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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디자인은 투입비용 대비 성과가 높은 고부가가치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디자
인투자 자체가 시장 지향의 사업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투자의 회수기간
이 짧기 때문에 수출 증대 및 차세대 성장 동력의 하나로서 중요성이 대두되
어 왔다. 

그러나 디자인산업의 법 제도적 지원제도 미흡,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가능
하게 하는 신규 전문인력 부족,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회공감대 취약, 디자인 
공급기업의 영세성 등으로 디자인투자분야에 있어 활성화되지 못하는 다양한 
내·외부 제약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지 못하면 점차 성장잠재력 및 산업경쟁력의 약화로 이
어져 디자인전문성 기반의 다양한 창작활동을 어렵게 할 것이다. 이는 향후 미
래 생태계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대두되
고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디자인 수요기업, 공급기업에 대한 디자인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디자인개발에 소극적인 중소, 중견 기업이 적
극적으로 디자인에 대한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즉 디자인 수요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프
로젝트별 단순 자금지원 형식에서 탈피, 민간 주도 투자 방식의 적극적인 도입
에 대한 아이디어를 해외사례 등을 통해 파악해보고 관련 대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2 -

2. 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1) 국내 디자인 투자 현황분석

디자인 투자관련 선행조사를 통해 디자인 투자의 정의, 영역, 진흥기관의 역할
을 비교 및 분석한다. 디자인 투자 관련 법규, 제도, 정책 등을 조사하여 디자
인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한 방향성을 도출한다. 

2) 국내외 문헌조사

이 연구에서는 국내 디자인 산업관련 다양한 조사결과 및 사례 분석을 통해 
디자인 투자관련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디자인 관련 국내외 관련 연구 자료, 논문, 기사 등의 문헌을 분석한다.

그리고 디자인 산업 진흥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인 선진국(영
국, 일본, 프랑스, 미국)의 사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현황을 반
영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벤치마킹을 하여, 국내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언에 
반영할 예정이다.  

3) 디자인 투자유발 개선방안 연구

본 연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중소, 중견기업이 디자인 개발 사업과 디자인 전문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등에 지원하면서 주력 산업의 체질 혁신을 위해 
경제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자 하는 것이며, 디자인 핵심기술 및 역량개발 지
원을 통해 국내 중소,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 해외 선진 디자인 국가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디자인기업의 
인수사례, 조인트 벤처사례, 자금 조달을 위한 펀드 및 벤처 캐피탈 등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고, 국내의 디자인공증협회(안) 신설과 관련한 대안을 제시하면
서 디자인 투자유발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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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현행 디자인 투자 관련 법·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1. 디자인 투자 유형 정립 및 정부 투자 지원 현황 분석

1) 디자인 투자 개념 및 유형

디자인 투자라 함은 디자인수요기업, 디자인공급기업이 상품 설계, 기획, 개발
하는 전 분야에서 디자이너를 직접 고용하여 디자인을 적용하거나 디자이너의 
아이디어를 직/간접적으로 활용하는 일체의 행동을 의미한다. 협의투자의 개념
으로는 수요기업이 전문공급기관을 통해 디자인인력 또는 디자인컨셉 등을 내
외부에서 조달하기 위한 투자를 의미하기도 한다. 

디자인 투자 유형으로는 디자인 수요기업 투자, 디자인 공급기업 투자, 디자인
인프라 투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유형별 투자의 분야와 세부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투자 분야 투자 내용

디자인 
수요기업 

투자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제품디자인, 브랜드, 캐릭터, 포장, 시각디자인 등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투자

디자인
기술개발 

소재, 재료, 표면처리, 가공기술, 색채 등 수출증대 
및 수입대체 효과가 큰 제품.
 표면처리디자인 기술 등의 디자인 기술개발

장비/설비 디자인 개발을 위한 디자인 설계 소프트웨어나 
디지털 장비 등

디자인전문
기업과의 협업 디자인전문기업과의 연구용역비용, 실비 등
디자인연구소
/센터 구축

디자인 연구소·센터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하드
웨어, 장비, 토지, 건물 등

