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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디자인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VSVS
2000년 플로리다2000년, 플로리다

이미지 출처 : google.com



디자인 때문에…디자인 때문에

VSVS

이미지 출처 : google.com



디자인 때문에…디자인 때문에

팻 뷰캐넌의 전국 득표

플로리다주만…

이미지 출처 : google.com



출처 : http://www.aiga.org/resources/content/4/2/8/3/documents/EAC_Effective_Election_Design.pdf



우리나라는?

경과
- 1999년 전국 번호판 제도 도입 추진1999년 전국 번호판 제도 도입 추진
- 03년 12월 발표, 디자인에 대한 비판 여론, 

04년 1월, 2월, 6월… 
06년 11월 등 계속적 수정안 발표

결과
- 예산과 행정력 낭비라는 비난

국회 정부 10대 예산낭비사례로 지적- 국회, 정부 10대 예산낭비사례로 지적
- 현재 5종의 번호판 사용 중

원인원인

- 국민의 디자인 인식 수준 향상
- 디자인문제를 디자인문제로

인식 못한 정부
- 건교부, 경찰청, 지경부… 

부처간 협의 부족부처간 협의 부족



법규를 준수하는 영국인
시내버스 후면
감시카메라 설치로
버스전용차선버스전용차선
주행 차량 적발/
도로 설치 감시카메라 20,000개

신호등을 첫 정지선 측면에 위치시켜,
정지선을 넘으면 신호를 볼 수 없도록 함으로써

운전자의 준법행동 유도운전자의 준법행동 유도



우리나라는?

배려하는 것인가,
규칙위반을 유도하는 것인가

정지선을 지키지 않아도 신호등을 보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

사진 출처 : 다음 로드뷰, 종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



출처 : http://www.opower.com/



‘디자인은 행동의 변화를 이끈다’

‘디자인 사고design thinking’나 ‘사회적 혁신social innovation’,

서비스 디자인 i d i ’ 등의 용어의 부상이 일관되게 의미하는 것은서비스 디자인service design  등의 용어의 부상이 일관되게 의미하는 것은, 

디자이너들이 단순히 제품의 형태를 결정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힘을 쏟게 되었다는 점이다소비자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힘을 쏟게 되었다는 점이다.

‘The Design Comedy: In Defence of Irony’

core77 게재 글 중, 2010.6.3.  Tim Parsons



‘정부는 더 영리해져야 한다‘정부는 더 영리해져야 한다.

디자인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배 경배 경



세계는 이미세계는 이미
서비스산업 중심이다

T f ti B i Di i li

* 출처 : Seizing the White Space: Innovative Service Concepts in the United States, 2007, Peer Insight

Transformative Business Disciplines



세계는 이미세계는 이미
서비스산업 중심이다

- 세계 산업구조가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 중
선진국일수록 서비스산업 비중 높음

* OECD국가 경제 중 서비스산업 비중 60%이상, 미국은 2006년말 기준 GDP중 82%

* 유럽 중소기업의 89%가 서비스 사업 영위

- 국내 또한 선진국형 서비스경제화에 따라 서비스시장 확대, 
제조기업의 서비스기업화 급속도 이행

* GDP에서 60.7%(패러다임 변화와 지식서비스
산업발전, 2010,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우리나라는?우리나라는?

출처 : 패러다임 변화와 지식서비스산업발전, (2010),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조기업들도제 기업들
서비스기업화 되어 간다
제조> 제품서비스 융합> 서비스

-'가치이동의 개념'*에 따라 제조기업들이 수익성이 높은
영역을 따라 서비스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음

* 가치이동의 개념 :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익성 있는 영역을 새롭게 발견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개념나아가야 한다는 개념

* 2004년 미국 제조업체 매출 중 서비스매출 비중은 22%

제조업에서 경쟁으로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폭이 점차-제조업에서 경쟁으로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폭이 점차
좁아지고 있어 기업들의 서비스화는 더욱 가속화 될 전망



제조기업들도제 기업들
서비스기업화 되어 간다

IBM: PC부분 매각 , 컨설팅 부분 매입

GE : 사업 포트폴리오를 서비스 중심으로 재구성GE : 사업 포트폴리오를 서비스 중심으로 재구성

금융, 헬스케어, NBC유니버설

SONY : 서비스 매출비중 28%(2008) 게임, 영화, 금융

Apple : 제품(iPod, iPhone)과 서비스(iTunes) 통합 생태계 구축

Vinci : 매출 14%에 해당하는 공항, 도로, 주차장 운영서비스 사업이

영업이익 58%를 차지



서비스의 특징

intangibility     heterogeneity     inseparability     perishability
무 형 성 이 질 성 비분리성 소 멸 성무 형 성 이 질 성 비분리성 소 멸 성

