발사업(주력및신산업) 내 세부 사업
디자인 전문기술 개발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전문인력 역량강화 사업 내 세부 사업
디자인인력 양성사업
산업기술연구기반 구축 내 세부 사업
디자인기반 구축사업
한국디자인진흥원(출연) 사업
녹색기술 사업화 디자인 지원사업
중소기업 디자인역량 강화사업

한국디자인진흥원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사업
중소∙중견기업 디자인 인력 지원사업
이노비즈 디자인 기술혁신 사업(특허기술디자인융합 개발사업)
공예산업 지원사업

중소기업청

디자인설계 1인 1사 지원사업
중소기업 공동 상표 지원사업
협업체 진단 및 구축 지원사업

특허청

국제 지재권 분쟁 컨설팅 지원사업

<표 5-16> 디자인관련 정부지원사업
(성열용 등, 2013)

그러나 정부의 지원이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
다.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격차는 벌어지고
있으며(이병헌 2005), 지원사업 관련 인지도와 참여도가 낮고(성열용 등,
2013),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 역시 그 성과물이 기업의 매출이나 특허
등의 지적 재산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낮아 그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현규, 2015).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일부 지역에 국한되거나
기업의 규모에 따른 조절효과를 살펴보지 않고 있다.
파트 3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디자인 지원사업 등의 정부 지원의 조
절효과를 살펴본다. 분석 표본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포함한 1233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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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표본을 전체표본, 중기업 표본, 소기업표본의 3가지로 구분하여 분석
결과를 살펴본다. 이는 디자인 지원사업대상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
루어지기 때문에 중기업과 소기업의 조절 효과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함이다.
검증을 위한 독립변수는 디자인 투자, 디자인 조직, 디자인 주체이다.
이번 파트는 디자인상은 다루지 않는다. 정부 지원사업 유형을 살펴보면,
디자이너 채용을 지원하는 사업(디자인조직), 제품개발을 위한 외부 디자
인 전문기업이나 디자이너를 연결하는 사업(디자인주체), 혹은 디자인 관
련 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디자인투자)가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독립변수에 따라 각각 디자인 투자(Model 7), 디자인 조직
(Model 8), 디자인 주체(Model 9)에 대응하는 모형의 이미지는 다음
<그림 5-14>와 같다.

<그림 5-14> 정부 지원의 조절효과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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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 설정
각각 디자인투자, 디자인조직, 디자인 주체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에 에 정부지원 여부의 조절효과에 대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H7-1. 소기업은 디자인투자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의 지
원에 따라 양(+)의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H7-2. 중기업은 디자인투자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의 지
원에 양(+)의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H8-1. 소기업은 디자인조직의 전문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의 지원에 따라 양(+)의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H8-2: 중기업은 디자인조직의 전문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의 지원에 따라 양(+)의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H9-1. 소기업은 프리랜서 디자이너 아웃소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의 지원에 따라 양(+)의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H9-2. 중기업은 디자인전문기업 아웃소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은 정부의 지원에 따라 양(+)의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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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분 석 결 과

제 1 절 재화유형과 기업 유형의 조절효과
1. 모델 1: 디자인투자의 직접효과 및 조절효과
산업디자인 투자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형(Model 1)에
대한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업유형 및 최종재화 유형에 따른 조절
효과를 고려한 모형의 분석결과를 <표 6-17>에 제시되어 있다. 총 7개
의 소모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번째 모형(I)은 독립변수와 통제변수
만을 고려하여 수행한 회귀모형 결과를 나타내며, 두 번째 모형(II)은 최
종재화의 조절효과를 세 번째(III)부터 여섯 번째(VI) 모형까지는 기업
유형에 따른 조절효과를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마지막 일곱 번째
모형은 앞서 고려한 조절효과를 모두 포함한 모형이다. 각 모형의 조정
된 R^2(Adjusted R^2) 값을 기준으로 설명력이 높은 모형에 별표(*:
asterisk)를 표기하였다.
디자인투자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검증되지 않았다
(H1 기각). 이는 비록 기업이 단순히 디자인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으며, 상황에 따른 요소 (예 : 조직 규모, R & D 활
동 참여)를 고려가 필요하다는 Perks et al.(2005)의 연구 결과와 그 맥
을 함께 한다고 볼 수 있다. 디자인투자 관련 연구에서 여러 연구자들이
주장한 대로 디자인투자가 성공적인 제품 개발을 통해 기업성과를 향상
시킨다는 주장은 검증되지 않았으나, 디자인 투자와 관련하여 기업의 자
본 상황과 적절한 투자 대상의 내 외부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디자인 투
자를 실행할 경우 경영성과를 높이는 경영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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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size
R^2
Adjusted R^2
<표 6-17>

Investment*Output type
Investment*Large Firm
Investment*Midsize Firm
Investment*Medium Firm
Investment*Small Firm
1233
0.365
0.360

0.024*

0.540**
0.536**
0.795**
0.710**
0.056**

IV

V

VI

VII

1233
0.368
0.363

0.066***

0.556**
0.569**
0.820**
0.758**
0.063

0.190***
0.060**

1233
0.365
0.360

0.018*

0.540***
0.531***
0.708***
0.793***
0.063**

0.213***
0.063**

1233
0.364
0.360

-0.003
1233
0.364
0.360

0.010*

0.537***
0.832***
0.789***
0.703***
0.062**

0.215***
0.064**

1233
0.371
0.364

0.008
0.092***
0.060**
0.151**
0.239**

0.556**
0.564***
0.839***
0.729***
0.058**

0.175***
0.056**

(*p<0.1; **p<0.05; ***p<0.01)

0.538***
0.533***
0.790***
0.705***
0.062***

0.215***
0.064**

Coefficient Coefficient Coefficient Coefficient Coefficient
0.011
0.008*
0.011
0.002
-0.271**

III

모델1) 디자인투자-기업유형/최종재화유형 분석결과

1233
0.364
0.360

0.538**
0.533**
0.789**
0.705**
0.062**

Large Firm
Midsize Firm
Medium Firm
Small Firm
Output type

Design
Design
Design
Design
Design

0.214**
0.064**

Labor cost
R&D Cost

0.214**
0.065**

I
II
Firm performance
Coefficient
Coefficient
0.010
-0.009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Design Investment

조절효과에 대한 검증에 있어, 먼저 최종재화 유형이 갖는 조절효과를
고려한 모형

II에서 최종재화유형이 제품인 경우 경영성과에 약한 양의

영향(p<0.1, 0.024)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H1-1 채택). 산업디자인에
대한 투자가 기술집약적인 제품에 투자되었을 때 보다. 소비자 지향적인
디자인 최종 제품에 대한 디자인 투자가 기업의 성과 향상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Eppinger & Ulrich(2016)
에서 언급한 제품의 유형에 따라 디자인 자원의 활용과 개발에 차이를
갖는다는 케이스 분석의 결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것이다.
기업 유형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모형 III부터 모형 VI을
보면, 기업의 유형 가운데 자본 안정성을 보유한 기업의 대기업 디자인
투자로 인해 기업성과에 조절효과를 강하게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P<0.01). 모형 IV를 보면, 중견기업 유형의 조절효과는 약한 양의 영향
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H2-2 채택). 모형 V를 보면 중기업 유형의 조
절효과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모형 VI는
약한 양의 영향을 가지며 이는 충분한 자본력을 보유하지 않은 소규모
기업의 경우 무리한 디자인에 대한 투자는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기각하고 있다(H1-3). 이러한 결과는 대기업은 디자인을 기업의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전사적인 모토로 사용하며 혁신적인 제품 개발을
통해 경영성과를 내는데 반해 중소기업은 디자인투자가 많아지더라도 기
업의 규모가 작거나 디자인 자원 활용의 준비가 되지 않을 경우 경영성
과 향상에 기여하지 못할 수 있다는 Moultrie & Probert, 2007; 이현규,
2015의 연구의 내용에 반하는 결과이다.
H1. 디자인투자가 커질수록 기업성과가 증가(+)할 것이다. (기각)
H1-1. 산업디자인 역할이 중요한 최종재화 유형일수록 기업성과에
디자인 투자가 미치는 영향이 더 증가(+)할 것이다.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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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2. 자본 안정성이 존재하는 기업유형 일수록 디자인투자가 기
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할 것이다. (채택)
H1-3. 자본 안정성이 낮은 기업유형일 경우 디자인투자가 기업성
과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할 것이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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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델 2: 디자인조직의 직접효과와 조절효과
디자인조직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결과는 다음 <표
6-18>에 나타내었다. 마찬가지로 조절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디자인의
역량 가운데 디자인조직과 기업성과만을 고려한 모형은 모형 I이며, 모
형 II는 최종 재화 유형의 조절효과를, 모형 III부터 VI까지는 기업 유형
의 조절효과를 고려한 모형이다. 마지막으로 모형 VII는 모든 조절효과
를 모두 포함한 모형이다.
디자인조직의 전문성 수준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분석
결과 유의하게 나타났다(모형 I, p<0.1).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디자인조
직 관련 연구에서 언급한, 디자인조직의 적절한 운영은 기업성과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친다(Hertenstein et al., 2005; Swink et al.2004)는 연구 결
과와 일치한다(H2 채택).
최종 재화 유형의 조절효과를 고려한 모형 II를 살펴보면, 약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타났다(-0.067*). 이는 소비자 지향적인 제품 디
자인이 중요한 최종 재화 유형일수록 디자인 전문성이 기업성과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H2-1)을 기각하는 결과이다. 최종 재화의 유
형은 소비자 지향적인 제품 외관, 심미적인 요소, 고객의 니즈로 인한 기
능적 요소를 추가하는 등의 제품디자인을 1로 설정하고, 기술과 서비스
의 경향을 가지는 기술 집약적인 최종 재화의 경우 0을 설정하여 측정하
였다. 분석 결과가 음의 값이 나왔다는 의미는 디자인 조직의 전문성이
높아질수록 기술지향적인 최종 재화가 기업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이유는 디자인전문성을 가진
대기업이 디자인을 넘어 혁신 기술력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
할 수 있다. Aken(2005)은 대기업은 하이테크 기술을 보유하며 동시에
디자인 전문기관을 운영하여 우수한 제품 개발을 실현한다고 언급했다.
독립적인 디자인 부서를 보유한 기업은 주로 자본이 풍부한 대기업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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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많다.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디자인에 대한 충분한 투자를
전사적 모토로 활용하는 기업의 경우 디자인 뿐 만 아니라 기술과 서비
스 등 여러 역량에 대해 충분한 투자를 진행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때
문에 오히려 디자인 전문성이 크다는 것은 기술전문성을 보유할 가능성
이 있기 때문에 분석결과가 기각되었다고 판단된다.
기업 유형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모형(III~VI) 가운데 대기
업 유형을 고려하는 모형 III을 보면, 대기업은 디자인 조직의 전문성 여
부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기업을 나타내는 모형 IV부터 소기업의 조절효과를 보는 모형 VI
까지 일관되게 음의 영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충분한 자
본력을 보유하지 않은 소규모 기업의 경우 무리한 디자인에 대한 투자는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채택한다(H2-2). 선행 연구는 자본과
기업의 규모에 따라 소기업 일수록 디자인 조직에 있어 디자인 숙련되지
않은 디자이너를 고용하고 기업의 안정화에 따라 점차 숙련된 개인 디자
이너, 작은 규모의 디자인 부서의 순으로 발전한다는 기존 연구(Aken,
2005)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H2. 이에 디자인조직의 전문성 높을수록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2-1. 산업디자인 역할이 중요한 최종재화 유형일수록 기업성과에
디자인조직의 전문성이 미치는 영향이 더 증가(+)할 것이다. (기
각)
H2-2. 자본 안정성이 낮은 기업 유형 일수록 디자인조직의 전문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더 감소(-)할 것이다.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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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size
R^2
Adjusted R^2

III
IV
Firm performance

1233
0.365
0.360

-0.067*

0.535*
0.528**
0.781**
0.698**
0.112*

0.214**
0.060***

0.060*

1233
0.365
0.360

0.025

0.510
0.526**
0.777*
0.694*
0.061*

0.213
0.061

0.017

1233
0.365
0.361

-0.066*

0.533**
0.587**
0.780**
0.699**
0.062*

0.214
0.062

0.028*

Coefficient Coefficient Coefficient

II

1233
1.366
0.362

-0.118**

0.529
0.524*
0.665*
0.689*
0.059*

0.220
0.057

-0.004

Coefficient

V

<표 6-18> 모델2) 디자인조직-기업유형/최종재화유형 분석결과

1233
0.365
0.361

0.531**
0.525**
0.776**
0.694**
0.062*

Large Firm
Midsize Firm
Medium Firm
Small Firm
Output type

Type*Output type
Type*Large Firm
Type*Midsize Firm
Type*Medium Firm
Type*Small Firm

0.215***
0.018**

Labor cost
R&D Cost

Organization
Organization
Organization
Organization
Organization

0.021*

Coefficient

I

Organization Type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VII

1233
0.365
0.361

-0.065*

0.528**
0.219**
0.769**
0.744**
0.060**

0.216**
0.058

0.048**

1233
0.368
0.361

-0.080*
0.144*
0.078
0.322*
0.223

0.419**
0.482**
0.503*
0.505*
0.118

0.214
0.056

-0.121

Coefficient Coefficient

VI

(*p<0.1; **p<0.05; ***p<0.01)

3. 모델 3: 디자인주체의 직접효과와 조절효과
산업 디자인 주체의 유형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
과는 다음 <표 6-19>와 <표 6-20>에 정리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조절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디자인의 역량 가운데 디자인 주체와 기업성과만
을 고려한 모형은 모형 I이며, 모형