기술 이전 디자인 분야 기술의 이전을 위한 투자
홍보, 제품디자인 

개발지원 
R&D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을 완료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수출에 필요한 홍보디자인 및 제품디자인 
개발지원 투자

시제품 융자 디자인 개발완료 후 자금력이 취약하여 상품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융자지원

디자인 전문 인력 디자인 자체개발능력이 없거나 디자이너 미보유 
기업 등에 대한 인력확보투자

디자인 컨설팅 기업 애로기술해결, 기술컨설팅 등을 위한 투자
기업맞춤식 디자인 

멘토링
혁신과 성장에 관심을 가진 기업 등에게 디자인 
기술개발, 브랜드 컨셉 등에 대한 자문지원

[표 1. 주체별 디자인 투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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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투자 분야 투자 내용

디자인 
공급기업 

투자

디자인 캠페인, 
교육 및 각종 
디자인 행사

디자인 세부분야별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디자인 
관련 캠페인, 교육 등을 지원

디자이너들의 
프로젝트를 위한 

재정 지원 
프리랜서, 영세 디자인 전문기업 등 대상 R&D 
공모전 등을 통한 지원

국제 협력, 
비즈니스 및 

프로모션 활동 
지원

해외 진출을 모색하기 위한 혁신과 성장에 관심을 
가진 디자인 전문 기업 대상 프로모션 지원
(예: 디자인코리아, K-design contest 등)

우수 디자인 선정 
및 기업매칭

디자인 관련 기술의 역량을 갖고 있으나 수요처를 
찾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 등에 대한 지원
(예: 우수디자인상품선정, 디자이너 명예의 전당 등)

디자인 
인프라 
투자

디자인
인력양성

각 분야 디자인 관련 대학, 연구소 및 디자인진흥원 
산하 디자인융합대학전문원 등을 통한 디자인 전문
인력 교육 및 양성

디자인 거점 
네트워크 운영

지역 내 구축된 디자인거점센터 네트워크를 활용
하여 디자인기업과 중소기업간 연결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 지원 

디자인 문화 확산 대한민국 디자인 전람회, 디자인 코리아 등 디자
인 저변을 확대하는 사업 활성화

디자인 R&D
정책 수립 및 투자

공공디자인, 서비스디자인, 생활디자인 등 각 영역 
특성에 따른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하고 디자인 R&D에 
필요한 학문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지원

2) 정부의 디자인 투자 지원 현황

정부의 디자인투자지원 방향은 중소, 중견기업의 디자인 개발 사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등에 지원하면서 주력 산업의 체질 혁신을 
위해 경제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것이다. 디자인 핵심기술 및 역량개발 지원
을 통한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으로 국내 중소,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정부는 디자인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최근 꾸준히 디자인분야 R&D 예산을 늘
려오고 있다.1)  

[표2. 정부의 디자인 분야 R&D 예산 투자 추이, 단위:억원]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투자금액 299 394 366 420

1) 2016 산업디자인 통계조사, 한국디자인진흥원, 2016



- 5 -

산업군의 세부투자영역을 살펴보면, 성장 유망 중소기업 중 디자인 중심 경영
을 통해 글로벌 플레이어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역량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387개 산업군 중, 디자인 경영 중심의 성장이 유망한 
77개를 추린 뒤, 7개 산업군을 선정하여 매출액 50 억 이상 3년 연속 흑자 기
업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이 제조업 중심2)이
다.

[그림 1. 산업군별 세부투자영역 ]

3) 기업의 디자인 활용 및 공급 현황

정부의 디자인산업 지원에 힘입어 우리나라 디자인 산업은 최근 10년간 양적
으로 크게 성장하였다.3) 산업규모는 2006년 6.9조원에서 2014년 14.4조원으
로 2배 이상 성장하였고, 이 수치는 세계시장 340조원에서 약 4%를 차지하는 
것이다. 국내의 재벌중심의 성장견인을 하는 국가적 특수성으로 인해, 삼성, 
LG 등 제조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2015년 기준 삼성 4,500억 원, LG 1,100억 
원 등)가 주요 성장 이유이다. 

반면,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디자인을 활용하는 기
업은 전체 기업의 12.8%(2010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중소, 중견 기
업의 디자인 투자는 미흡한 실정이다. 