‘가시화’
문제가 중요

‘표준화’
문제가 중요

‘고객접점’
관리가 중요

‘경험’
가치가 중요문제가 중요 문제가 중요 관리가 중요 가치가 중요

‘무형의 서비스를 시각화, 실제화시키고 표준화하여
고객에게 일관된 경험을 제공할 방법 연구 필요’

* 참고 : 서비스경영, 법문사, 2002



1 세계 경제가 서비스산업 중심1. 세계 경제가 서비스산업 중심
으로 바뀌었다으로 바뀌었다

2. 서비스는 경험해보지 않으면2. 서비스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가치를 느낄 수 없는 ‘경험재’

이러한 배경에서
‘경험디자인’ ‘서비스디자인’이‘경험디자인’, ‘서비스디자인’이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는 중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는 중



서비스디자인이란?

‘서비스디자인’은 제품/서비스의서비스디자인 은 제품/서비스의
유 무형적 요소를 통합적으로 가유, 무형적 요소를 통합적으로 가
시화하고 혁신적 해결책을 도출,
고객이 제품/서비스를 더 높은
가치로 느낄 수 있게 하는 실용적가치로 느낄 수 있게 하는 실용적
개발 방법론이다개발 방법론이다.



해외 동향해외 동향



해외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10.3.10.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서비스디자인 특집 기사를 통해
서비 디자인의 중 성 및서비스디자인의 중요성 및
다양한 사업별 사례를 소개

출처 : 영국 일간지 가디언. 서비스디자인 특별 기사, 제품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2010. 3. 10

다양한 사업별 사례를 소개

http://www.guardian.co,uk/ service-design



해외 홍콩디자인센터 주최 국제컨퍼런스
‘디자인을 통한 재창조 (Reinventing디자인을 통한 재창조 (Reinventing 
with Design :ReD)’
서비스디자인 관련 프로그램 운영 중서비 디자인 관련 램 운영 중

출처 : 홍콩디자인센터 http://www.hkdesigncentre.org/red



해외사례 공공 > 사회문제해결 종합

디자인을 통한 사회디자인을 통한 사회
문제 해결 프로젝트
’04~07년까지 영 디자인카운슬 추진
* 07이후 Dott07로 영국전역에 확대
예산 규모 1 400만 파운드예산 규모 1,400만 파운드
질병예방 및 관리, 에너지절감, 학습능률
향상, 교통문제, 시민참여의식 향상, 
노령화 등 각 분야에서 디자인역할에노령화 등 각 분야에서 디자인역할에
대해 실험

> RED팀 리더 Hilary Cottam,> 팀 리더 a y Cotta ,
2005년 올해의 영국디자이너 선정
(런던디자인뮤지엄)

> 당시 프로젝트를 진행한 실무자들은> 당시 프로젝트를 진행한 실무자들은
서비스디자인기업 Participle* 창립

Participle :  http://www.participle.net



해외사례 공공 > 사회문제

Dott07
Designs of the time(이 시대의 디자인들)

Dott07
영국 디자인카운슬 주관영국 디자인카운슬 주관
엔진, 리브워크 등 수행

디자인 주도 공공서비스 혁신디자인 주도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교통, 에너지, 교육, 건강, 식량을 주
제 젝 행사 전시회 등 다양제로 프로젝트, 행사, 전시회 등 다양
한 유형으로 진행됨
이 프로젝트를 시초로 10년간 영국이 프로젝트를 시초로 10년간 영국
전역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추진 중

프로젝트 결과물 중, 과 중,
에너지 절약 지침서, 가정의 에너지 사용량을 나타내는 TV UI디자인 등

*그림 출처 : http://www.dott07.com/go/energy/low-carb-lane/lo-carb-lane



해외사례 공공 > 고용창출사업

고용창출정책용창출정책
의사결정의사결정
실직수당수급자 대상, 건강 및 사회적 장
애 극복지원 정책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
’06 7년 Liveㅣwork 수행06~7년 Liveㅣwork 수행
Client : 영국 썬덜랜드 시의회