II는 최종 재화유형의 조절효과를,

모형 III부터 VI까지는 기업유형의 조절효과를 고려한 모형이다. 마지막
으로 모형 VII는 모든 조절 효과를 모두 포함한 모형이다.
디자인 개발의 주체가 내부인지 외부인지 여부에 따라 경영성과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모형으로 구분된다. 디자인 주체의 유형에 따라
인하우스 디자인의 경우와 아웃소싱 디자인의 경우로 구분되며, 아웃소
싱 디자인은 디자인 전문기업에 의뢰하는 경우와 개인 프리랜서 디자이
너에게 의뢰하는 경우로 구분되어 총 3가지 독립변수로 구분하여 분석한
다. 독립변수 간의 상관분석 결과 디자인 전문기업 아웃소싱과 인하우스
디자인 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인하우스와 아웃소싱을 각
각 분석했다.
먼저 <표 6-19>은 인하우스 디자인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조
절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정리한 표이다. 모형 I의 인하우스 디자인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분석 결과 유의하게 나타났다. 해당
모형은 본연구 가설은 아니지만, Roy et al(1986)의 연구는 사내 디자이
너를 보유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들 보다 성장과 자본에 있어서 더
좋다는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08 -

- 109 -

1,233
0.367
0.362

1,233
0.367
0.361

0.004

0.206***
0.061**
0.071***
0.521***
0.773***
0.685***
0.068*

1,233
0.371
0.366

0.032*

0.205***
0.068**
0.549***
0.525***
0.779***
0.690***
0.07*

0.008*

1,233
0.368
0.363

-0.064

0.208***
0.059**
0.523***
0.576***
0.778***
0.690***
0.07***

0.013**

1,233
0.368
0.363

-0.076**

0.223***
0.058**
0.523***
0.514***
0.709***
0.68***
0.070**

-0.024*

IV
V
Firm performance
Coefficient
Coefficient Coefficient

III

<표 6-19> 모델3) 인하우스 디자인-기업유형/최종재화유형 분석결과

design*Large Firm
design*Midsize Firm
design*Medium Firm
design*Small Firm

Sample size
R^2
Adjusted R^2

In-house
In-house
In-house
In-house

In-house design*Output type

0.206***
0.060**
0.521***
0.522***
0.773***
0.685***
0.071***

Labor cost
R&D Cost
Large Firm
Midsize Firm
Medium Firm
Small Firm
Output type

0.002*

Coefficient

Coefficient
0.004*

II

I

In-house design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1,233
0.366
0.361

-0.006

0.216**
0.062*
0.530**
0.521**
0.776**
0.695**
0.072

0.010

Coefficient

VI

1,233
0.374
0.367

0.178**
0.129*
0.443***
0.443***

-0.010

0.216**
0.068*
0.397**
0.434**
0.459**
0.401**
0.071*

-0.519

Coefficient

VII

(*p<0.1; **p<0.05; ***p<0.01)

최종 재화 유형의 조절효과를 고려한 모형 II를 살펴보면, 인하우스
디자인 주체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다. 이는 인하우스디자인의 경우 제품디자인을 최종재화로 하는 경우 조
절효과를

갖는다는

가설(H3-1)을

기각하는

것이다.

이는

Jung

&

Kim(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이들이 언급했던 지적
재산인 제품 디자인은 기술에 비해 모방이 용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
며, 유행성이 강하고 수명주기가 짧기에 디자인 지적재산권은 출원시점
으로부터 그 권리가 보호되는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디자인의 중요성이
강한 기업들의 경우 제품 디자인은 외부 아웃소싱 보다는 내부의 디자인
부서에서 개발하는 것이 정보의 유출을 막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대표
적인 예로 신규 아이폰 출시 정보 유출 등의 사례를 들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가설이 기각된 이유를 살펴보면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지
하고 내부 인하우스 디자인 역량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
규모의 기업인 경우가 해당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 표본
은 80% 이상이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소기업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본 표본에서 재화의 유형의 조절효
과가 유의하기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졸 수 있다.
기업 유형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모형 가운데 대기업 유
형을 고려하는 모형 III을 보면, 자본 안정성이 높은 기업유형이 내부 디
자인 주체(인하우스 디자인)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양의 영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H3-2)이 채택 된 것으로 나타났다(0.032*). 이
는 앞서 언급한 대기업의 자본 안정성과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만
큼 자체적인 디자인 보안 유지 등을 위해 인하우스 디자인 자원을 구축
하는 현상과 일치한다.
모형 IV를 보면, 중견 기업 유형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중견 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과도기적 단계로서 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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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디자인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양의 영향을 미치거나 아무 영향
을 나타내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다. 중견기업은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의
경우 중견기업의 표본 수가 많지 않은 관계로 중견 기업과 산업디자인에
관한 연구는 후속 연구로 남긴다. 모형 V를 보면 중기업 유형의 조절효
과는 경영성과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모형 VI
는 소기업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하우스 디자
인은 기업 내에 전문적인 디자인 인력과 부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사실상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보유 할수 있는 조직의 형태이
다. 따라서 소기업의 경우 인하우스 디자인 소싱이 유의하지 않게 나온
것은 타당한 결과이며, 가설이 충분이 검증되었다고 판단한다.
<표 6-20>은 아웃소싱 디자인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조절효과
에 대한 분석결과를 정리한 표이다. 아웃소싱 디자인은 아웃소싱 유형에
따라 디자인 전문 기업과 개인 디자인 프리랜서로 구분된다. 아웃소싱
디자인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분석 결과 유의하게 나타
났다. 이 결과는 앞서 검토한 인하우스 디자인의 직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 것과 함께 디자인 주체의 유형에 따라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는 가설 H3을 채택하는 결과이다.
디자인 전문기업 아웃소싱은 음의 영향이 개인 프리랜서 아웃소싱의
양의 영향을 보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두 가
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디자인 전문업체의 주요 의뢰인은 중기업 이상의
규모를 가지는 기업에 해당 되기 때문이다. 디자인 전문기업은 개인 프
리랜서에 비해 체계적인 디자인 스킬을 보유하고 있지만, 디자인 프로젝
트 계약 에 있어서 프리랜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기계약, 대규모 계약
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소기업은 유동적이고 작은 단위의
디자인을 수시로 의뢰할 수 있는 또한 상대적으로 원가우위 장점을 가지
는 프리랜서를 선정할 수 있다(유정현 등, 2018)는 연구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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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
0.367
0.361

0.014*
-0.001

0.532***
0.527***
0.778***
0.695***
0.053*

0.217***
0.062**

1233
0.370
0.364

-0.056**

0.004

0.527***
0.523***
0.787***
0.704***
0.062**

0.213***
0.068**

-0.011*
0.033

1233
0.369
0.363

0.056*

-0.007

0.594***
0.494***
0.783***
0.700***
0.058**

0.218***
0.062**

-0.022
0.046*

1233
0.369
0.363

-0.025

-0.071*

0.524***
0.519***
0.810***
0.683***
0.057**

0.224***
0.059***

0.017
0.058**

1233
0.367
0.361

*0.003

-0.006

0.531***
0.526***
0.776***
0.693***
0.606**

0.216***
0.064**

-0.013
0.49

IV
V
VI
Firm performance
Coefficient Coefficient Coefficient Coefficient

III

<표 6-20> 모델3) 아웃소싱디자인-기업유형/최종재화유형 분석결과

Design Firm*Small Firm
Freelancer*Large Firm
Freelancer*Midsize Firm
Freelancer*Medium Firm
Freelancer*Small Firm

Sample size
R^2
Adjusted R^2

Firm
Outsource
Outsource
Outsource
Outsource
Outsource

Outsource Design Firm*Large Firm
Outsource Design Firm*Midsize Firm
Outsource Design Firm*Medium

1233
0.367
0.362

0.531*
0.526*
0.773*
0.693*
0.606*

Large Firm
Midsize Firm
Medium Firm
Small Firm
Output type

Outsource Design Firm*Output type
Outsource Freelancer*Output type

0.216**
0.065***

Labor cost
R&D Cost

-0.021*
0.046*

-0.011*
0.045**

Outsource Design Firm
Outsource Freelancer

II

Coefficient Coefficient

I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1233
0.379
0.369

-0.492*
-0.052
0.019
-0.039
-0.037

-0.444**

-0.150
-0.100*

0.029*
0.026

0.645***
0.618***
1.066***
0.975***
0.035

0.211***
0.068**

0.525***
0.064

Coefficient

VII

최종 재화 유형의 조절효과를 고려한 모형 II를 살펴보면, 디자인 전
문기업의 아웃소싱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
과는 프리랜서 디자이너의 성과를 측정하기에는 인소싱과 전문디자인 기
업을 대상으로 하는 아웃소싱이 상대적으로 선호되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기업 유형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모형들 가운데 대기업의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모형 III을 보면, 디자인 전문기업 아웃소싱의 조절
효과는 없으며, 프리랜서 디자이너의 조절효과는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유형은 기업 간의 업무계약을 선호하기에 개인
프리랜서 디자이너와의 아웃소싱 계약을 선호하지 않는 것이 이러한 결
과로 검증되었다.
모형 IV에서 중견기업의 조절효과에서는 프리랜서 디자이너 아웃소싱
이 양의 영향을, 모형 V에서 중기업의 조절효과에서는 디자인 전문기업
아웃소싱이 음의 영향을 모형 VI에서 소기업의 조절효과에서는 프리랜
서 디자이너 아웃소싱이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결
과는 자본 안정성이 낮은 기업 유형의 경우 외부 디자인 주체(아웃소싱)
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할 것이다. 가설을 채택하고 있다
(H3-3).
또한 아웃소싱 유형과 관련하여 유세준 등(2001)년 연구에서 아웃소
싱 유형에 따라 기업성과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다는 연구가 있다. 그러
나 소기업은 아웃소싱 프리랜서가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고, 중기업은
아웃소싱 전문기업이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기업 유형에 아웃
소싱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했다. 검증 결과 소
기업은 개인 프리랜서 디자이너 아웃소싱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모형 VI에서 검증 되었다. 소기업의 아웃소싱 활동이 기업성과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허문구(2006)의 중소기업의 제조 아웃소싱이
기업의 성과와 마케팅 차졀화 전략에 긍정적이며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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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중기업이 디자인 전문기업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은 분석결과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역(逆)으로 검증되었다.
중기업이 디자인 전문회사 아웃소싱에 음의 영향을 나타내는 원인을
확인한 결과, 중기업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디자인 소싱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로는 중기업이 생산제조에
집중하는 기업들로 디자인 활동이 자주 이루어지지 않는 기업들이 표본
에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Gilly et al., 2004,
Stentoft et al., 2015).
H3. 디자인 주체의 유형에 따라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존
재할 것이다. (채택)
H3-1. 산업디자인 역할이 중요한 최종재화 유형일수록 디자인 주체
가 인하우스 디자인일 때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양
(+)의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기각)
H3-2. 자본 안정성이 높은 기업유형 일수록 경우 내부 디자인 주체
(인하우스디자인)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할 것이
다. (채택)
H3-3. 자본 안정성이 낮은 기업 유형일수록 경우 외부 디자인 주체
(아웃소싱 디자인)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할 것이
다.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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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형 4: 디자인성과의 직접효과와 조절효과
산업디자인 성과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는
디자인성과 3가지 ‘디자인상’, ‘디자인마크’ 그리고 ‘디자인 특허’에 해당
하는 분석 결과가 각각 다음의 <표 6-21>, <표 6-22> 그리고 <표
6-23>에 정리해두었다. 조절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디자인의 역량 가운
데 디자인 성과와 기업성과만을 고려한 모형은 모형 I이며, 모형

II는

최종 재화유형의 조절효과를, 모형 III부터 VI까지는 기업유형의 조절효
과를 고려한 모형이다. 마지막으로 모형 VII는 모든 조절효과를 모두 포
함한 모형이다.
디자인 성과 가운데 디자인 상과 디자인인증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직
접적인 영향은 분석결과 강하게 음의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1>의 모형 1은 디자인상의 기업성과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이 강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표 6-22> 디자인 인증
의 직접효과인 모형 I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디자인 성과의 누적 수가 많을수록 기업성과가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 가설(H4)를 기각하는 결과이다.
기업들이 일련의 디자인 상을 수상함으로써 디자인 품질 및 디자인
기능의 우수성을 입증 할 수 있다(Lockwood, 2007; Sung et al., 2015;
Xia et al, 2016; Pin up Design Awards, 2014)는 기존 연구의 주장과
상반되는 결과이다. 또한, Xia et al(2018)이 분석한 연구는 디자인 상의
수상이 기업의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며 디자인상의 긍정적
이 영향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 역시 본 결과와 상반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디자인 상 뿐 아니라 혁신에 관련된 상, 품질 상
등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범위의 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종속변수
는 수상 소식이 미디어에 노출된 후 한시적인 기간 동안의 주식 상승폭
을 계산한 이벤트 스터디(event study) 연구이기에 디자인상의 기업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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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 보기에는 기존연구가 취약점을 가지고 있
다고 판단된다. 또한, 디자인상이 음의 영향을 미치는 다른 이유를 추정
해보면, 중소기업의 경우 디자인 상 수상을 위해 시간과 자원을 투입하
는 것이 지나친 비용으로 책정되어 경영성과에 음의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마지막으로 디자인 상의 수상 역사가 길지 않으며, 일반 생산제조 기
업을 대상으로 수여하기 보다는 디자인 전문기업들이 주로 참여하는 것
으로 상을 수상한 기업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표 6-23>의 디자인특허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모형 I은 양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디자인 특허는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앞서 검증한 디자인
상과 디자인 마트와 다른 결과 임을 알 수 있다. 기업 유형의 조절효과
에 해당하는 모형 III~VI를 살펴보면 대기업에 해당되는 모형III과 소기
업에 해당되는 모형 VI이 양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에 비해 중견기업과 중기업의 유형은 디자인특허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조절효과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자인 특허가
소기업의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디자인 인증과 디자인 상의 수상이 해당되지 않더라도
디자인 특허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가설을 부분적으로 채
택한다고 볼 수 있다(H4-1).
H4. 디자인 성과의 누적 수가 많을수록 기업성과가 증가(+)할 것이
다. (기각)
H4-1: 자본 안정성이 낮은 기업의 경우 디자인 성과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할 것이다. (부분 채택)