디자인 활용방식에 있어서 외주 활용 기업들 중 72.8%가 디자인을 위탁 개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중소, 중견기업에 비해 공동
개발하는 기업이 많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기 개발된 디자인을 구매/
라이선스하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 ‘공공디자인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산업통상자원부, 2015
3)  산업 고부가가치화를 견인하는 디자인 혁신전략, 산업통상자원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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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디자인 외주 활용시(관여 수준별) 주된 형태4)]

구분
관여 수준별 주된 형태(低→高)

旣 개발된 
디자인의 

구매/라이선스

디자인
개발의뢰(위탁)
= 단순스타일링

디자인
공동개발

컨설팅
(상품기획, 공정, 

경영)
전체 3.4 72.8 17.0 6.8

대기업 1.8 70.2 22.8 5.3
중견기업 - 80.3 13.1 6.6
중소기업 4.9 71.2 16.6 7.3

이러한 저조한 디자인 활용기업 원인은 디자인 수요 측면에서 수출중심형인 
국내 산업경쟁력이 가격경쟁력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원부자제의 원가비
율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산업구조적 가장 큰 성장의 제약이다.

[그림 2. 국내 기업의 업종별, 규모별 디자인 활용 현황]

4) 디자인 외주 활용시(관여 수준별) 주된 형태, 산업연구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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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공급 측면에서 보자면, 디자인 전문기업은 4,500개 이상이나, 연평균 
매출액 6억 원으로 대부분이 영세한 실정이다. 또한 디자인 인력도 과다 공급
되고 있어, 현장에서 필요한 고급 인력은 부족하여 산업계 수요와 불일치한 실
정이다. 

4) 디자인분야 법, 제도의 현황

4-1) 디자인관련법과 의의

디자인과 관련한 법은 디자인보호법, 산업디자인진흥법이 근간이며, 유관된 관
련법이 디자인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법과 시행령이 제정되어 적용되고 
있다.

[표 4. 디자인 관련 법]
구분 담당 부처 목적 및 정의

디자인
보호법

산업통상
자원부

Ÿ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 디자인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산업디자인 
진흥법

산업통상
자원부

Ÿ 산업디자인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Ÿ 산업통상지원부 장관은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과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인 산업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한다.

문화예술
진흥법

문화체육
관광부

Ÿ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
여 민족문화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Ÿ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공연, 전시시설 등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 조각, 공계 등 미술장식에 
사용함을 규정한다. 

건축기본법 국토교통부

Ÿ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 정책의 수립, 시행 등을 규
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이 목적이다.

Ÿ 국민의 안전, 건강, 복지에 관련된 생활공간을 
조성한다.

Ÿ 사회요구를 수용하고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는 
공간환경을 조성한다.

Ÿ 지역의 고유한 생활양식과 역사를 반영하고 미래
세대의 계승될 문화공간을 창조하고 조성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행정자치부

Ÿ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의 표시,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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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각 5곳에서 관리하는 법제는 총 9가지인데 대표적으로 디자인보호
법, 산업디자인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건축기본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
이 있다. 이러한 상이한 담당부처는 다양한 기준과 해석을 통해 규제를 하고 
있어 디자인 관련 사업을 촉진하는데 여러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법규가 부처별로 분산운영 되어 있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디자인분야
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디자인 수요 및 공급기업중심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보다는 해당분야별 관리감독기관의 규제중심형 법들의 통
제를 받고 있어 오히려 규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4-2) 디자인 활성화 관련 제도 및 정책 현황

대부분의 디자인 수요/공급 기업이 중소기업이므로 대기업에 비해 자금력과 
인력이 부족하여, 국가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러한 취약한 산업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기관 및 지방 정부에서는 중소기
업의 디자인개발 및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표 5. 국내 디자인 진흥기관의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제도]
담당 기관 주요 지원제도

중소벤처기업부
(舊중소기업청)

Ÿ 창의디자인 지원 사업
 - 디자인컨설팅과 창의디자인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Ÿ 미래전략 디자인 및 선행디자인개발 지원 사업
 -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

도록 지원하는 사업
Ÿ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 및 융자, 인력 및 설비지원

한국디자인진흥원 Ÿ 디자인혁신 기술 개발사업
Ÿ 시제품 융자, 신기술 사업화 디자인 기술개발

상기 도출한 주요 지원제도처럼, 디자인의 가치제고측면에서 다양한 제도가 진
행되고 있으나, 일회성, 단편적 지원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사업화
로 연결하기 위한 제품성장단계별 일관된 지원에는 여전히 한계들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 9 -

4-3)　디자인 분야 관련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 관련 업종으로는 제조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산업 등이 있다.