실업자와의 워크숍, 실직자의실업자와의 워 숍, 실직자의
구직여정맵 작성 등으로
사업의 성과 혁신

> 장기실업자 취업시 사회적 비용
1인당 6만2천파운드를

5천파운드로 효율화

> 1천명 이상 지원, 276명 구직 유도





국내 동향국내 동향



국내동향
- 2007 서비스사이언스전국포럼 창설, 서비스디자인위원회 운영 중

2008 서비스디자인 개념 소개(서비스디자인시대 2008 안그라픽스)- 2008 서비스디자인 개념 소개(서비스디자인시대, 2008, 안그라픽스)

- 2008 서비스사이언스학회 설립. 학술대회 개최 등 활발히 활동 중

- 2008 지식경제부내 지식서비스과 신설지식경제부내 지식서비 과 신설

- 2008 동서대학교 서비스이노베이션디자인센터 설립

- 2008 서비스선진화전략, 서비스산업 육성 관련 정부시책에 따른 서비스R&D 연구

- 2009. 3. 서비스R&D 활성화 방안 발표(지식경제부 등)

- 2009. 11, 서비스R&D국제컨퍼런스 개최(NIPA), 빌모그리지 방한

- 2009 12 테크플러스포럼개최(KIAT) 빌홀린스 크리스던스(리브워크CEO)방한- 2009. 12, 테크플러스포럼개최(KIAT), 빌홀린스, 크리스던스(리브워크CEO)방한

- 2009 동서대학교 서비스디자인 석사과정 개설

- 2010 국민대학교 대학원 서비스디자인 석사 개설 추진 중

- 2010. 4. 디자인기술개발사업 중 서비스디자인 과제 연구수행 중(디자인지식산업포럼)

- 2010. 6. 서비스디자인워크숍 개최(서비스사이언스전국포럼)

- 2010. 6. 사회서비스디자인개발사업 공고(서울시정개발연구원)



국내동향



시사점
- 세계적으로 서비스혁신을 위한 실용적 기술로 ‘서비스디자인’이 주목 받고

있으며 디자인기업이 주도하는 민간, 공공분야 서비스혁신의 성공사례가 속
출하고 있음

- 국내의 경우 학회, 세미나 등 상당 수준의 움직임이 있으나
디자인분야 주도의 움직임이 아니며 주로 경영, 마케팅, 산업공학 중심의 서
비스R&D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비스R&D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 현재 국내 서비스디자인 기술이 적용된 개발 사례는 거의 발견되지 않음
* 서비스디자인사례로 알려진 KTF Show 현대카드 등은 디자인 중심 경영혁신 사례이나 서비스디자인사례로 알려진 KTF Show, 현대카드 등은 디자인 중심 경영혁신 사례이나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을 활용한 프로젝트라고 볼 수 없음

- 디자인산업에의 공급자 및 수요자 모두 서비스디자인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디자인산업에의 공급자 및 수요자 모두 서비스디자인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으며 시장경쟁에 따른 자연적 인식 확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시급히 국내 서비스디자인 인식을 높이고 역량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시급히 국내 서비스디자인 인식을 높이고, 역량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



유사 개념과유사 개념과
서비스디자인의 개념서비스디자인의 개념



고객 관계 관점과 경쟁조건 변화에 따른
마케팅 패러다임 변화

서비스디자인에 대한 오해

마케팅 패러다임 변화



고객 관계 관점과 경쟁조건 변화에 따른
마케팅 패러다임 변화



"service engineering"service engineering



“ i k i ”“service marketing”



“ i i ”“service science”



“ i d i ”“service design”
‘서비스디자인’
키워드 검색 양상키워드 검색 양상
오래 전부터, 
전세계 고른 분포전세계 고른 분포



개념 경쟁의 선두는?
80

40

60

20

40

service service service service
engineering marketing science design

출처 : 구글 검색통계, 2010. 8



어떻게 변화를 만들 것인가?어떻게 변화를 만들 것인가?