- 116 -

- 117 -

1233
0.375
0.371

<표 6-21> 모델4) 디자인상-기업유형/최종재화유형 분석결과

1233
0.375
0.371

0.219***
0.068**
0.531***
0.541***
0.778***
0.697***
0.065**

1233
0.375
0.370

1233
0.374
0.369

0.037*

0.213***
0.065***
0.535***
0.541***
0.772***
0.693***
0.067***

Sample size
R^2
Adjusted R^2
1233
0.377
0.372

-0.142*

0.217***
0.067***
0.531***
0.543***
0.781***
0.699***
0.065***

-0.106***

0.028
1233
0.374
0.370

0.009

0.220***
0.069***
0.525***
0.536***
0.771***
0.690***
0.066***

-0.101***

VI

VII

VIII

1233
0.377
0.371

-0.559

-0.092

-2.281*

-0.167

0.214***
0.065**
0.538***
0.545***
0.784***
0.706**
0.066***

2.255

1233
0.379
0.372

-1.235*

-0.497

-0.097

-1.735

0.211***
0.067*
0.544**
0.547***
0.787**
0.707**
0.070**

2.945*

Coefficient Coefficient Coefficient

Design awardt*Small Firm

Design award*Medium Firm

Design award*Midsize Firm

Design award*Large Firm

0.215***
0.067**
0.532***
0.545***
0.782***
0.700***
0.022**

0.038

0.219***
0.069**
0.527***
0.536***
0.771***
0.690***
0.066***

-0.100***

Labor cost
R&D Cost
Large Firm
Midsize Firm
Medium Firm
Small Firm
Output type

0.493*

-0.099***

III

Design award

II

IV
V
Firm performance
Coefficient Coefficient Coefficient Coefficient Coefficient

I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p<0.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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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
0.376
0.371

0.219***
0.57**
0.535***
0.529***
0.784***
0.701***
0.060**

<표 6-22> 모델4) 디자인인증-기업유형/최종재화유형 분석결과

1233
0.365
0.360

0.001

0.218***
0.057**
0.535***
0.530***
0.785***
0.701***
0.060**

-0.019

1233
0.365
0.360

1233
0.365
0.360

-0.107**

0.220***
0.059**
0.538***
0.548***
0.794***
0.711***
0.062**

-0.019

Sample size
R^2
Adjusted R^2
1233
0.373
0.368

0.017

0.219***
0.057**
0.531***
0.529***
0.783***
0.700***
0.060**

-0.021

1233
0.376
0.370

-0.009

0.001

-0.107**

0.017

0.221***
0.059**
0.534***
0.547***
0.791***
0.709***
0.062**

-0.201

IV
V
VI
VII
Firm performance
Coefficient Coefficient Coefficient Coefficient

-0.009
1233
0.365
0.361

0.219***
0.061**
0.536***
0.540***
0.788***
0.708***
0.064**

-0.018

Coefficient

III

Design mark*Small Firm

Design mark*Medium Firm

Design mark*Midsize Firm

Design mark*Large Firm

0.218***
0.057**
0.535***
0.530***
0.785***
0.701***
0.060**

Labor cost
R&D Cost
Large Firm
Midsize Firm
Medium Firm
Small Firm
Output type

-0.021

-0.019

Design mark

II

Coefficient Coefficient

I

Model 4 (performance)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1233
0.377
0.370

0.104

0.061

0.083

0.043

0.219***
0.059***
0.535***
0.548***
0.792***
0.710***
0.063**

-0.020

Coefficient

VIII

(*p<0.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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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size
R^2
Adjusted R^2

patent*Output type
patent*Large Firm
patent*Midsize Firm
patentr*Medium Firm
patentr*Small Firm
1233
0.365
0.360

0.009

0.216***
0.066**
0.527***
0.523***
0.773***
0.689***
0.062**

0.010*

1233
0.366
0.361

0.035*

0.218***
0.067**
0.515***
0.521***
0.768***
0.685***
0.064**

0.011*

III

1233
0.365
0.361

-0.028

0.218***
0.067**
0.527***
0.530***
0.772***
0.690***
0.064**

0.020*

1233
0.365
0.360

0.012

0.215***
0.065**
0.529***
0.524***
0.771***
0.689***
0.062**

0.016*

1233
0.366
0.361

0.035*

0.218***
0.067**
0.515***
0.512***
0.768***
0.685***
0.064**

0.011

1233
0.367
0.360

0.025
-0.033
0.005
-0.050

0.217***
0.066**
0.516***
0.529***
0.767**
0.687**
0.064**

0.064*

1233
0.367
0.360

0.049
0.001
-0.054
-0.018
-0.173

0.218***
0.066**
0.517***
0.531***
0.771***
0.691***
0.068**

0.151*

IV
V
VI
VII
VIII
Firm performance
Coefficient Coefficient Coefficient Coefficient Coefficient Coefficient Coefficient

II

<표 6-23> 모델4) 디자인특허-기업유형/최종재화유형 분석결과

1233
0.365
0.361

0.217***
0.066**
0.528***
0.524***
0.773***
0.690***
0.063***

Labor cost
R&D Cost
Large Firm
Midsize Firm
Medium Firm
Small Firm
Output type

Design
Design
Design
Design
Design

0.017*

Coefficient

I

Design patent

Model 4 (performance)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p<0.1; **p<0.05; ***p<0.01)

제 2 절 디자이너의 참여 수준과 범위의 조절효과
산업디자인 투자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제품개발 단계에서 디
자이너의 참여 수준에 따라 조절효과를 갖는지에 대한 모형(Model 5)에
대한 검증 결과는 다음의 <표 6-24>, <표6-25>, <표 6-26>, <표
6-27>에 제시되어 있다. <표 6-24>는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디자인
투자가 디자이너 참여수준과 범위에 대한 조절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한
분석결과 이며, <표 6-25>은 소기업에 해당하는 표본 726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표 6-26>는 중기업(n=376)을 <표 6-27>는 대기업
밑 중견기업 (n=131)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이다. 디자이너 참여의 조
절효과를 확인하는데 기업의 유형에 의해 표본을 구분한 것은 전체 표본
으로 분석한 결과 그 해석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업 규모에 따
른 데이터의 구분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제품개발 프로세스 상에서 각기
달리 투입해야 하는 디자인 자원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는 결과를 정리
할 수 있었다.
첫 번째 모형(I)은 독립변수와 통제변수 만을 고려하여 수행한 회귀분
석결과를 나타내며, 두 번째(II)부터 네 번째(IV)까지는 디자이너의 참여
수준의 조절효과를 보기 위한 분석결과 이다. 이는 제품개발 프로세스
단계를 3가지로 구분하여, 각 단계 별로 참여 했을 때의 조절효과를 확
인 할 수 있다. 다섯 번째(V) 모형은 제품 개발 프로세스 상에서 얼마나
여러 단계에 디자이너가 참여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참여 범위의 조절
효과를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마지막 여섯 번째 모형은 앞서 고려
한 조절효과를 모두 포함한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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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형 5: 디자인투자와 조절효과
먼저 <표 6-24>의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디자인투자가 경영성과에 미
치는 영향에 디자이너의 참여수준의 조절효과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모형 II의 디자이너가 제품개발 단계에서 디자인 전 단계에 참여하는 것
은 경영성과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제품 개
발에 있어 이른 단계에서 공급자나 소비자 등의 이해관계자가 의사결정
에 참여한다면 빠른 하위 의사결정상으로 기업 운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Barret and francis, 1997) 기존 연구와 상충되는 것으로 보인다.
모형 III은 디자이너가 디자인 단계에 참여할 때 조절효과가 기업성과
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가 설정한 가설(H5-1)을
지지한다. 그리고 모형 IV의 디자인 후 단계 참여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제품개발 단계에서 여러 디자인 범위에 참여에
대한 조절효과(모형 V)는 기업성과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 디자이너가 디자인 본연
의 단계에 참여하는 것과 디자이너가 여러 단계에 참여하는 것이 기업성
과에 유의하다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디자인 단계를 제외한 디자인
전과 후에 디자이너가 참여하는 것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제품 프로세스 단계를 디자이너가 주도하고, 디자이너가 멀티플레이어
로 모든 단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Maciver (2010)의 연구와
결과가 맞지 않는 듯 보인다.
분석 결과를 이해하기 위 해서 표본데이터를 기업의 규모에 따라 소기
업, 중기업, 대기업(중견기업포함)으로 구분하여 기업 규모별로 어떤 차
이를 보이는지 보다 자세히 살펴본다.
소기업 표본<표 6-25> 분석 결과는 디자이너 참여와 관련된 모든 조
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기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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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수가 작아, 별도의 디자이너를 고용하지 않은 기업의 표본이 많
았기 때문에 디자이너 참여 관련 결과를 추출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여겨
진다. 제품 개발 프로세스 상에서 디자이너의 참여가 적기 때문에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온 것이다.
중기업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인 <표 6-26> 역시 소기업과 마
찬가지로 디자인 투자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디자이너의 참
여 수준과 범위에 따라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 이유는 소기업과 유사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표본의 분석 결과인 <표 6-27>는 디자이너의 참여
수준에 대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모형 II를 보면 디자인
전 단계에 디자이너가 참여했을 때 기업성과에 양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자인 단계에 참여했을 시에도 양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에 비해 디자인 후 단계에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디자이너가 제품 개발의 여러 범위에 참여했을 시, 양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자체
적인 디자인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내부 디자인 인력이 전체 제품 개발
프로세스에 참여할 기회가 보다 많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앞서 파트 1
에서 분석한 결과에서도 대기업은 인하우스 디자인이 유의미하고, 중기
업과 소기업처럼 규모가 작은 유형의 경우 아웃소싱 디자인이 유의미하
게 나왔던 결과가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각 가설 검정 다음과 같
다.
H5-1. 제품개발 프로세스에서 디자이너의 적합한 단계 참여 여부가
디자인투자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양(+)의 조절효과를 가
질 것이다.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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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5-2. 제품개발 프로세스에서 디자이너의 이른 단계 참여 여부가 디
자인투자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양(+)의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부분채택)
H5-3. 제품개발 프로세스에서 디자이너의 많은 단계 참여 여부가 디
자인투자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양(+)의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채택)
H5-4. 제품개발 프로세스에서 기업의 규모에 따라 디자이너의 적합
한 단계 참여 여부는 디자인투자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를 미칠 것이다. (부분 채택)
H5-5. 제품개발 프로세스에서 기업의 규모에 따라 디자이너의 이른
단계 참여 여부가 디자인투자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차
이를 미칠 것이다. (채택)
H5-6. 제품개발 프로세스에서 기업의 규모에 따라 디자이너의 많은
단계 참여 여부가 디자인투자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차
이를 미칠 것이다.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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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Level1
investment*Level2
investment*Level3
investment*PR

Sample size
R^2
Adjusted R^2

Design
Design
Design
Design
1233
0.369
0.362

0.013

0.201***
0.078**
0.546**
0.545**
0.803**
0.712**
0.083**
-0.202**
0.038
0.087*
0.086**

1233
0.370
0.363

0.048**

0.197**
0.081**
0.549**
0.549**
0.810**
0.714**
0.084**
-0.195**
0.04
0.065
0.084**

-0.012

1233
0.369
0.362

-0.012

0.201**
0.077**
0.547
0.547**
0.806**
0.715**
0.082**
-0.204**
0.042
0.088*
0.090**

0.025

<표 6-24> 모델5) 디자인투자-디자이너 참여 조절효과

1233
0.370
0.362

0.200***
0.077**
0.547***
0.546***
0.805***
0.714***
0.082***
-0.202**
0.042
0.087
0.086**

Labor cost
R&D Cost
Large Firm
Midsize Firm
Medium Firm
Small Firm
Output type
Participation range
Level 1 Pre design
Level 2 Design
Level 3 Post-design

0.005

Coefficient

Coefficient
0.015

II

I

Design investment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1233
0.369
0.363

0.058*

0.199**
0.081**
0.546**
0.546**
0.803**
0.710**
0.084
-0.214**
0.041
0.087*
0.085**

-0.034

1233
0.370
0.362

-0.032
0.026
-0.016
0.064

0.197***
0.081**
0.550**
0.550**
0.811**
0.715**
0.084**
-0.215**
0.050*
0.075
0.089

-0.015*

(전체표본, n=1233, *p<0.1; **p<0.05; ***p<0.01)
III
IV
V
VI
Firm performance
Coefficient
Coefficient Coefficient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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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size
R^2
Adjusted R^2

investment*Level1
investment*Level2
investment*Level3
investment*PR
726
0.125
0.114

-0.050

0.238***
0.016
0.204***
-0.179
0.060
0.042
0.090

-0.052

Coefficient

II

726
0.125
0.114

0.043

0.235***
0.025
0.205***
-0.163
0.039
0.018
0.084

-0.117**

726
0.125
0.114

-0.036

0.239***
0.202
0.204
-0.177
0.043
0.042
0.102

-0.062

<표 6-25> 모델5) 소기업, 디자인투자-디자이너 참여 조절효과

726
0.124
0.115

0.237***
0.021
0.204
-0.174
0.042
0.042
0.088

Labor cost
R&D Cost
Output type
Participation range
Level 1 Pre-design
Level 2 Design
Level 3 Post-design

Design
Design
Design
Design

-0.089**

Coefficient

I

Design investment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726
0.125
0.114

0.031

0.236***
0.023
0.204***
-0.186
0.043
0.045
0.088

-0.115*

726
0.128
0.114

-0.159*
-0.062
-0.097
0.012

0.237***
0.020
0.206***
-0.327
0.112
0.11
0.142

-0.099

(소기업, n=726, *p<0.1; **p<0.05; ***p<0.01)
III
IV
V
VI
Firm performance
Coefficient Coefficient Coefficient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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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size
R^2
Adjusted R^2

investment*Level1
investment*Level2
investment*Level3
investment*PR
376
0.179
0.159