[표 6. 조세혜택적용 디자인 관련 업종]
관련 업종 범위

제조업
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
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

전시사업
(전시산업발전법) 

전시시설을 건립, 운영하거나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를 기획, 
개최 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 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 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거나 전
시회와 관련된 운영 등을 제공하는 사업

전문디자인업 전문디자인업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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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특례 지원 제도로서는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특별 
감면 지원제도가 있다.

[표 7. 디자인분야 조세 특례 지원 제도]
분류 지원 제도 세부 설명 및 지원 내용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가면제도는 창업 후 
(벤처기업 확인 후) 법인세(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를 일정 기간동안 일정비율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지원 내용으로는 창업 또는 벤처기업확인 후 5년 
소득발생연도부터(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
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하거나, 창업일부터 4년이내 취
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75% 경감(2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하고 있다.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이익에 

대한 과세 
특례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로 산업재
산권을 벤처기업에 현물출자시 과세하지 않고 출자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방법 선택 허
용하고 있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
권 등의 재산권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
법’에 의해 벤처기업에서 현물출자하는 경우) 
지원 내용으로는 지원내용 특허권등을 출자하고 주
식을 취득시 특허권 등 재산권의 양도로 인한 기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양도시 
주식양도소득세 과세시 기타소득을 과세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특별 감면 
지원제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로는 일정한 업종
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역, 규모에 따라 
법인(소득)세 세액을 감면해주고 있다.2017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
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구분 감면율
도·소매업 그 외 업종

소기업 수도권 10% 20%
수도권 외 30%

중기업 수도권 감면배제
지식기반산업
만 10%(전문
디자인업 포함)

수도권 외 5% 15%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
인이 기계장치와 같은 설비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그 투자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해당하는 자산5)에 투자(중고품 및 리
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
국인이며 지원 내용으로는 투자금액의 3%에 상당하
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 세액공제하고 있다.

5) 1.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운휴중인 것 제외) 2. 판매시접 정보관리 시스템설비 
3.정보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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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자인 투자관련 제도의 문제점 도출

1) 디자인분야의 법, 제도적 문제점

1-1) 각 기관별로 분산된 지원 시책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14개 정부부처, 16개 광역지자체, 136개 유관
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복잡한 형태이다.6) 각 부처마다, 각 기관마다 소관
업무에 근거해 중소기업 지원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는데 정책수요자인 중
소기업인은 어디서 무슨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일
부 지원정책은 통합공고를 통해 정책수요자의 전반적인 접근성을 개선하고 있
으나, 대부분의 지원시책은 지원기관에 따라 별도의 지원조건 및 사업자 선정
이 이루어지고 있다. 

디자인 분야 역시, 디자인보호법, 산업디자인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건축기본
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이 있고, 상이한 담당부처의 기준과 해석, 그리고 
일관되지 않은 지원책으로 인해 산업경쟁력제고에 한계가 존재한다.  

2017년 6월 중소기업 중심으로 정부지원정책을 집중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를 신설하기로 공식화하여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일관되게 적용될 것으로 기
대되고 있다. 