‘서비스디자인 시대가 온다’

인식형성인식형성

전문인력 양성전문인력 양성

전문가네트워크 확보가네 워

산업 육성을 위한 로드맵 구축

서비스디자인 관련 기술 연구 개발



서비스R&D 방법론으로서
활성화

서비스R&D 방법론으로서
서비스디자인기술기반마련, 활성화

공공분야 민간분야공공분야
수요개발

민간분야
공급자육성시장

형성

신사업 발굴로
수요시장 개발

서비스공급자의
컨설팅역량강화

유도

수요시장 개발 컨설팅역량강화

기초연구 기반기술개발기초연구, 기반기술개발
서비스디자인 필요성, 효과에 대한

인식 형성과 확산

정책

필요

형성 인식 형성과 확산형성



기초연구
해외 현황 조사를 통해 국내 산업 확산을 위한
필 여건 려사항 시사점 출을 위해필요 여건, 고려사항, 시사점 도출을 위해

공급자조건 연구공급자조건 연구
- 일반디자인기업이 서비스디자인기업으로 이행하는 요인, 

과정 변화과정, 변화
- 이행의 결과(이행 이전과의 비교, 기업 및 시장 변화)
- 역량 형성의 방법(교육, 고용, 조직구성 등)
- 주요 기업의 전략, 방법론

수요자조건 연구수요자조건 연구
- 시장 형성의 신호(시장규모, 동향, 수요전망 등) 
- 세계적 서비스혁신사례 중 서비스디자인 적용 사례 조사세계적 서비 혁신사례 중 서비 디자인 적용 사례 사
- 서비스디자인 파이프라인 주변 여건(지원분야 등)



서비스디자인 기초연구 framework

전략 구조 경쟁
- 주요 기업의 전략, 방법론
- 세계적 서비스혁신사례 중 서전략, 구조, 경쟁 - 세계적 서비스혁신사례 중 서

비스디자인 적용 사례 조사
- 서비스사이언스 등 유사분야

연구 및 적용 현황 조사

공급조건 수요조건공급조건 수요조건

- 일반디자인기업이 서비스
디자인기업으로 이행하는

- 시장 형성의 신호
향후 수요시장 변화 전망

관련 및 지원분야

디자인기업으로 이행하는
요인, 과정, 변화

- 이행의 결과(이행 이전과
비교, 기업 및 시장 변화)

- 향후 수요시장 변화 전망

관련 및 지원분야,
- 역량 형성의 방법(교육, 

고용, 조직구성 등)
- 서비스디자인 파이프라인 여건

(지원분야 등)

* 출처 : ‘국가경쟁력’ 중 다이아몬드 모델, 1990, 마이클 포터

(지원분야 등)



인식확산
전문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서비스디자인
인식 확산 유인식 확산 유도

-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으로 민간주도형 정책 개발

서비스디자인 전문가간 네트워크 구축 유도 및 전문가와 디- 서비스디자인 전문가간 네트워크 구축 유도 및 전문가와 디
자인진흥원간 관계성 구축으로 정부 서비스육성 정책과 서
비스디자인이 연계될 수 있는 체계 마련비스디자인이 연계될 수 있는 체계 마련

- 서비스디자인 확산을 위한 로드맵 구축(공공, 민간분야),

- 공공, 민간 특성별 차별화된 산업육성의 절차 연구



공공분야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수요시장을 만들어가야 함

-상품의 경쟁력을 위한 디자인에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로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는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공공서

비스 혁신에 있어 실용적인 방법론으로서 서비스디자인의 입

지를 구축해 가야 함지를 구축해 가야 함

-디자인 적용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를 정해 시범사

업을 먼저 실시 정량적 성과 도출 후 전국적 규모로 확대하업을 먼저 실시, 정량적 성과 도출 후 전국적 규모로 확대하

고, 나아가 점차 유사 분야로 범위를 넓혀야 함

공공서비스 혁신 및 사회문제 해결의 주도적 역할을 맡기 위-공공서비스 혁신 및 사회문제 해결의 주도적 역할을 맡기 위

해서는 서비스디자인 역할에 대해 정량적으로 입증 가능한

효과적 사례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



민간분야
서비스공급자의 역량 강화를 통한

여건 마련공급 여건 마련

전문인력양성전문인력양성
- 수요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향후 서비스디자인 전

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정책 방향 신속 수립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정책 방향 신속 수립
- 특히 민간분야의 서비스디자인의 제공자인 디자인전문기업

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마련

대학
기존 학제와 산업 메인 분리된 영역을 넘어 융합적- 기존 학제와 산업 도메인으로 분리된 영역을 넘어 융합적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대학의 융합
형 교육사업 확대 실시형 교육사업 확대 실시