0.210

0.319***
0.180***
0.110**
-0.412**
0.044
0.283**
0.157**

-0.313*

Coefficient

II

376
0.176
0.156

-0.018

0.319***
0.177***
0.110**
-0.388**
0.068
0.259**
0.150*

-0.115**

376
0.178
0.157

0.151

0.314***
0.178***
0.108**
-0.288**
0.070
0.259**
0.136*

-0.259

III
IV
Firm performance
Coefficient Coefficient

<표 6-26> 모델5) 중기업, 디자인투자-디자이너 참여 조절효과

376
0.176
0.158

0.319***
0.177***
0.110**
-0.389**
0.068
0.258**
0.150*

Labor cost
R&D Cost
Output type
Participation range
Level 1 Pre-design
Level 2 Design
Level 3 Post-design

Design
Design
Design
Design

-0.115**

Coefficient

I

Design investment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376
0.176
0.156

0.230

0.319
0.178***
0.110**
-0.400**
0.070
0.263**
0.152**

-0.148

Coefficient

V

376
0.187
0.161

0.470**
0.216*
0.577*
-0.660*

0.306***
0.180***
0.106*
-0.269
0.011
0.179
0.100

-0.549**

Coefficient

VI

(중기업, n=376, *p<0.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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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size
R^2
Adjusted R^2

investment*Level1
investment*Level2
investment*Level3
investment*PR
131
0.272
0.218

0.615**

0.410***
0.094
0.019
0.311
-0.198
-0.229
-0.084

-0.566**

131
0.260
0.205

0.321*

0.444***
0.082
0.013
0.313
-0.118
-0.279
-0.105

-0.276

131
0.241
0.185

0.330

0.431***
0.088
0.031
0.267
-0.141
-0.203
-0.083

-0.042

<표 6-27> 모델5) 대기업, 디자인투자-디자이너 참여 조절효과

131
0.240
0.191

0.431***
0.087
0.030
0.260
-0.145
-0.184
-0.070

Labor cost
R&D Cost
Output type
Participation range
Level 1 Pre-design
Level 2 Design
Level 3 Post-design

Design
Design
Design
Design

0.015

Coefficient

I

Design investment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131
0.254
0.199

0.334*

0.432***
0.086
0.023
0.272
-0.125
-0.234
-0.101

-0.297

131
0.291
0.218

0.309
-0.016
-0.042
0.066

0.424***
0.080
0.001
0.225
-0.162
-0.223
0.001

-0.503***

(대기업, 중견기업, n=131, *p<0.1; **p<0.05; ***p<0.01)
II
III
IV
V
VI
Firm performance
Coefficient
Coefficient
Coefficient Coefficient
Coefficient

2. 모형 6: 디자인주체와 조절효과
디자인 주체는 인하우스와 아웃소싱으로 구분이 되며 이는 각각 따로
분석이 진행되었다. 디자인 주체의 유형 가운데 인하우스 디자인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제품 개발단계에서 디자이너의 참여 수준에 따라
조절효과를 갖는지에 대한 모형(Model 6)에 대한 검증 결과는 다음의
<표 6-28>, <표 6-29>, <표 6-30>, <표 6-31>에 제시되어 있다. <표
6-28>은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인하우스 디자인이 디자이너 참여 수
준과 범위에 대한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에 대한 분석결과이며, <표
6-29>는 소기업 표본 726개 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표
6-30>은 중기업(n=376), <표 6-31>은 대기업 밑 중견 기업 (n=131)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이다. 아웃소싱 디자인과 디자이너의 참여 수준
조절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6-28>, <표 6-29>, <표 6-30>, <표
6-3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모형(I)은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만을 고려하여 수행한 회귀모
형 결과를 나타내며, 두 번째(II)부터 네 번째(IV)까지는 제품개발 프로
세스를 3단계로 축소하여 디자이너가 참여 했을 때의 조절효과를 보기
위한 모형이다. 다섯 번째(V) 모형은 제품개발 프로세스 상에서 얼마나
여러 단계에 디자이너가 참여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참여 범위의 조절
효과를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마지막 여섯 번째 모형은 앞서 고려
한 조절 효과를 모두 포함한 모형이다.
1) 인하우스 디자인 주체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표 6-28> 전체 표본을 대상 결과를 보면 모형 II 의 디자인 전 단계
는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미는 디자이너가 제
품 개발 기획단계에 해당하는 상품 기획, 사양확정 단계에 참여하는 것
이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임을 의미한다. 이는 기존
연구의 결과와 반대의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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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III의 디자인 단계의 디자이너 참여는 긍정적인 양의 영향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디자이너가 디자인 단계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논
리적인 결과로 보인다. 모형 IV을 보면 디자인 후 단계 디자인 참여는
유의하지 않게 나왔다. 마지막으로 디자이너가 여러 범위에 참여하는 경
우는 음의 영향이 나타나 디자이너가 여러 단계에 참여하는 것 부정적인
조절효과를 가진다고 나타났다. 모형 III의 디자이너가 디자인 단계에 참
여하는 것이 양의 영향을 보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선행 연구와 전혀 일
치하는 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파트 1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
탕으로 추측해보면, 중기업과 소기업은 아웃소싱 디자인에 유의한 결과
를 보이며, 인하우스 디자인은 대기업 표본에 유의한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으니 각 표본에 대한 분석을 보다 살펴보고자 한다.
소기업 표본의 분석결과<표 6-29> 중에서 모형 II를 보면 디자이너의
디자인 전 단계참여는 음의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III의 디자인 단계 참여와 모형 IV의 디자인 후 단계의 디자이너 참여는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소기업은 디자이너가
제품개발 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소기업은 상
대적으로 제한적인 인력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에 이를 효율적으로 활
용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소기업은 오히려 제품개발
프로세스 상에서 디자인 전 단계에 디자이너를 투입하는 것이 불필요한
소모를 초래하는 부정적인 영향요인이 될 수 있다.
, 디자이너의 여러 단계의 참여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6-30>의 인하우스 디자인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디자이너의 참여
수준의 조절 효과에 관해 중기업 표본에서는 소기업과 동일한 결과를 보
였다. 모형 II의 디자인 전 단계는 음의 영향을, 모형 III과 모형 IV의 디
자인 단계와 디자인 후 단계의 디자이너 참여는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디자이너의 여러 단계의 참여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
났다. 소기업과 중기업이 동일한 결과를 보인다는 점이 흥미롭다. 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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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의 경우 디자이너가 디자인 전 단계에 참여하는 것 보다. 디자인
단계와 디자인 후 단계에 참여하는 것이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일관된 결과를 보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표 6-31>의 인하
우스 디자인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디자이너의 참여수준의 조절효
과에 관해 대기업 표본은 중소기업과 조금 다른 결과를 보인다. 디자인
전 단계에의 참여에 관한 모형 II과 디자인 단계에 참여에 관한 모형 III
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디자이너가 여러 범위에 참여하는 것이 기업
성과에 양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모형인 모형 V가 강하
게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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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size
R^2
Adjusted R^2

design*Level1
design*Level2
design*Level3
design*PR
1233
0.369
0.363

-0.076*

0.202
0.071
0.540
0.538
0.793
0.702
0.087
-0.218**
0.102*
0.091
0.094**

0.038*

Coefficient

II

1233
0.369
0.362

0.011*

0.203
0.074
0.540
0.536
0.792
0.702
0.084
-0.180*
0.034
0.057
0.079*

0.016

Coefficient

1233
0.369
0.362

-0.045

0.204
0.072
0.539
0.535
0.791
0.702
0.084
-0.195**
0.038*
0.076*
0.118*

0.038*

Coefficient

III
IV
Firm performance

V
Coefficient

1233
0.370
0.364

-0.006*

0.203
0.072
0.542
0.538
0.795
0.705
0.083
-0.184*
0.037*
0.071*
0.082**

0.021

<표 6-28> 모델6) 인하우스 디자인-디자이너 참여 조절효과

1233
0.369
0.362

0.203
0.073
0.541
0.537
0.794
0.704
0.083
-0.185*
0.036
0.069
0.080*

Labor cost
R&D Cost
Large Firm
Midsize Firm
Medium Firm
Small Firm
Output type
Participation range
Level 1 before design
Level 2 indt. design
Level 3 after design

In-house
In-house
In-house
In-house

0.019

Coefficient

In-house design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I

1233
0.371
0.364

-.222**
-0.351*
-0.243*
0.607**

0.200
0.073
0.536
0.535
0.790
0.699
0.084
-0.545***
0.194**
0.295*
0.225**

0.039*

Coefficient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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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size
R^2
Adjusted R^2

726
0.218
0.208

-0.099*

0.242
0.024
0.217*
-0.300*
0.148*
0.137*
0.135**

-0.018*

Coefficient

II

726
0.218
0.207

0.019*

0.245**
0.027
0.212
-0.251
0.056
0.088
0.113**

-0.044*

726
0.220
0.208

0.130**

0.247**
0.023
0.212
-0.268
0.060
0.118
0.221**

0.011

IV
Firm performance
Coefficient
Coefficient

III

726
0.218
0.207

-0.040

0.246**
0.024
0.212
-0.253
0.065*
0.123
0.126**

-0.025

Coefficient

V

<표 6-29> 모델6) 소기업, 인하우스 디자인-디자이너 참여 조절효과

726
0.219
0.208

0.246**
0.026
0.212*
-0.259***
0.059
0.108*
0.117**

Labor cost
R&D Cost
Output type
Participation range
Level 1 before design
Level 2 indt. design
Level 3 after design

design*Level1
design*Level2
design*Level3
design*PR

-0.039*

In-house design

In-house
In-house
In-house
In-house

Coefficient

I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726
0.223
0.208

0.015
0.126**
-0.085*
-0.141*

0.244**
0.039
0.211**
-0.152
0.045
0.014
0.169**

0.010*

Coefficient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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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1**
0.172**
0.121**
-0.422**
0.080
0.358**
0.168**

-0.011

<표 6-30> 모델6) 중기업, 인하우스 디자인-디자이너 참여 조절효과

376
0.266
0.246

376
0.272
0.252

0.122*

0.329***
0.173***
0.122**
-0.459***
0.072
0.337**
0.251*

0.021

Sample size
R^2
Adjusted R^2
376
0.275
0.245

0.062**

0.327***
0.180**
0.120**
-0.399**
0.064
0.255*
0.147*

-0.062*

V
Coefficient

-0.080
376
0.273
0.253

-0.205*

0.332***
0.162***
0.128**
-0.510***
0.240**
0.378***
0.175**

0.023

Coefficient

IV

In-house design*PR

In-house design*Level3

In-house design*Level2

376
0.275
0.247

0.329***
0.177***
0.119**
-0.427**
0.071*
0.323**
0.152*

Labor cost
R&D Cost
Output type
Participation range
Level 1 before design
Level 2 indt. design
Level 3 after design

In-house design*Level1

-0.046*

In-house design

Coefficient

Coefficient

Coefficient

Independent variable

III
Firm performance

II

Dependent variable

I

376
0.274
0.257

-0.185*

0.018*

0.231**

-0.020

0.327**
0.184**
0.130**
-0.236
0.082
0.131
0.108*

-0.073

Coefficient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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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size
R^2
Adjusted R^2

design*Level1
design*Level2
design*Level3
design*PR
131
0.243
0.186

0.049*

0.436**
0.098
0.017
0.207
-0.153
-0.130
-0.055

-0.082

Coefficient

II
Coefficient

131
0.253
0.197

0.255*

0.424**
0.109*
0.025
0.456
-0.182
-0.468*
-0.138

-0.127*

IV

131
0.242
0.185

-0.041

0.426**
0.101
0.014
0.173
-0.121
-0.110
-0.030

-0.030

Coefficient

Firm performance

III

V

131
0.284
0.230

0.074***

0.448**
0.121*
0.012
0.147
-0.222*
-0.480*
-0.213*

-0.323**

Coefficient

<표 6-31> 모델6) 대기업, 인하우스 디자인-디자이너 참여 조절효과

131
0.242
0.192

0.433
0.103
0.016
0.188
-0.122*
-0.177
-0.049

Labor cost
R&D Cost
Output type
Participation range
Level 1 before design
Level 2 indt. design
Level 3 after design

In-house
In-house
In-house
In-house

-0.062

Coefficient

In-house design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I

131
0.289
0.216

-0.109
0.116
-0.035
0.076**

0.432**
0.133*
0.013
0.218
-0.182
-0.615*
-0.228

-0.285*

Coefficient

VI

2) 아웃소싱 디자인과 디자이너 참여수준의 조절효과
다음의 <표 6-32>, <표 6-33>, <표 6-34>, <표 6-35>는 디자인 주
체 가운데 아웃소싱 디자인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먼저 전체 표본을 대
상으로 한 <표 6-32>의 아웃소싱 디자인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디자이너의 참여수준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디자인 전 단계인 모형 II
만 유의하고 나머지 결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소기업 표본 분석결과<표 6-33>는 ’프리랜서 아웃소싱‘ 디자이너에
대한 결과 만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결과가 있는
모형은 IV로 디자인 본연의 단계가 아닌 디자인 후 단계인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본 연구에서 제품 개발 단계를 세
단계로 구분했지만, <표 5-13>과 <표 5-15>의 디자이너 참여 단계에
대한 구분을 살펴보면, 세 개의 단계는 7개의 세분화된 단계에 대입하여
각 단계별 역할을 해석할 수 있다. 소기업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단계는
생산, 제조, 설계단계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해
석하면 소기업은 디자인 후 단계 즉 생산 및 제조 단계에 관여할 수 있
는 설계가 가능한 디자인 인력 지원이 경영성과에 유의미함을 알 수 있
다. <표 6-34>의 중기업 표본에서는 흥미로운 결과를 찾을 수 있는데,
디자인 전 단계 에서는 디자인 전문기업의 참여가 양의 영향을 미치고,
디자인 단계와 디자인 후 단계는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양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디자이너가 여러 단계에 많이 참여하는 것
은 오히려 경영성과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결과가 도출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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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Firm*Level1
Design Firm*Level2
Design Firm*Level3
Design Firm*PR
Freelancer*Level1
Freelancer*Level2
Freelancer*Level3
Freelancer*PR