1-2) 디자인 활용 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 미흡

디자인 활용을 원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One-Stop Service 지원책 미비로 가
시적인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다. 즉, 디자인 활용 중소기업에 대한 기존 지원
책이 교육, 인력 파견, R&D 등 개별 사업별로 목적과 성격이 다른 별도지원제
도로 체계적이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2013년 산업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 디자인 활용 분야에

6) 중소기업 R&D 지원의 현황과 성과분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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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최종상품(83.7), 상표/브랜드(35.2), 생산공정(17.5), 조직문화(2.3), 비즈니
스 혁신전략(9.2)로 조사 되었을 만큼 중소기업의 주 활용 분야는 여전히 스타
일링이나 상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현 지원체계 하에서는 지원기관의 예산
집행성과와 단기적과제수행을 통한 미비한 성과창출만 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디자인 지원의 핵심분야인 R&D 사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제품 차별화 
및 수출 현지화를 위해서 단기적인 디자인 개발 수요가 크지만, 현재 R&D를 
2~3년의 중장기로 지원하고 있어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디자인 활용기업의 전주기적 디자인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확립하여, 일관적
인 지원체계정립, 단기 R&D 프로그램 신설, 디자인을 활용한 고부가가치상품
창출에 대한 활용기업의 인지확산을 위한 현장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
요성이 존재한다.

2) 디자인 분야 기업투자 유도의 문제점

2-1) 디자인의 고부가가치창출 인식 부족 

대기업의 경우, 디자인 수요의 대부분을 자체 조달하고 있으며, 디자인전문기
업을 활용하고 있는 용역 비중은 11.3%에 불과한 저조한 실정인 반면, 주요 
디자인수요기업인 중소기업의 디자인 활용률 역시 13%로 낮은 실정이다. 

또한 중소기업 중앙연구원의 보고서(2015)에 따르면, 많은 기업들이 비즈니스
혁신전략에서 디자인 활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시간, 비용, 인력, 역량 
등의 제약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디자인을 활용하는 대상은 최종상품이 83.7%, 
상표·브랜드가 35.2%로 집중되어 있어, 디자인을 스타일링에 적용하는 수준으
로 운영되고 있다. 중소기업 중 68%의 기업이 디자인개발, 개선의 경험이 없
으며, 이중 8.5%만 향후 디자인 활용 의향이 있다는 통계 자료가 나온다. 

[표 8. 디자인 수요고객의 의견]
회사 디자인 수요고객의 의견 주요이슈
(D社) 투자 대비 성과를 확신하기 어려워 리스크가 높다고 생각 투자효과
(K社) 디자인을 활용해본 경험이 없고, 활용범위, 방법 모름 활용방법
(G社) 디자인이 ‘기업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의구 디자인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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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대기업의 경우는 수요대부분을 인하우스(Inhouse) 운영을 통해 자체조
달하고 있고, 중소기업 대부분은 디자인 개발 경험이 없거나, 국내 제조 중소
기업의 특성 상 디자인 개발 등의 상단업무를 거의 협력업체인 대기업에 의존
하는 구조로 자기상표부착 판매 내수 비율은 4.1%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디자
인에 대한 성공경험의 축적이 부족한 실정이다.(‘15년, 중소기업실태조사)

2-2) 무형자산에 대한 도용과 침해 

디자인을 개발공급한 기업의 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가고 있지만, 아직
은 일부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밖에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7) 대기업 
하청의 디자인용역 수주 에이젼시 경우 개발비 미지급,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
의 불공정 거래를 겪고 있으며 아이디어와 시안의 무단으로 사용, 개발 과정에
서 발생한 디자인 재산권에 대한 침해 받는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답
한 회사도 48% 에 달한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특허청 등 지적 재산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식제고프로그램, 예방컨설팅, 국내외 IP분쟁대응기반구축 지
원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디자인 전문공급기업의 경우 영세하고 사회적 
약자인 관계로 수요기업과의 권리취득 및 재산권침해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분쟁에 대응할 수 도 없으며, 분쟁해결을 위한 실시간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3) 디자인 수요기업의 직접적 투자 지원책 적용한계

국내 디자인 수요기업의 디자인 활용을 위한 단편적인 일회성 지원프로그램은 
많이 존재하나 실질적인 직접적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제도적 지원 장치가 
부족하다. 

디자인 수요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대기업의 경우를 제외하고 중소기업
의 경우 디자인 활용을 위해 디자인 전문공급기업의 직접적 인수나 전략적 제
휴 혹은 프로젝트성 SPC(특수목적회사)설립 운용방안 등 다양한 형태를 고려
할 수 있으나, 디자인 분야의 특정산업을 부흥하기 위한 지원책이 오히려 디자
인산업에 국한하여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여 이 또한 어려운 현실이다.