공공서비스 혁신의 중요성공공서비스 혁신의 중요성



주체

공공서비스

정부 민간민관파트너십정부 민간민관파트너십

중앙정부 지방정부
비영리 영리

중앙정부 지방정부
비영리
부문

영리
부문

* 출처 : 사회서비스의 이론적 쟁점, 계명대학교 윤영진, 2010





우리나라 공무원 수는 OECD 평균의 ¼에 불과우리나라 공무원 수는 OECD 평균의 ¼에 불과

공공으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도 ¼ 에 불과할부터 제 되 서비 수 ¼ 에 과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타당

* 출처 : 사회서비스 증가와 정부 규모 및 역할, 김태일



공공서비스의 특징
공공서비스는 공급자가 유일하다
> 시장 경쟁을 통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성과관리체계 등 혁신 동인이 없다
> 필요성 인식과 함께 정책적 드라이브가 필요하다> 필요성 인식과 함께 정책적 드라이브가 필요하다

사회의 기반이 되는 서비스이다사회의 기반이 되는 서비스이다
> 이를 토대로 하는 연관 서비스가 많다
> 개선시 가 전반의 파 과가 매우 다> 개선시 국가 전반의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연관되어있다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연관되어있다



공공서비스는 공급자가 유일하다

경과
- 1999년 전국 번호판 제도 도입 추진1999년 전국 번호판 제도 도입 추진
- 03년 12월 발표, 디자인에 대한 비판 여론, 

04년 1월, 2월, 6월… 
06년 11월 등 계속적 수정안 발표
현재 5종의 번호판 보급

결과
예산과 행정력 낭비라는 비난- 예산과 행정력 낭비라는 비난

- 국회, 정부 10대 예산낭비사례로 지적

원인원인
- 국민의 디자인 인식 수준 향상
- 디자인문제를 디자인문제로 인식 못한 정부
- 건교부, 경찰청, 지경부… 부처간 협의 부족



성과관리체계 등 혁신 동인이 없다

바뀌어도 그만,바뀌어 ,
안 바뀌어도 그만



성과관리체계 등 혁신 동인이 없다

민간서비스분야는민간서비스분야는
그나마 나은 형편

* 공사기간, 오픈시기, 변화되는 내용, 연락처 등
필요한 정보에 대해 표준화된 스타일로 제공



성과관리체계 등 혁신 동인이 없다

아직 디자인은아직 디자인은
‘스타일’ 가이드스타일  가이드
수준

출처 : 포항시 사인 스타일가이드 중에서 http://brand.ipohang.org/home/brand/applied/signage/brand_03_02_06/page.wscms



사회의 기반이 되는 서비스이다
울화통이 터지지만 이용해야만 하는
PC 운영체계 같은 것PC 운영체계 같은 것



사회의 기반이 되는 서비스이다
서울시 세금고지서 디자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서울시 기존 OCR 고지서의

디자인 개선 예디자인 개선 예

간결화 및 가독성 중심 디자인, 

항목 중요도에 따라 재구성항목 중요도에 따라 재구성, 

납세자 이해도 증진

다양한 종류의 고지서에 응용

될 수 있도록 컬러 시스템과

레이아웃 디자인

아메바디자인, 2008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다
자동차 정비 서비스 사업모델-이해관계자 Map

서비스는 점점 더 복잡서비스는 점점 더 복잡
한 이해관계자 구조로
이행하게 되는데,

정부는 위계가 강하고
분야별 분할된 구조로
서 복잡한 연관관계를
갖는 일을 처리하기 부
적절적절. 

출처 : 공공서비스 융합 서비스모델 개발 표준가이드, 2009, 베타리서치앤컨설팅



‘서비스’의 특징/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intangibility     heterogeneity     inseparability     perishability
무 형 성 이 질 성 비분리성 소 멸 성무 형 성 이 질 성 비분리성 소 멸 성

‘가시화’
문제가 중요

‘표준화’
문제가 중요

‘고객접점’
관리가 중요

‘경험’
가치가 중요문제가 중요 문제가 중요 관리가 중요 가치가 중요

‘무형의 서비스를 시각화, 실제화시키고 표준화하여
고객에게 일관된 경험을 제공할 방법론 필요’

* 참고 : 서비스경영, 법문사, 2002



공공서비스 혁신 과제(안)공공서비스 혁신 과제(안)



공공분야
과제도출 기준

대국민 인지도 단기간에 높은 인지도 향상 효과 유발 분야

과제 출 기준

수요시장 잠재력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으나, 활성화시 잠재력이 큰 분야

경제효과 파급성

시의성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큰 분야

정 시책과 합하 사회적 이 화 가 성이 야시의성

실행 용의성

정부시책과 부합하고 사회적 이슈화 가능성이 큰 분야

지식경제부내 우선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높은 분야

•출처 :디자인브랜드비전2020, 2010, 한국디자인진흥원 정책개발팀

실행 용의성 지식경제부내 우선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높은 분야

??