Sample size
R^2
Adjusted R^2

Outsource
Outsource
Outsource
Outsource
Outsource
Outsource
Outsource
Outsource
1233
0.372
0.364

0.018

0.044*

0.202**
0.072**
0.540**
0.540**
0.793**
0.701**
0.084**
-0.237**
0.025
0.104
0.098

1233
0.371
0.363

-0.004

-0.001

0.204**
0.075*
0.539**
0.538**
0.790**
0.700**
0.080**
-0.194*
0.043
0.077
0.081**

-0.022
0.045

1233
0.371
0.363

0.021

0.015

0.204**
0.073*
0.537**
0.537**
0.787**
0.697**
0.080**
-0.202*
0.044*
0.081*
0.077**

-0.036
0.025

III
IV
Firm performance
Coefficient
Coefficient

<표 6-32> 모델6) 아웃소싱 디자인-디자이너 참여 조절효과

1233
0.371
0.364

0.204**
0.074**
0.540**
0.539**
0.791**
0.701**
0.080**
-0.167**
0.043
0.077
0.082**

Labor cost
R&D Cost
Large Firm
Midsize Firm
Medium Firm
Small Firm
Output type
Participation range
Level 1 before design
Level 2 indt. design
Level 3 after design

-0.046
0.035

Coefficient

Coefficient
-0.023
0.043*

II

I

Outsource Design Firm
Outsource Freelancer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1233
0.371
0.363

0.009

0.010

0.204**
0.073*
0.541**
0.540**
0.794**
0.703**
0.080**
-0.216*
0.047*
0.086*
0.088**

-0.030
0.036*

Coefficient

V

0.110**
0.132*
0.100*
-0.263**
0.042
-0.041
-0.008
-0.008

0.198**
0.074**
0.537**
0.539**
0.789**
0.697**
0.081**
-0.007
-0.033
-0.029
0.022

-0.041
0.052

Coefficient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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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size
R^2
Adjusted R^2

726
0.123
0.109

0.019

0.042

0.247***
0.023
0.212**
-0.327*
0.054
0.153
0.139**

0.007
0.056*

726
0.122
0.108

-0.005

-0.017

0.249**
0.026
0.208**
-0.271*
0.066
0.120
0.115*

0.033
0.075**

726
0.123
0.110

0.073*

0.024

0.247**
0.024
0.206**
-0.278*
0.067
0.123
0.105*

0.008
0.005

Coefficient

III
IV
Firm performance

Coefficient Coefficient

II

V

726
0.121
0.108

0.015

0.007

0.251**
0.024
0.207**
-0.305*
0.703
0.134
0.127*

0.001
0.053*

Coefficient

<표 6-33> 모델6) 소기업, 아웃소싱 디자인-디자이너 참여 조절효과

726
0.121
0.110

0.250**
0.025
0.207**
-0.285*
0.069
0.125
0.121*

Labor cost
R&D Cost
Output type
Participation range
Level 1 before design
Level 2 indt. design
Level 3 after design

Design Firm*Level1
Design Firm*Level2
Design Firm*Level3
Design Firm*PR
Freelancer*Level1
Freelancer*Level2
Freelancer*Level3
Freelancer*PR

0.029
0.065**

Outsource
Outsource
Outsource
Outsource
Outsource
Outsource
Outsource
Outsource

I
Coefficient

Outsource Design Firm
Outsource Freelancer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726
0.127
0.106

0.153*
0.254*
0.167*
-0.416*
0.020
-0.031
0.070
-0.018

0.241**
0.026
0.202**
0.033
-0.035
-0.064
0.002

0.013
0.024

Coefficient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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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0.166
0.146

376
0.174
0.150

0.011

0.131**

0.329**
0.161**
0.124*
-0.518**
0.011
0.384
0.178*

376
0.171
0.146

-0.078*

-0.019

0.320**
0.190**
0.123*
-0.357*
0.053
0.301***
0.128*

376
0.170
0.145

0.238*

0.062

0.327**
0.173**
0.122*
-0.444**
0.073
0.329***
0.129*

-0.015
-0.189

V

376
0.168
0.143

-0.045

-0.042

0.326**
0.177**
0.120*
-0.468**
0.075
0.338**
0.154*

0.010
0.071

Coefficient

<표 6-34> 모델6) 중기업, 아웃소싱 디자인-디자이너 참여 조절효과

Design Firm*Level1
Design Firm*Level2
Design Firm*Level3
Design Firm*PR
Freelancer*Level1
Freelancer*Level2
Freelancer*Level3
Freelancer*PR

Sample size
R^2
Adjusted R^2

Outsource
Outsource
Outsource
Outsource
Outsource
Outsource
Outsource
Outsource

0.326**
0.177**
0.116**
-0.430**
0.074
0.326**
0.154*

0.059
0.067*

Labor cost
R&D Cost
Output type
Participation range
Level 1 before design
Level 2 indt. design
Level 3 after design

-0.030
0.033

Coefficient

IV
Firm performance

0.042
0.046*

III

Outsource Design Firm
Outsource Freelancer

II

Coefficient Coefficient Coefficient

I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376
0.187
0.148

0.161*
-0.025
-0.025
-0.030
-0.061
-0.274*
0.166
0.345

0.323**
0.177**
0.136**
-0.449
-0.021
0.378*
0.162

0.027
-0.284

Coefficient

VI

- 139 -

131
0.248
0.193

131
0.259
0.191

0.054

-0.147

0.438**
0.090
0.012
0.267
-0.048
-0.200
-0.058

131
0.287
0.222

0.061

-0.274**

0.420**
0.130*
0.029
0.523
-0.197*
-0.194
-0.131

0.170**
0.103*

131
0.253
0.183

-0.152

-0.113

0.441**
0.119
0.027
0.220
-0.133
-0.156
0.006

0.140*
0.246

III
IV
Firm performance
Coefficient
Coefficient

V

131
0.285
0.219

-0.068

-0.375**

0.447***
0.118
0.021
0.832**
-0.215*
-0.443*
-0.168

0.279**
0.060

Coefficient

<표 6-35> 모델6) 대기업, 아웃소싱 디자인-디자이너 참여 조절효과

Design Firm*Level1
Design Firm*Level2
Design Firm*Level3
Design Firm*PR
Freelancer*Level1
Freelancer*Level2
Freelancer*Level3
Freelancer*PR

Sample size
R^2
Adjusted R^2

Outsource
Outsource
Outsource
Outsource
Outsource
Outsource
Outsource
Outsource

0.427**
0.118
0.023
0.169
-0.118*
-0.109
-0.035

Labor cost
R&D Cost
Output type
Participation range
Level 1 before design
Level 2 indt. design
Level 3 after design

0.119
0.288

Coefficient

Coefficient
0.054
0.094

II

I

Outsource Design Firm
Outsource Freelancer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0.304
0.199

-0.076
-0.272
-0.042
-0.010
-0.299
-0.725
0.401
0.168

0.421**
0.107
0.039*
0.657
-0.186
-0.312
-0.149

0.255*
-0.064

Coefficient

VI

대기업 표본<모형 6-35>에서는 아웃소싱 디자인 관련하여 양의 영향
을 미치는 결과는 없었으며, 오히려 디자인 전문기업이 디자인 단계에
참여할 경우 부정적인 영향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V의 디자인
전문회사가 제품 개발 여러 단계에 많이 참여하는 것 역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디자인 프리랜서 아웃소싱과 관련해서는 유
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요약하면 정리하면 대기업은 인하우스 디자인으로 제품 개발을 할 때
보다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중기업과 소기업은 아웃소싱
디자인을 통한 제품디자인을 진행할 때 보다 긍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
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파트 1에서 검증한 결과와 동일하다.
H6-1. 제품개발 프로세스에서 디자이너의 적합한 단계 참여 여부는
디자인주체의 유형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양(+)의 조절효
과를 가질 것이다. (기각)
H6-2. 제품개발 프로세스에서 디자이너의 이른 단계 참여 여부가 디
자인주체의 유형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양(+)의 조절효과
를 가질 것이다. (부분 채택)
H6-3. 제품개발 프로세스에서 디자이너의 많은 단계 참여 여부가 디
자인주체의 유형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양(+)의 조절효과
를 가질 것이다. (부분채택)
H6-4. 제품개발 프로세스에서 기업의 규모에 따라 디자이너의 적합
한 단계 참여 여부는 디자인주체의 유형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를 미칠 것이다. (채택)
H6-5. 제품개발 프로세스에서 기업의 규모에 따라 디자이너의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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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참여 여부가 디자인주체의 유형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
향에 차이를 미칠 것이다. (채택)
H6-6. 제품개발 프로세스에서 기업의 규모에 따라 디자이너의 많은
단계 참여 여부가 디자인주체의 유형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
향에 차이를 미칠 것이다.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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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정부지원 여부의 조절효과
산업디자인 역량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정부의 지원이 조절효과
를 가지는지에 대한 모델 7(디자인투자), 모델 8(디자인 조직), 모델 9(디
자인 주체-인소싱,아웃소싱)에 대한 검증 결과는 다음의 <표 6-36>,
<표 6-37>, <표 6-38>에 제시되어 있다. <표 6-36>은 전체 표본을 대
상으로 <표 6-37>는 소기업(n=726)을 대상으로, <표 6-38>은 중기업
(n=376)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이다. 첫 번째(I)와 두 번째(II)모형은 디
자인투자 독립변수에 관한 모델 7에 해당되며, 세 번째 (III)와 네 번째
(IV)모형은 디자인 조직 독립변수에 대한 모델 8의 분석결과이다. 마지
막 다섯 번째(V)부터 여덟 번째(VIII)모형은 디자인 주체를 독립변수로
고려하여 나타낸다. 이 가운데 각 모델의 맨 앞에 해당 되는 I, III, V,
VII 모형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만을 고려한 분석 결과이며, 나머지 모
형은 정부지원 조절 효과를 고려한 모형이다.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결과를 정리한 <표 6-36>은 디자인 투자,
디자인조직 그리고 디자인 주체인 인하우스 디자인과 아웃소싱 디자인의
4개의 독립변수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정부지원에 대한 조절
효과가 모두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디자인 지원사업과 이와 관련된 성과에 대한 문헌의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표본 구성의 90%가 정부 디자인 지원사업의
대상인 중기업과 소기업 임에도 분석결과 나타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하
고자 소기업과 중기업의 표본을 구분하여 다시 분석을 실시하였다.
소기업 표본 분석결과<표 6-37>를 보면, 모형II, 모형 III

그리고 모

형 VIII이 양의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다시 말하면,
디자인 투자(모형II)와 디자인조직(II)에 관련된 정부지원의 경우 기업성
과에 양의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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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관련 소프트웨어 구입, 시설 도입 등에 대한 디자인 투자 지원을 진
행할 경우 성과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디자인조직에 대해서도
디자이너 채용, 디자인 부서 설립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등 디자인조직
개편을 위한 정부 지원도 효과를 보일 것이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제
품디자인을 대행할 아웃소싱 업체와 관련된 지원사업의 경우는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
정부지원사업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표 6-38>는 모형 II의 디자인투자에
대한 정부지원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며, 모형 IV의 디자
인 조직과 모형VI의 인하우스디자인 관련 정부지원의 조절효과는 음의
영향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중기업의 경우는 디자인 아웃
소싱중 디자인 전문회사와 관련한 정부지원이 양의 조절효과를 갖는 것
으로 나타났다.
H7-1. 소기업은 디자인투자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의 지
원에 따라 양(+)의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채택)
H7-2. 중기업은 디자인투자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의 지
원에 양(+)의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기각)
H8-1. 소기업은 디자인조직의 전문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의 지원에 따라 양(+)의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채택)
H8-2. 중기업은 디자인조직의 전문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의 지원에 따라 양(+)의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기각)
H9-1. 소기업은 프리랜서 디자이너 아웃소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의 지원에 따라 양(+)의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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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H9-2. 중기업은 디자인전문기업 아웃소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은 정부의 지원에 따라 양(+)의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채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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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8
III
IV
Firm performance

V

1233
0.366
0.361

0.533**
0.526**
0.776
0.691
0.062**
0.036*

0.211**
0.061**

0.017

1233
0.366
0.361

0.020

0.533**
0.526**
0.776
0.690
0.061*
0.017

0.211**
0.062**

0.016

1233
0.366
0.361

0.535**
0.526**
0.780
0.693
0.062**
0.038*

0.211**
0.063*

0.005

VI

Model 9
VII

1233
0.366
0.360

-0.008

0.534**
0.526**
0.779
0.693
0.062**
0.044

0.212**
0.063*

0.006

<표 6-36> 모델 7,8,9) 정부의 지원의 조절효과 (전체 표본, n=1233)

1233
0.366
0.361

Sample size
R^2
Adjusted R^2

1233
0.366
0.361

0.005

0.536**
0.530**
0.782
0.695
0.062**
0.035*

0.211**
0.064**

0.004

Design Investment*government
Design Organization*government
Inhouse Design*government
Outsource D firm*government
Outsource Freelancer*government

0.536**
0.530**
0.782
0.695
0.063**
0.037*

0.211**
0.064**

Labor cost
R&D Cost

Large Firm
Midsize Firm
Medium Firm
Small Firm
Output type
Government subsidy

0.005

II

VIII

1233
0.366
0.361

0.533
0.527**
0.777
0.691
0.060**
0.036*

0.212**
0.064**

-0.011
0.044*

1233
0.368
0.362

0.008
-0.005

0.532**
0.527**
0.776
0.691
0.060**
0.032

0.213**
0.064*

-0.013
0.045*

Coefficient Coefficient Coefficient Coefficient Coefficient Coefficient Coefficient

Model 7

Coefficient

Design investment
Design Organization
Inhouse Design
Outsource D firm
Outsource Freelancer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I