7) 디자인전문회사 피해실태조사, 한국디자인진흥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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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자인혁신기업(민간기업) 디자인투자 애로사항

다음으로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운영하는 2017년 디자인 혁신기업 100 육성사
업 참여기업을 대상(32개사 中 20개사)으로 디자인 투자 결정 時에 애로사항
을 다음의 5개 항목별로 살펴보았다.

<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혁신기업 100 육성사업 개요> 

■ (사업목적) 성장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하여 디자인을 혁신전략으로서 
경영 전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집중·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역량제고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도모

■ (신청대상) 디자인 주도의 신상품 개발 프로세스를 통해 향후 3년 이내 
출시할 목적의 혁신적인 신상품 개발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① R&D, 교육, 인력지원, 마케팅 등 전용 지원 프로그램 운영 
② 마케팅, 금융, 지식재산권 등 유관기관 사업 우대 가점 부여

⑴ 디자인 투자유형, ⑵ 디자인 투자자금 조달방법, ⑶ 디자인 투자 결정 時 
애로사항, ⑷ 디자인 투자 확대에 가장 효과적인 정부정책, ⑸ 디자인 투자 확
대에 가장 필요한 내용을 한국디자인진흥원 협조 하에 설문조사 방식을 통해 
분석해보았다.

비록 조사된 표본 수는 적지만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일정 기준을 거쳐 선정된 
디자인 투자를 희망하거나 진행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이라는 점에서 향후 디
자인 투자 관련 정부시책의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내용이라 판단된다.

1) 디자인 투자 유형

디자인 투자유형(중복응답 기준)으로 ‘디자인전문기업과의 협업(공동사업, 
28%)’. ‘인력채용(디자인직군 신입/경력지원 채용, 28%)’, ‘디자인전문기업과의 
협업(연구용역, 23%)’, ‘설비투자(디자인·설계 소프트웨어, 디지털 장비 등, 
23%)’ 등을 균등하게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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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자인 투자자금 조달방법

디자인 투자 자금 조달방법(중복응답 기준)으로는 ‘내부 여유자금’이 58%로 가
장 높고 다음은 ‘정부지원(19%)’, ‘금융기관 차입(19%)’, ‘회사채 발행(4%)’ 등
을 순으로 조사되었다.

3) 디자인 투자 결정 時 애로사항

디자인 투자 時 애로사항(중복응답 기준)으로 ‘전문인력 확보 애로’가 3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외 ‘자금 부족(32%)’, ‘투자수익 불명확(19%)’, 
‘디자인모방(8%)’, ‘정부규제(3%)’ 등으로 나타났다.

4) 디자인 투자 확대에 가장 효과적인 정부정책

디자인 투자 확대에 가장 효과적인 정부정책(중복응답 기준)로는 ‘인력채용 자
금 지원’이 52%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교육훈련 지원(16%)’, ‘디자인권 보
호(16%)’, ‘저금리 정책자금(16%)’ 순으로 조사되었다. 

5) 디자인 투자 확대에 가장 필요한 내용

디자인 투자 확대에 가장 효과적인 정부정책(중복응답 기준)으로 ‘전문인력
(47%)’지원을 가장 우선적으로 꼽았고 이어서 ‘투자자금 지원(25%)’, ‘수익모
델 창출지원(22%)’, ‘기업의 디자인 투자마인드(6%)’ 순으로 나타났다.

앞의 설문결과에 따르면, 향후 디자인 투자 지원정책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디자인 인력의 활용(신규채용, 경력직·퇴직인력 매칭 등) 시에 필요한 제도 개
선, 조세 지원(세액공제), 인건비 보조 등에 집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순 실무인력의 인건비 보조에만 그쳐서는 안되며 석·박사급 연구인력(디자인 
등 기술융합인력을 포함) 신규채용 뿐만 아니라 연구경험을 보유한 高경력 연
구인력의 채용지원 등을 통해 연구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시키는 한편 연구인
력을 바탕으로 한 기업의 디자인 투자 방향이나 디자인 역량의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선별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16 -