공공분야
연구주제(예시)

주제 구분

생명을 지키는 디자인 - 의료사고 감소(대규모 종합병원 대상)

연구주제(예시)

생명을 지키는 디자인 의료사고 감소(대규모 종합병원 대상)
- 의료서비스 개선(지역 보건소 등)
- 개인 맞춤 의료 서비스

행복한 학생을 만드는 디자인 - 교육 환경 개선행복한 학생을 만드는 디자인 교육 환경 개선
- 교수방법론
- 교육 효과를 높이는 디자인

안전한 동네를 만드는 디자인 - 범죄 예방 환경 가이드라인안전한 동네를 만드는 디자인 범죄 예방 환경 가이드라인
- 경찰의 진압효과를 높이는 디자인

멋진 노후를 만드는 디자인 - 노령화 대비 서비스디자인
- 은퇴 후 전문인력 활용은퇴 후 전문인력 활용
- 노령자 건강관리 서비스 디자인

장애 없는 사회를 만드는 디자인 - 유니버설디자인
- 접근성 향상을 위한 디자인접근성 향상을 위한 디자인
- 장애인의 문화적 차별을 줄이기 위한 디자인

준법 시민을 만드는 디자인 - 대중교통의 서비스개선을 통한 활용도 향상
- 버스정류소 등 환경시설 개선버스정류소 등 환경시설 개선
- 도심 주차문제 개선

* 출처 : 공공서비스디자인 과제제안 준비 자료, 윤성원(2010)



공공분야
연구주제(예시)연구주제(예시)

주제 구분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위한 디자인 - 민원행정서식류 디자인
- 행정 프로세스 디자인행정 프로세스 디자인
- 시민 연대 활용 정책디자인

정치선진국을 이끄는 디자인 - 선거용지, 선거환경
- 정치 커뮤니티 서비스디자인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디자인 - 친환경디자인
- 에너지절감 주거, 산업, 공공환경 (정부, 지자체청사) 
- 에너지 정보 전달 체계 개선(고지서, 미터계 등)
- 대형 SOC시행 중 친환경대형 SOC시행 중 친환경
- 대형 SOC시행 후 자연복원
- 친환경 운송수단 디자인
- 폐자원 활용 디자인
- 기후 변화 대응 디자인기후 변화 대응 디자인

차세대 문화 환경을 위한 디자인 - 실감 미디어 디자인
- 신기술을 적용한 문화 콘텐츠 디자인
- 여가활동, 엔터테인먼트의 몰입도 증진을 위한 디자인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응을 돕는 디자인-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응을 돕는 디자인

공통과제 - 서비스디자인 로드맵
- 디자인리서치방법론
- 툴 킷, 가이드라인, 매뉴얼, ,
- 성공사례 구축
- 분야별로 적용 가능한 서비스디자인의 역할 모델 개발



설문조사 결과, 2010.5~, designdb







변화는 어떻게 오고 있는가?변화는 어떻게 오고 있는가?



변화의 불씨
기술 개발 연구가 시작됨
국가R&D 디자인기술개발사업 중 서비스디자인국가R&D, 디자인기술개발사업 중 서비스디자인
방법론 연구과제 연구 시작 2010. 5.  지식경제부

서비스디자인 방법론 연구 및 활용을 위한 플랫폼 연구․개발과제명

서비스 디자인 개념 정립을 통한 실천적 방법론과 가이드라인 제시

서비스 디자인의 사례를 유형별로 D B 를 구축하여

연구내용

서비스 디자인의 사례를 유형별로 Data Base를 구축하여
각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case-study 제공

서비스 디자인의 방법론+사례 -> 툴 킷 개발을 통해 디자인전문기업에 확산서비스 디자인의 방법론 사례 > 툴 킷 개발을 통해 디자인전문기업에 확산

서비스 디자인에 따른 혁신의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항목 정리, 평가모델 개발