- 146 -

II

Model 8
III
IV
V
Firm performance
VI

Model 9
VII
VIII

<표 6-37> 모델 7,8,9) 정부의 지원의 조절효과 (소기업, n=726)

726
0.169
0.162

726
0.171
0.163

726
0.172
0.162

726
0.170
0.162

726
0.169
0.161

726
0.169
0.162

726
0.171
0.162

Sample size
R^2
Adjusted R^2

726
0.169
0.162

-0.026
0.022*

0.142**
0.000

0.026

0.105*

0.143**
-0.011

0.008*

0.145**
-0.030

0.065
0.014

-0.012
0.039*

Design Investment*government
Design Organization*government
Inhouse Design*government
Outsource D firm*government
Outsource Freelancer*government

0.147*** 0.147*** 0.145**
-0.016
-0.011
-0.106

0.146**
-0.009

0.147***
-0.012

0.061
0.013

Output type
Government subsidy

0.062
0.015

0.067
0.012

0.061*
0.015

0.062
0.013

0.057
0.014

0.057
0.014

0.005

Labor cost
R&D Cost

-0.003
-0.018
0.043

0.010*
0.009

0.024

0.026*

Coefficient Coefficient Coefficient Coefficient CoefficientCoefficientCoefficientCoefficient

Model 7

Design investment
Design Organization
Inhouse Design
Outsource D firm
Outsource Freelancer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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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8
III
IV
Firm performance
V

Model 9
VI
VII

<표 6-38> 모델 7,8,9) 정부의 지원의 조절효과 (중기업, n=376)

376
0.221
0.208

376
0.222
0.207

376
0.227
0.208

376
0.227
0.212

376
0.025
0.210

376
0.221
0.209

376
0.219
0.204

0.015
0.020

Sample size
R^2
Adjusted R^2

0.019
0.151**

0.098**
-0.006

0.019
0.015*

-0.092*

-0.256*

0.028
0.325**

-0.004

0.022
0.082*

0.151**
0.125**

-0.066*
0.023

Design Investment*government
Design Organization*government
Inhouse Design*government
Outsource D firm*government
Outsource Freelancer*government

0.027
0.089*

0.017
0.085*

0.027
0.087*

0.152**
0.124**

0.060*

Output type
Government subsidy

0.145** 0.145**
0.134*** 0.117**

0.047

0.142**
0.114**

0.141** 0.141**
0.142*** 0.126**

0.063**

0.141**
0.142***

0.049*

Labor cost
R&D Cost

-0.011
-0.052*
0.016

376
0.219
0.207

VIII

Coefficient Coefficient Coefficient Coefficient Coefficient Coefficient Coefficient

II

-0.011

Coefficient

Model 7

Design investment
Design Organization
Inhouse Design
Outsource D firm
Outsource Freelancer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I

제 7 장

결 과 해 석

제 1 절 연구 결과의 요약
연구 결과 해석을 서술하기에 앞서 전체 모형의 구성에 대해 정리한
다. 본 연구는 총 3개의 파트로 구분되며 연구의 전체 개요를 정리하면
<표 7-39>와 같다. 4개의 디자인역량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해, 5가지 조절효과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이며, 특히 제
품개발단계의 디자이너 참여와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조절효과를 기업의
규모(대기업/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별로 구분하여 검증하여, 기업 규
모에 따른 디자이너 활용과 정부지원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는
분석 결과를 도출했다.

구분

파트 1

파트 2

파트 3

조절효과

1) 최종재화 유형
2) 기업 유형

1) 디자이너 참여 수준
2) 디자이너 참여 범위

정부의 지원

모형

독립변수

모델 1

디자인투자

모델 2

디자인조직

모델 3

디자인주체
(인하우스,아웃소싱)

모델 4

디자인성과
(디자인상, 인증, 특허)

모델 5

디자인투자

모델 6

디자인주체

모델 7

디자인투자

모델 8

디자인조직

모델 9

디자인주체

<표 7-39> 연구 모형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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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1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직접효과와 함께 최종재화 유형과
기업유형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토하는 모형이다. 파트 1은 디자인역량에
해당되는 독립변수 4가지(디자인투자, 디자인조직, 디자인주체, 디자인성
과)에 모두에 대해 분석한다. 최종재화 유형은 만질 수 있는(tangible) 재
화로 산업디자인이 중요한 제품과 만질 수 없는(intangible)한 성격의 기
술과 서비스인이 중요하지 않은 기술이나 서비스로 분류가 된다. 두 번
째 기업 유형은 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구분되며 이는 ’산
업디자인통계조사‘의 구분을 그대로 사용하였다(한국디자인진흥원, 2017).
파트 2는 디자인 투자와 디자인주체의 2가지 독립변수에 대해, 제품
개발 단계에서 디자이너 참여의 조절효과를 분석했다. 그리고 전체기업,
대기업/중견기업, 소기업, 중기업으로 구분한 데이터를 통해 기업 규모별
차이를 검증했다. 해당 파트에서 주목할 부분은 디자이너 참여가 어느
단계에 참여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적합한 단계), 얼마나 빨리 참여하는지
(이른단계) 그리고 얼마나 많이 참여하는지 3가지로 구분분하여 분석을
진행했다. 이 분석결과를 통해 제품개발프로젝트에 기업규모에 따라 디
자인 자원과 디자이너 투입에 대한 의사결정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결과
도출할 수 있었다.
파트 3은 디자인투자, 디자인조직, 디자인주체 3가지 독립변수에 대
해, 정부의 지원의 조절효과를 분석했다. 정부지원정책의 대상인 중기업
과 소기업(중소기업)을 구분하여 전체기업 표본을 검증한 후, 중기업, 소
기업 표본별로 데이터를 구분하여 다시 검증하였고, 그 결과 중기업과
소기업이 정부지원에 대해 서로 다른 영향을 받는 것을 검증했다.
<표 7-40>은 제 6 장 분석결과에서 언급된 가설검정 결과를 하나의
표로 정리한 것이다. 앞으로 서술할 파트별 결과 해석과 결론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검정된 가설은 총 31개이며 그 가운데 18개 가설이
채택되었고, 5개 가설은 부분채택, 8개 가설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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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3

모델
2

모델
1

구분

10 H3b-1

H3a

H3

8

9

H2b

7

H2

5

H2a

H1b-2

4

6

H1b-1

H1a

2

3

H1

1

번호

기각
채택
채택
기각

채택

산업디자인 역할이 중요한 최종재화 유형일수록 기업성과에 디자인조직의
전문성이 미치는 영향이 더 증가(+)할 것이다
자본 안정성이 낮은 기업 유형 일수록 디자인조직의 전문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더 감소(-)할 것이다
디자인 주체의 유형에 따라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산업디자인 역할이 중요한 최종재화 유형일수록 디자인 주체가 인하우스
디자인일 때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양(+)의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자본 안정성이 높은 기업유형 일수록 경우 내부 디자인
주체(인하우스디자인)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할 것이다

채택

기각

자본 안정성이 낮은 기업유형 일 경우 디자인투자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할 것이다
디자인조직의 전문성 높을수록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채택

기각

검정

자본 안정성이 존재하는 기업유형 일수록 디자인투자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할 것이다

산업디자인 역할이 중요한 최종재화 유형일수록 기업성과에 디자인투자가
미치는 영향이 더 증가(+)할 것이다

디자인투자가 커질수록 기업성과가 증가(+)할 것이다

가설

- 151 -

모델
6

모델
5

모델
4

채택
부분채택
채택
채택
기각
부분채택

제품개발 프로세스에서 기업의 규모에 따라 디자이너의 많은 단계 참여
여부는 디자인투자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를 미칠 것이다
제품개발 프로세스에서 기업의 규모에 따라 디자이너의 이른 단계 참여
여부가 디자인투자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를 미칠 것이다
제품개발 프로세스에서 기업의 규모에 따라 디자이너의 많은 단계 참여
여부가 디자인투자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를 미칠 것이다
제품개발 프로세스에서 디자이너의 적합한 단계 참여 여부는 디자인주체의
유형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양(+)의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제품개발 프로세스에서 디자이너의 이른 단계 참여 여부가 디자인주체의
유형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양(+)의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17 H5-4

18 H5-5

19 H5-6

20 H6-1

21 H6-2

부분채택

제품개발 프로세스에서 디자이너의 이른 단계 참여 여부가 디자인투자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양(+)의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15 H5-2

제품개발 프로세스에서 기업의 규모에 따라 디자이너의 적합한 단계 참여
여부는 디자인투자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를 미칠 것이다

채택

제품개발 프로세스에서 디자이너의 적합한 단계 참여 여부가 디자인투자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양(+)의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14 H5-1

16 H5-3

부분채택

기각

자본 안정성이 낮은 기업의 경우 디자인 성과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할 것이다.

디자인 성과의 누적 수가 많을수록 기업성과가 증가(+)할 것이다

12 H4

채택

13 H4-1

자본 안정성이 낮은 기업 유형일수록 경우 외부 디자인 주체(아웃소싱
디자인)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할 것이다

11 H3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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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9

모델
8

모델
7

H8-2

H9-1

H9-2

29

30

31

H7-1

26

H8-1

H6-6

25

28

H6-5

24

H7-2

H6-4

23

27

H6-3

22

채택
채택

소기업은 프리랜서 디자이너 아웃소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의
지원에 따라 양(+)의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중기업은 디자인전문기업 아웃소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의
지원에 따라 양(+)의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표 7-40> 전체 가설 검정 결과

기각

중기업은 디자인조직의 전문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의 지원에
따라 양(+)의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채택

소기업은 디자인투자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의 지원에 따라
양(+)의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채택

채택

제품개발 프로세스에서 기업의 규모에 따라 디자이너의 많은 단계 참여
여부가 디자인주체의 유형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를 미칠 것이다

소기업은 디자인조직의 전문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의 지원에
따라 양(+)의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채택

제품개발 프로세스에서 기업의 규모에 따라 디자이너의 이른 단계 참여
여부가 디자인주체의 유형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를 미칠 것이다

기각

채택

제품개발 프로세스에서 기업의 규모에 따라 디자이너의 적합한 단계 참여
여부는 디자인주체의 유형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를 미칠 것이다

중기업은 디자인투자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의 지원에 양(+)의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부분채택

제품개발 프로세스에서 디자이너의 많은 단계 참여 여부가 디자인주체의
유형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양(+)의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제 2 절 재화유형과 기업유형의 조절효과
파트 1의 연구에서는 4가지 디자인 역량(디자인 투자, 디자인조직, 디
자인 주체, 디자인 성과)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디자인
역량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변수 4가지(최종재화 유형, 기업
유형, 디자이너 참여, 정부 지원)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먼저 디자인투자의 직접효과와 재화유형과 기업유형의 조절효과에 대
한 결과를 정리하면, 산업디자인에 대한 투자가 적절한 대상과 기업의
자본 내에서 수준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기업의 유형과 관계없이 경
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기존 선행
연구의 내용과도 동일한 부분이다(Marsili and Salter, 2006; Cereda et
al., 2005). 분석 결과 상에서 특이한 점은 자본이 적은 기업 유형인 중기
업과 소기업 가운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중기업이 유의한 조절효과가
없고, 오히려 소기업 경우 디자인투자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절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중 기업 대비 소기업이
디자인 투자와 경영성과 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갖는 이유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먼저 소기업은 중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정부 및 지자
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음을 들 수 있다(이현규, 2015). 두
번째 이유는 규모가 작은 소기업은 투자의 대상이 단순하고, 기존에 투
자가 진행된 바가 적기에 적은 디자인 투자만으로도 경영성과에 즉각 효
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디자인투자에 대한
성과는 매우 혁신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디자인경
영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매우 유용한 전략이며 따라서 디자인경
영 환경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이진열, 2013)
그 외 조절효과의 내용을 살펴보면, 재화의 유형에 따라 디자인 투자
가 경영성과가 양의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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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형이 서비스나 기술이 아닌 제품 디자인이 중요한 재화일 경우 디
자인 투자가 커질수록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문헌에서 언급된 대로 R&D 투자가 특허/기술 등의
지적 재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문헌과 유사한 결과이다
(Jung and Kim, 2008) 즉 제품 디자인 역시 기술과 마찬가지로 보다 많
은 투자를 할수록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
으로 검증한 것과 같다. 기업 실무진 등이 기업의 디자인 투자 시, 투자
대비 그 성과에 대한 측정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투자가 기업유형과 최종재화의 유형에 관한 조절 효과
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기에 의미가 있다.
디자인 조직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최종재화 유형의 조절효과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가 도출되었다. 소비자 지향적인 제품 디자인이 중요한 최
종 재화 유형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디자인 전문성이 중요하고, 성
공적인 신제품개발을 위해서 능력 있는 디자이너의 영입과 전문적인 디
자인 부서의 운영이 필요하다(Kichuk & Wiesner, 1997). 본 연구에서
분석한 제품디자인이 중요한 ’최종재화 유형‘의 조절효과는 오히려 전문
적인 디자인 조직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디자인 조직의 전문성이 높아질수록 기술지향적
인 최종 재화가 기업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이유는 디자인전문성을 가진 대기업이 디자인을
넘어