Ⅲ. 해외 주요국가의 법·제도 정책. 현황 조사

1. 해외주요국가의 대표 디자인진흥기관 도출

국내 한국디자인진흥원과 같은 해외주요국가의 디자인진흥기관은 영국의 
Design council, 일본의 Japan Industrial Designers’ Association, 프랑스
의 Agence pour la promotion de la création industrielle(APCI), 미국의 
Industrial Designers Society of America이며 각 기관에 대한 간략한 내용
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표 9. 해외주요국가의 대표 디자인 진흥기관]
구분 영국 일본 프랑스 미국

기관명 Design 
Council(UK)

Japan Industrial 
Designers’ 
Association

Agence pour la 
promotion de la 

création 
industrielle(APCI)

Industrial 
Designers 
Society of 
America

주소
Angel Building 
407 St John 
Street London 
EC1V 4AB 
United Kingdom

〒106-0032 도쿄
도 미나토 구 롯
폰기 5-17-1AXIS 
빌딩 4F 

24 rue du 
charolais, 75012 
Paris, France

IDSA, 555 Grove 
St., Suite 200, 
Herndon

연혁

Ÿ 1944년 설립
Ÿ 2 0 1 0 년 

D e s i g n 
C o u n c i l 
Enterprises 
Limited 자회
사 설립

Ÿ 2011년 DBIS
로부터 독립  
단체가 됨

Ÿ 1952년 설립
Ÿ 1966년 법인 

설립으로 전환
Ÿ 2012년 Public 

I n t e r e s t 
Incorporated 
Association의 
지위로 변경

Ÿ 1983년 설립 Ÿ 1965년 설립

주요
기능

Ÿ 디자인 지원 
연구 및 
디자인 진흥 

Ÿ 캠페인 활동

Ÿ 조사 및 연구 
프로젝트 산업 
디자인 세미나 
개최

Ÿ 학생실습활동
Ÿ 제품 디자인 

인증 및 자격 
부여

Ÿ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교류, 
협력 사업

Ÿ 프랑스디자인 
진흥활동

Ÿ 타유럽국가와
의 연계지원

Ÿ 공공 및 민간 
기업 컨설팅

Ÿ 학교 및 디자 
이너 지원활동

Ÿ 디자인 분야 
전문가들의 
노동 환경 
변화와 선진 
기술 공유

Ÿ 디자인의 
가치와 사회적 
인식 고취

Ÿ 디자이너들의 
전문성 함양 

Ÿ 세계 디자인 
분야 기업, 
단체들과 
활발한 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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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의 주요지원기관의 세부기능 및 제도적 특징

2-1) 영국의 주요기관

영국의 디자인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기관들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우선 정부주요부처로 문화미디어체육부(DCMS,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8) 와 기업혁신기술부가(DBIS,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존재하며, 문화미디어체육부의 주요역할은 기업 혁
신, 인력 양성, 디자인 혁신 및 기술 등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정
책 수립하는 부서이고, 기업혁신기술부의 주요역할은 디자인을 포함한 문화예
술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디자인 수요기업 지원관련 기능으로는 영국무역투자청(UKTI, UK Trade and 
Investment)9), Innovate UK10), NESTA11)가 있다. 우선 영국무역투자청은 
1999년 5월 영국 무역 협회(Trade Trade International)로 설립되었다. 2003
년 10월 전 부서와 두 개의 내부 부서가 합병되어 UK Trade& Invest로 바뀐 
뒤 2016년 7월 국제 무역부(International Trade Department)로 대체되었
다. 주요 역할로는 문화미디어체육부와 기업혁신기술부의 해외무역투자 업무를 
총괄하는 기구이다. 해외 무역 및 투자를 통해 영국의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Innovate UK는 영국 무역 산업부(DTI)에서 2004년 자문기구인 IT전략위원회
로 창립되었다. DTI가 혁신 부서로 재조직된 후 2007년 7월 독립기구가 되었
다. 영국의 경제 성장을 위해 비즈니스 주도 혁신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NESTA는 1998년 의회 법에 의해 설립되었고 2010년 10월, 영국 
정부는 비영리 행정 공공 기관에서 새로운 자선 단체로 네스타의 지위를 이전
시켰다. 과학, 기술 및 예술을 위한 국립 기금과 관련한 단체이다. 신생기업에 
투자를 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 및 홍보하는 역할을 한다.