사)한국디자인지식산업포럼수행자



변화의 불씨
공공분야 시범사업이 실행됨
서비스디자인방법론을 적용 에너지 고지서 개선을서비스디자인방법론을 적용, 에너지 고지서 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감 유도 시범사업 2010.11~.  지식경제부

그림: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서울시

기존 OCR 고지서의 디자인 개선 예기존 OC 지서의 디자인 개선 예

간결화 및 가독성 중심 디자인, 항목 중요

도에 따라 재구성, 납세자 이해도 증진

다양한 종류의 고지서에 응용될 수 있도록

컬러 시스템과 레이아웃 디자인

개발사 : 아메바디자인, 2008

출처 : http://www.sdi.re.kr/bill/noti/noti_viw.jsp?boardId=21048



변화의 불씨
공공분야 수요가 나타나기 시작함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과제 공모서울시정개발연구원 과제 공모 2010.7  

15개 과제, 과제당 1억
청소년 건강관리 서비스 디자인청소년 건강관리 서비스 디자인

동네의원 활성화를 위한 서울형 의료 서비스체계 및 브랜드 디자인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체계 디자인

에너지절약형 도시 조명 연구에너지절약형 시 명 연구

저탄소 배출형 제품인식 향상을 위한 제품 아이덴티티 디자인

도시환경기초시설의 그린에어리어(area) 개선 디자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 디자인

‘선택적 공간’확장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주거, 환경디자인

도시 열섬 완화를 위한 주거환경 디자인

서울체험 매력성 강화를 위한 문화관광 전략 디자인

관광 활성화를 위한 근현대사 유적자원 개발 및 관광프로그램 디자인관광 활성화를 위한 근현대사 유적자원 개발 및 관광프로그램 디자인

서울의 관광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이버 서울 관광’ 서비스 디자인

도심형 노인복지시설(양로원, 요양원) 모델 디자인

저소득층 건강관리 서비스 디자인저 득층 건강관리 서비 디자인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지원 강화 서비스 디자인

출처 : http://www.sdi.re.kr/bill/noti/noti_viw.jsp?boardId=21048



변화의 불씨
디자인전문기업을 중심으로 서비스디자인
인식 확산 향인식 확산 동향

사이픽스(제품디자인), 팀인터페이스(UX디자인, 

사용성평가) 크리베이트(UX디자인 교육) 등사용성평가), 크리베이트(UX디자인, 교육) 등

서비스디자인포럼 설립 준비, 실무에 서비스디

자인 방법론 적용을 위한 연구가 시작됨



변화의 불씨
P호텔의 서비스개발 프로젝트에
서비 디자인 방법 적용서비스디자인 방법론 적용 2010. 5 ~

서비스 블루프린트 작성을 통해 모든 h i 를- 서비스 블루프린트 작성을 통해 모든 touch-point를
분석하고, 개선 및 새로운 서비스를 도출함

- 새로운 접근 방법론에 대한 기업의 긍정적 반응 유발



P호텔의 서비스개발변화의 불씨

* 출처 : 파라다이스 부산 웹사이트 고객여정맵, 팀인터페이스, 2010



P호텔의 서비스개발변화의 불씨

* 출처 : 파라다이스 부산 웹사이트 블루프린트, 팀인터페이스, 2010



변화의 불씨
서비스디자인 프로세스와 프레임워크 구축 2010. 5~



P호텔의 서비스개발변화의 불씨
서비스디자인네트워크, 한국기업 최초 등록
2010 52010. 5



변화의 불씨
코스메틱분야 스킨케어 제품개발 및
의 분야 병원서비 개발의료분야 B병원서비스개발
프로젝트에 서비스디자인 방법론 도입 2010 5~프로젝트에 서비스디자인 방법론 도입 2010. 5

- 다양한 서비스 이해관계자 요구 분석을 통한다양한 서비스 이해관계자 요구 분석을 통한
서비스의 혁신적 개선안 제시

- 기존 서비스 분석시 시각화 방법론 적용

-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워크숍 실시



2010.10월
월간디자인월간디자인
34주년 기념호
서비스디자인서비스디자인
특집기사 게재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www.usableweb.co.kr

Mail, MSN, Nateon : design@naver.com

디자인계가 중심이 되어 서비스디자인에 대한디자인계가 중심이 되어 서비스디자인에 대한
논의와 연구를 시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