혁신

기술력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Aken(2005)은 대기업은 하이테크 기술을 보유하며 동시에 디자인 전문
기관을 운영하여 우수한 제 개발을 실현한다고 언급했다. 독립적인 디자
인 부서를 보유한 기업은 주로 자본이 풍부한 대기업인 경우가 많다. 디
자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디자인에 대한 충분한 투자를 전사적 모토로
활용하는 기업의 경우 디자인 뿐만 아니라 기술과 서비스 등 여러 역량
에 대해 충분한 투자를 진행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때문에 오히려 디자
인 전문성이 크다는 것은 기술 전문성을 보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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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가 기각되었다고 판단된다.
디자인 조직과 기업 유형에 관한 조절 효과 관련하여 주목해야할 부분
을 살펴보면, 대기업은 디자인 조직의 전문성 여부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등의 기업유형의 조절효과는 음의 영향이 나타났다. 이를 해석하려면 디
자인 조직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기업성과에 반드시 중요한 요인은 아
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본과 기업의 규모에 따라 소기
업 일수록 디자인 조직에 있어 디자인 숙련되지 않은 디자이너를 고용하
고 기업의 안정화에 따라 점차 숙련된 개인 디자이너, 작은 규모의 디자
인 부서의 순으로 발전한다는 기존 연구(Aken, 2005)와 일치하는 결과이
다.
디자인 외부조달이 가능하려면 디자인 전문기업으로 구성된 시장이 활
성화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디자인 전문기업이 발달해 있
지는 않은 편이다. 주요 제품 개발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
으며, 대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전문 연구개발/디자인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적인 디자인 컨설팅 기업에 대한 수요가
해외에 비해 크지 않다(Utterback et al., 2006; Lee, 2018). 그럼에도 불
구하고 자체적인 디자인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자인 아웃소싱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기업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적절
한 아웃소싱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성공적인 제품개발 단계의 산업디자
인 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이호곤, 2010).
본 연구의 분석 결과 기업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디자인 조달을 위한
성격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정적인 자본과 시스
템을 갖춘 대기업의 경우는 인하우스 디자인을 통한 제품 개발이 경영성
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기업을 대상으로 납품을
하는 중기업이나 중견기업은 디자인 전문기업을 통한 외부 아웃소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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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기업은 외부 디자인 조달을 하되, 프리랜서
디자이너를 채택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기업 이하의 기업은 자체적인 디자인 조직을 운영하기보다는 디자
인 전문기업과 프리랜서 디자이너를 섭외가 효과적이며 특히 소기업 유
형의 규모가 작은 기업이라면 프리랜서 디자인 아웃소싱이 전문디자인기
업보다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반대로 대기업이 프리랜서에 의한 아웃
소싱을 할 경우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업의 산
업디자인에 대한 아웃소싱은 인하우스 디자인이 아웃소싱에 비해 유리하
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견기업과 중기업은 디자인 전문기업에 디자인 아
웃소싱 의뢰하는 것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기업이 생산하는 규격화된 공장 생산 제품의 다양성을 넘어 3D 프린
터의 등장으로 다품종 소량생산은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다. 공급의 다양
성이 증가하면서 수요자들의 제품에 대한 기대도 세분화되고 다양해 지
고 있다. 이로 인해 제품의 다양성에 대한 특성은 기능의 편리함, 보편적
심미성을 넘어 개인의 취향을 반영하고자 하는 고객의 니즈가 더 커지고
있다. 이런 트렌드에 힘입어 온라인 상에 재능 교류 플랫폼이 증가하면
서 1인 기업이나,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디자인 성과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디자인 상과 디자인 인증이 제품의 판매량이나
재무적인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연구와 상충되는 부분이
다(Xia et al, 2018; 유정현, 2018).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로는 기존
연구의 경우 디자인 인증과 디자인상을 위해 디자인 우수 기업, 디자인
전문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 반해, 본 연구는 디자인을 활용하는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데이터를 사용했기 때문으로 여겨진
다. 그러나 이현규(2015) 연구에서는 300여 개 디자인 지원사업 참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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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의 경우, 디자인 성과의 발생에도 낮은 상품화 비율 그리고 낮은
경영성과 기여도를 보였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연구는 실태조사와 개선
을 위한 문제점 파악을 위한 연구보고서로 중소기업의 디자인에 대한 자
원 투자 및 디자인성과 창출이 쉽지 않다고 언급하고 있다.
비록 디자인 인증과 디자인상이 기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났으
나 디자인특허는 대기업과 소기업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내
용을 정리하면, 대기업은 자체적인 하이테크 및 선행 기술 개발을 통해
지적 재산을 공격적으로 하는 사례가 많다. 중견기업이나 중기업은 소기
업 대비, 규모가 크기 때문에 특허를 통한 수익을 과거에 창출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만한 여력은 대기업과 비교
하여 없기 때문에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소기업의 경
우 특허 획득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적은 수의 특허라도 획득 시에 기업
의 수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의하게 결과가 나타난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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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디자이너의 참여수준과 범위의 조절효과
제품 개발단계에 외부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성공적인 제품개발에 도움
을 준다는 연구는 오랜 기간 있어 왔다. 제품개발을 위한 부서를 구성하
는 주요 구성원(이해관계자)은 제조 엔지니어, 설계 엔지니어, 구매전문
가, 전자전기 설계자, 기계 설계자, 산업디자이너, 마케팅 전문가로 이루
어진다(Ulrich, 2003). 그 가운데 고객 또는 공급자가 제품 개발 단계상
에서 여러 단계에 관여 할수록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함이 증명
되었고, 제품개발 각 단계별로 참여 이해관계자의 기여 활동이 상이하다
고 나타났다(Brockhoff & Klaus,2003). 제품개발 단계별로 참여가 반드
시 필요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며, 각 단계별로 참여 비중이 다르다는
연구도 존재한다(Vink et al., 2008). 즉 제품개발에서 어떤 단계에 어떤
담당자가 참여하는 것이 가장 성과에 긍정적으로 미치는지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들어 제품개발 단계에서 디자이너의 참여가
중욯나 요인이며, 많은 기업 사례 조사결과 신제품개발 단계에 디자이너
가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Maciver, 2010).
공급기업과 소비자의 제품개발 참여 관련 연구는 실제 제품개발 프로
젝트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한 연구가 많은데 비해 ’산업디
자인과 디자이너의 참여‘에 관한 분석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는 데
이터 수집의 어려움 때문일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다양한 제품 생산
을 위한 공장 및 기기를 마련하는 고정비용 지출보다는 디자인이라는 무
형의 요소를 활용하여 동일한 기능의 제품의 외형을 개선하여 고객의 니
즈를 만족 시키는 것이 보다 효율적임을 인지하기에 중견기업 규모 이상
의 제조기업은 모두 내부 디자인팀을 보유하고 있다. 디자이너 개인의
성향과 디자인 팀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Kichuk & Wiesner,
1997). 디자인 프로세스는 그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숙련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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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디자이너, 숙련된 개인 디자이너, 작은 규모의 디자인 부서, 하이테크
기술의 대기업이 운영하는 디자인 전문 기관에 따라 제품 디자인 결과물
에 차이가 있다( Aken, 2005).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디자인경쟁력은 아
직도 선진업체의 70~80%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전체 중소기업의 87.5%
에 해당하는 기업이 디 자인 활용도가 전혀 없을 정도로 중소기업의 디
자인경영 환경은 매우 취약하다 (Lee, 2011).
Roy et al.(1986)의 연구는 사내 디자이너를 보유한 기업은 그렇지 않
은 기업들보다 성장과 자본에 있어서 더 좋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
다. 중소기업과 같은 어려운 경영 여건에서도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하
고, 제품개발에 있어 디자인의 역량을 확장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추세이
다(유정헌 외, 2018). 비록 당장 수익창출에 디자인이 필수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가올 기회나 새로운 기회발굴 차원에서 디자인 인력을 내부
적으로 양성하는 하는 것은 중소기업에게 경쟁력 강화와 경쟁우위 선점
에 분명한 도움을 줄 수있을 것이라 믿는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업 규모에 따라 제품개발 프로세스 상에서 디
자이너 참여나 디자인 자원 투입에 참고할만한 제언을 다음<표 7-39>
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디자이너 참여 권장 단계 및 대상
대기업

디자인 전 단계(상품기획, 제품사양결정)

/중견기업

디자인 단계(컨셉디자인, 프로토타이핑)

디자이너 참여
범위 확대 여부
권장

디자인 전 단계(*전문디자인기업 아웃소싱)
중기업

디자인 단계(컨셉디자인, 프로토타이핑)

-

디자인 후 단계(설계, 생산, 품질관리)
소기업

디자인 단계(컨셉디자인, 프로토타이핑)
디자인 후 단계(설계, 생산, 품질관리)

<표 7-41> 기업규모 별 디자이너 투입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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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이너가 제품개발 프로세스에서 적합한 단계에 참여하므로서 디자
인투자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자
인 단계(컨셉 디자인, 프로토타이핑)에 주도적으로 제품을 이해하고 개발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보유하는 것이 모든 기업 규모에 동일하게 나타
나는 것을 검증했다.
그러나 제품 프로세스 상에서 디자인 이전단계에 디자이너가 참여하
는 수준에 대해서는 기업규모나 디자인 주체(아웃소싱, 인하우스)의 영향
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조절효과에 지장 받지 않고 디자인 전
단계가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것은 대기업의 경우에 해당 되었고 특
히 인하우스 디자인인 경우 더 강한 양의 조절효과를 갖는다. 소기업의
경우는 오히려 이른 단계에 디자이너를 투입하는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나타났다. 중기업이 디자인 전문기업을 통한 아웃소싱
디자인을 할 경우는 디자인 전 단계에 디자이너가 참여하는 것이 강하게
양의 조절효과를 가지며다(0.131**), 아웃소싱의 경우는 전체표본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도 디자이너가 전 단계에 참여하는 것이 양의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결과가 검증되었다. 그러나 인하우스 디자인에 대해서는 소
기업과 중기업 모두 디자인 전 단계에 디자이너가 참여하는 것이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기업과 중기업이 인하우스 디자인을 시행할 경우, 디자인단계와 디
자인 후 단계에 디자이너를 투입하는 것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에 비
해 디자인 전 단계에 디자이너를 투입하는 것은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대기업은 인하우스 디자인 진행 시 디자이너
를 디자인단계에 투입하는 것이 양의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업의 규모에 따라 디자이너가 참여하는 단계가 각기 다른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또한, 중기업의 경우 디자인 전문기업을 활용한 디자인 전
단계 참여는 강한 양의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소
기업과 대기업 표본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기업 규모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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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갖는 것을 확인했다.
여러 단계의 대기업이 인하우스 디자인을 하는 경우는 디자이너가 여
러 단계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강하게 양의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
타났다(P<0.01). 그에 비해 중기업과 소기업의 경우, 인하우스 디자인과
아웃소싱 디자인 모두에서 유의하지 않거나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자이너 참여와 관련한 결과는 파트 1의 디자인 주체에 관한 분석결
과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인하우스 디자인을 하는 경우는 주로
대기업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인하우스 디
자인 관련하여 유의미한 결과가 많지 않았으며, 오히려 아웃소싱 디자인
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다. 이에 다음 단락에서 그 결과를 볼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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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정부의 지원이 미치는 조절효과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디자인 관련 소프트웨어 구입, 시설 도입 등
에 대한 디자인 투자 지원을 진행할 경우 성과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디자인 조직에 대해서도 디자이너 채용, 디자인 부서 설립을 위
한 전문가 컨설팅 등 디자인 조직 개편을 위한 정부 지원도 효과가 있을
듯하다. 마지막으로 제품디자인을 대행할 아웃소싱 업체와 관련된 지원
사업의 경우는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 정부지원사업 개선 등에 참고 가능한 결과일 것
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표본의 소기업은 10인 미만의 기업이 많은 수를
차지(한국 디자인 진흥원, 2017).하고 있어서 기업의 시스템이 구축되기
이전이거나 대기업의 2차 공급자를 구매자로 둔 3차, 4차 공급자이다. 분
석결과 소기업은 디자인 투자와 관련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을 시 긍정적
인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기업은 기업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개발이나 새로운 사업기회 모색의 가능성이 크다. 직접적인
디자이너 고용이나 제품디자인 개발을 위한 아웃소싱 지원도 도움이 되
겠지만, 기업에 자율성을 존중하는 디자인 투자에 대한 비용적인 디자인
지원사업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디자인 조직이나 디자인 컨
설팅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해서도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나, 소기업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사업
에 대해 수용성이 좋다고 판단된다. 소기업은 프리랜서 디자이너를 통한
디자인 지원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중기업은 소기업 대비 정부 지원에 대한 조절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디자인
지원사업에 ‘중기업’의 경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 지원 사업에 큰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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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디
자인 투자, 디자인 조직에 대한 지원사업은 중기업 대상으로 유의한 조
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하게 디자인 전문회사의 아웃소싱
의 경우 정부 지원에 대한 조절 효과가 있었다. 즉 중기업은 기업은 대
기업의 제품을 위한 OEM 위주의 운영전략을 고수하며 2차 공급자일 것
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중기업은 자체적으로 수익 창출 시스템이 소기
업에 비해 갖추어진 상태로, 새로운 디자인과 제품개발보다는 구매자인
대기업의 수요에 맞추기 위한 제품개발에 몰두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내
부적으로 생산과 기술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기업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새로운 디자인 설비를 도입하는 디자인 관련 지원사업
은 중기업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소기업

중기업

디자인 투자

디자인 설비 구입 지원

-

디자인 조직

디자인인력 양성

-

디자인 외주

프리랜서 디자인 외주

디자인 전문기업 외주

디자인설계 1인1사 지원사업

협업체진단 및 구축 지원사업

권장 디자인

디자인기업역량 강화

수출역량 강화사업

지원사업

디자인전문 기술 개발

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사업

디자인기반 구축

국제 지재권 분쟁

<표 7-42> 중기업과 소기업을 위한 디자인 지원사업 예시

이러한 분석 결과을 바탕으로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부지원
사업을 기업 규모에 맞춰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하여 권장 가능한 지
원사업을 구분하여 다음 <표 37>과 같이 정리하였다. 디자인산업 활성
화를 위해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반
업체는 물론 전체 디자인산업의 성장을 중기업이 주도하는 구조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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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성열용 등, 2013).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 결과
현행 디자인지원사업은 중기업에 적합한 정책보다는 소기업에 적합한 지
원사업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중기업을 대
상으로 하는 디자인 조정된 방향의 지원사업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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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결 론
제 1 절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의 의의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학문적 시사점에 있어서
는 산업디자인통계조사라는 산업디자인 관련하여 국내의 유일한 통계 데
이터를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했다는 점에 있다. 실무적 시사점은 디자인
을 활용하는 기업들에 있어, 기업 규모에 따라 디자인 도입 전략을 수립
함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한다. 정책적 시사점은 최근
정부에서 활발히 진행 중인 디자인 지원사업 관련하여 정책 관계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학문적 시사점에 있다. 먼저 ‘산업디자인’에 대해 정량적 통계데
이터를 활용한 연구라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이를 가진다. 기존 산업
디자인에 관한 문헌들은 ‘디자인’이 추상적인 요인으로 계량화하기 어렵
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실무진들의 의견을 설문조사로 수집하여 분
석해 왔다(Chiva and Alegre, 2009;, Swink, 2014). 그렇기에 응답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고, 설문 응답이 리커트(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왔
기에 수집되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분석 방법 역시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정부차원에서 실시한 통계조사결과를 활용하여, 기업
들이 실제 자신들의 디자인 투자액, 디자인 개발 거래처, 디자인인증 및
특허를 받은 횟수, 조직의 유형‘을 객관적으로 응답한 데이터를 활용한
다. 기존 연구에서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연구가
대부분인데 비해(Hertenstien 2005;, Gemser & Leenders, 2001), 본 연구
는 실제 수리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성과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본다는 점에 차별점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일반기업이며, 표본의 90%가 중소기업으로 한
디자인 연구라는 점에 두 번째 학술적 기여점을 갖는다. 대부분의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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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그렇듯 데이터 수집의 용이성 때문에 대기업이나 공시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다. 디자인에 관련된 연구는 더욱더 디자인 우수
기업(Hertenstein,et al., 2005, Chiva and Swink, 2004)이나 디자인 역량
이 중요한 산업에 대한 연구가 많다(Gemser and Leenders, 2001, Ahire
and Dreyfus, 2000). 기존 연구의 방향이 ’디자인‘ 역량이 재무적 성과를
도출해내는지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앞으로 ’디자인에
관한 연구‘의 방향으로 ’디자인역량이 부족한 기업‘이 디자인경쟁력을 획
득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 기업이 아닌 일반기업 가운데 디자인을 활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평소 디자인관련 정보 수집이 쉽지 않은 직원 수 10명
미민의 소기업을 포함하여 디자인 역량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산업디자인통계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기업의 재무적 성과
를 검토한 최초의 실증연구라는 점에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2019년 하반기에 연구자 본인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직접 요청하여 공개
된 자료이다. 해당 데이터를 사용한 통계조사 개선을 위한 정부연구과제
에 사용된 경우는 있으나(김순희, 2013; 연명흠, 2015; 윤보라 등, 2010;
통계청 2014) , 본 연구와 같이 개인의 연구에 사용된 것은 처음이다. 이
에 ’산업디자인통계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경영학적 관점에서 분석을
한 첫 번째 연구라는 점에서 또하나의 학술적 의의를 갖는다.
둘째, 실무적 시사점으로 산업디자인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에 있
어 기업의 규모, 생산 재화의 유형 등에 따라 강화해야 하는 디자인역량
에 대해 조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규모, 최종재화의 유
형, 디자이너의 참여 수준, 정부의 지원 등 다양한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에, 디자인역량 강화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에게 자신의 기업에 적합
한 디자인역량 강화 관련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의미한 제언이 가능할 것
이다. 기업의 규모가 작은 경우 지나치게 디자인 조직을 강화하거나, 디
자인 투자액을 늘릴 경우 오히려 기업성과에 음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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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이 존재하므로 적절한 인력을 적절한 단계에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
다(Perk et al., 2005, Bassant and Francis, 1997).
중소기업은 독창적인 디자인의 개발보다는 대기업 제품에 대한 모방이
쉽게 이루어지고, 디자인 가치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이다(한국디자인진
흥원, 2017). 중소기업의 디자인에 대한 낮은 니즈는 자연스럽게 디자이
너의 낮은 고용으로 이루어지고(최양현, 2017), 디자이너의 고용불안은
낮은 수준의 디자인이나 디자인 카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발생
한다. 영국, 미국, 유럽에 비해 우리나라는 디자인을 산업재산으로 아직
은 여기지 않는 듯 보인다. 제조업에서 디자이너는 대체 불가한 중요한
자원이며(Meciver and Odrill, 2010, Aken, 2005),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듯 보인다(이진열, 2013). 디자이너가 제품
개발 단계에 참여하게 되면, 개발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결과적으로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Adler, 1999; Ulrich, 2003). 여러 대
기업을 분석한 연구들은 디자인의 가치가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해왔으며(Hertenstein et al. 2005; Chiva and
Alegre, 2008), 한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디자인 도입의 필요성에 대
해 여러 보고서 역시 꾸준히 발간되고 있다(성열용 등, 2013, ; 한국디자
인진흥원, 2017; 산업통상자원부, 2013). 본 연구는 디자이너의 고용의 필
요성을 강조하고자 ’제품 개발단계에서 디자이너가 언제 투입되어야 하
는지‘, 기업을 어느 규모에서 디자이너 고용을 검토해야 할지’ 에 대해
논하고자 진행된 연구이다. 7장의 결과 해석 내용은 디자이너의 고용, 디
자인 도입에 관심을 가지는 중소기업 제품개발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셋째, 정책적 제언으로 디자인 지원사업을 기획함에 세부적인 투자 대
상과 방향을 고민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자 했다. 정부는 대기업에 비
해 경쟁력과 차별점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상의 지원정책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디자인 지원사업은 그 중 하나에 해당된다(송성일 등,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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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uce et al., 1995). 실제로 2006년 이후 꾸준히 매년 디자인 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며 그 종류도 다양하다(안준환 등, 2013; 성열용, 2013). 그
러나 이러한 디자인 지원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의심을 하거나,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중소기업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디자인 지원사업에 맹목적
으로 참여할 경우 경영성과에 오히려 음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의 목소리도 존재한다(이현규, 2105; 최희선 등 2012; 문은정 등, 2014).
본 연구는 여러 디자인 역량 요인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기업의
규모 별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기업과 받지 않은 기업 간의 차이가 발
생하는지 여부와 그 원인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현재 디자인 정부 지
원사업 방향의 개선점을 언급하고 중기업과 소기업에 각 적합한 지원사
업을 정리했다. 본 연구 결과가 정부의 ‘산업디자인’ 관련 지원사업 정책
개발 또는 개선하는데 본 연구의 결과가 작게나마 기여 할 수 있기를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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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
본 연구는 전통적인 생산관리 연구 주제가 아니기에 여러 한계점을 가
지고 있으나 주요 한계점에 대해 논하고,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첫 번째 한계점으로는 산업디자인 관련 기존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
지 않아 기존 연구와의 개선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
다. 산업디자인 역량에 대해서 경영학에서 ‘디자인 경영’에 비해 활발히
연구하는 변수가 아니기에 선행 연구 조사 시, 기술혁신, 제품개발, 품질
관리와 같이 직접적인 연관성보다는 간접적인 관계를 확인하여 유사한
특성을 가닌 산업디자인 역량 변수들의 관계를 추론하여 연구가 진행되
었다. 이에 가설을 설정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는데 정확한 이유를 해석
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이 있었다.
두 번째로 타 기관에서 조사한 기존 데이터를 사용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산업디자인 통계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기에
통계조사에서 제공하는 한정적인 변수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다는 한
계를 가진다. 기존 데이터를 활용했기에 도출된 연구결과에 대해 해석에
있어서 그 원인을 설명하기 어려움이 있으며, 타 문헌과 기사를 바탕으
로 한 부가적인 추론이 필요했다. 기존 산업디자인 관련 실증적인 분석
은 연구자 개인의 자료 수집을 통해 이루어진 연구가 대부분으로 연구자
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정부부처에서 객관
적인 통계조사를 위해 수집한 데이터를 사용했다는 점, 또한 해당 데이
터를 사용한 최초의 경영학적 실증분석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연구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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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데이터 표본이 소기업과 중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디자인 주체 관련 분석에서 인하우스 디자인은 대기업에 유의하게 나타
나고 아웃소싱 디자인은 중견기업 이하 규모의 기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소기업의 경우 프리랜서 아웃소싱이
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 분석에 대해 표본의 크
기가 작은 이유로 분석결과의 유의성이 약하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 그
리고 아웃소싱 유형 관련 조절 효과 분석에 있어 프리랜서 아웃소싱의
비중이 디자인 전문기업 아웃소싱에 비해 표본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는 점에서 아웃소싱 유형에 따른 조절효과에 있어 세밀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 한계점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샘플과 중소기업 샘플의 비율을 비슷하게 맞춰서 결과에 차이가 발생하
는지 연구를 이어가고자 한다.
네 번째는 디자인성과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세부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디자인성과(디자인상, 디자인 인증, 디
자인 특허)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디자인상과
디자인 인증은 그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한 데
이터가 표본 기업들의 누적 수상(획득) 수만을 조사한 관계로 추가 분석
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기회가 된다면 가까운 미래에 디자인상
과 인증이 보다 많이 보편화 된 이후 수상 기록과 이력이 누적된 시점에
디자인 활용기업이 아닌 디자인 전문기업을 대상으로 다시 연구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다섯 번째로 이번 연구에서는 디자인 투자비 관련 연구에서 디자인 투
자액 총액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만 분석했다. 어디에 얼마
만큼 투자되었는지 디자인 투자 세부항목별로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후속연구로 진행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디자인’의 역량 분석에 있어 정량적인 방법과 계량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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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였지만, 인터뷰나 설문조사 등의 정성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못
했다는 점이다.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 객관성을 획득할 수 있으나 기존
연구에서 정성적인 연구를 할 수 밖에 었었던 디자인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성적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후속
연구에서는 인터뷰, 표적집단면접 등의 정성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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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mpirical Study
on the Industrial Design Capability
and Management Performance
in Product Development Stage

Ji Yoon Son
Operations Management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Despite the active use of the keyword "design" in academia and
industry, the value measurement of design still seems to be an unknown
area. Although some empirical studies exist, they only cover designs with
such

broad-minded

concepts

as

"design

capabilities"

and

"design

management." There are three main reasons why research on 'Design' is
difficult. First, industrial design is an intangible asset based on the
individual talent of a designer, so it is difficult to quantify and analyze.
Second, it is not easy to define clearly the subject of the study because the
concept and definition vary depending on the scope of the 'design' that you
want to measure. Third, many scholars have a preconceived notion that
'design' is the research subject for 'marketing ma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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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conducted as follows: First, we will examine the
definitions of variously used designs and organize the definitions and areas
of ‘industrial design’ among them. Second, seek the necessity of industrial
design research in production management major, and examine possible
research direction. The subject of the study is the "industrial design phase,"
which is part of the product development process. Industrial Design as an
independent area that is distinct from 'Engineering Design' and 'Production'
within product development. Third, we define four design capabilities that
can measure industrial design quantitatively and analyze the impact of those
capabilities on management performance. Fourth, the adjustment effect of
third-party factors that can directly/indirectly affect the effect of industrial
design on corporate performance is verified. For example, the extent to
which designers participate in the product development phase, and when
supported by the government in the design sector, additional factors such as
the size of the company, the type of company, and the type of final goods
it produces are put into the adjustment variables to examine the indirect
impact

of

an

entity’s

design

capabilities

on

its

performance.

Using

hierarchical regression as a research method, the data were selected and
analyzed quantitatively from the data collected in the ‘Industrial Design
Statistics Survey’ conducted annually by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The entire study consists of three sections based on the control effect.
The first part analyzes the direct effects of design capabilities on corporate
financial performance, the indirect effects of the final goods type and the
enterprise type. Research shows that an increase in design investment, the
first design capability, has a positive impact on an entity’s performance
regardless of the final good or type of entity. Second, for design
organizations, it has been shown that increasing design expertise may have a
negative impact on corporate performance. Third, in relation to design
sources, companies with high capital stability have an effective in-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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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while those with small scale and insufficient design capability are
effective in outsourcing polygons. Depending on the type of outsourcing,
SMEs

showed

a

positive

impact

on

design

professionals

and

small

businesses when they were freelance designs. Fourth, it has been shown that
the acquisition of design performance (design certification, design) can have
negative effects depending on the type of company. However, design patents
have a positive impact on corporate performance, the report showed.
The second part deals with the effects of controlling the level of
participation of designers in the product development phase. The product
development phase was simplified and analyzed in three stages: pre-design,
design, and post-design, and repeated analysis was conducted on a different
set of data as large/medium and small businesses to see the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size of the enterprise. Large and mid-sized companies
have shown that the participation of designers in the "pre-design phase" has
a positive effect, and it has also been effectively revealed that they
participate in many stages. It has been shown that medium-sized companies
are positive that "design-stage" designers participate, and that "pre-design"
steps have a positive impact if they are outsourcing by design-specialized
companies. Finally, small businesses have found that the input of designers
into the design phase and the "after design" phase is effective.
The third part looks at the effect of government support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were divided
into medium-sized enterprises and small-sized enterprises to analyze whether
they had a significant impact on support projects related to 'design
investment, design organization and design entity'. The result showed that
small businesses had a positive adjustment of government support for all
types of independent variables. In other words, small businesses improve
their corporate performance when they receive government assistance in all
areas, including cost support, designer employment support, and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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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s. In comparison, SMEs only had a positive impact on outsourced
design for product development, and the remaining independent variables
were not significant.
With the conclusion of the research, the research team organized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search, hoping
that

it

would

be

helpful

to

working-level

employee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policy developers concerned with design
support projects. And there are also some limitations to research done
through many concerns. First, there were not many prior studies related to
"industrial design" in the product development stage, so we conducted the
setting of variables and hypotheses through inference by referring to similar
studies in other fields. It is a language that will continue to track design
activities and conduct follow-up research through steady data collection.
Second, the study was focused on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This
is the limitation of a sample of data concentrated on small businesses.
Future studies will require research to be carried out in line with the sample
rates between companies. Finally, they used secondary data, not data
collected by researcher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qualitative
design, subsequent studies also require consideration of the qualitative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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