8) 문화미디어체육부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for-culture-media-sport)
9) 영국무역투자청 (https://www.gov.uk/ukti)
10) Innovate UK (http://innovateuk.gov.uk)
11) NESTA(http://www.nesta.or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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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공급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기구로는 UK Design Council12)이 있다. 
이 기구는 1944년 12월, 전시 정부 무역위원회의 Hugh Dalton 대통령이 설
립한 산업 디자인(COID)로 시작된 기구이다. 1972년 디자인협의회(Design 
Council)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1994년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디자인 자
문 기구, 재화 및 서비스 제공자에서 나아가, ‘디자인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인 기구’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주요 역할로는 디자인 정책 집행 및 R&D, 디자인 캠페인, 교육 및 각종 디자
인 행사를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기관이다. 영국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 영국 
내 기업들을 위한 디자인 사업들을 시행한다. 정부 안에 있는 여러 장관, 부서 
간 긴밀한 의견 교환을 통해 현실적인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며, 
기업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 

디자인 인프라 역량 강화 기구로는 2007년 6월에 설립된 DIUS(Department 
for Innovation, Universities and Skills)혁신과 대학교육 기술 담당부, 
RDAs(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지역 개발청이 있다. 
DIUS(Department for Innovation, Universities and Skills)혁신과 대학교
육 기술 담당부는 과학 및 혁신 분야와 교육기술부 산하의 기술과 대학, 대학
원 교육 부문을 합친 부서로 다양한 지식을 바탕으로 국내의 경제를 성장시키
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영국 내 교육기관이 더 다양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연구를 할 수 있
도록 지원하고 있다. 다음으로 RDAs 지역 개발청은 11개의 지역 개발청을 두
고 있으며, 모든 개발청이 영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각 지역의 발전과 
변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기업의 투자와 성장, 특별한 기술의 발굴 및 지원, 다
른 지역과의 연계성을 홍보하는 일을 맡고 있다.

2-2) 디자인 관련 법, 제도

디자인 수요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로는 영국무역투자청(UKTI, UK 
Trade and Investment)의 지원 제도, Design foundation 프로그램, Nesta 
Impact Management, Design Demand 프로그램이 있다.

12) UK Design Council (http://designcouncil.or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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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투자무역청 지원 제도
영국무역투자청의 지원제도는 크게 무역 사절단 방문, 비즈니스 리드, 전시회
를 위한 자금 제공 등 3가지로 나뉘는데, 무역 사절단 방문이란 영국에 기반
을 둔 회사가 가장 관심 있는 시장을 방문하고, 장래의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교류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는 파트너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디자인 제품을 선보이며 잠재적 시장에 
대한 지식을 직접 얻는 기회를 제공한다. 비즈니스 리드는 맞춤형 전자 메일 
알림으로 기업에 관련 기회, 개발 및 비즈니스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전시회를 위한 자금 제공은 Tradeshow Access Programme이라
는 프로그램을 통해, 적격 중소기업이 특정 해외 전시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Design Foundation 프로그램
Innovate UK의 주도로 시행하는 Design foundation 프로그램은 기업에 최
대 100만 파운드를 투자하여 기업이 고부가가치 혁신 기회를 찾고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후기 설계 개발이 아닌, 초기 단계
에서의 인간 중심의 디자인 활동 지원이 목적이다. 영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여
야 하며 하도급업자와 협력을 할 시, 하도급업자에게 과도한 커미션을 받지 않
도록 하는 등의 조항이 있다. 

Nesta Impact Management
Nesta는 자회사인 Nesta Investment Management가 운영하는 Nesta 
Impact Management는 노령화 인구, 청년층의 고용 가능성, 영국 사회의 지
속 가능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는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
드는 사회적 벤처 기업에 투자를 한다.
    
Designing Demand 프로그램
UK Design Council의 Designing Demand 프로그램은 혁신과 성장에 관심
을 가진 제조업 기반의 중소기업을 핵심 지원대상으로 삼아, 기업 맞춤식 디자
인 멘토링을 제공하여 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디자인 공급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로서는 UK Design Council의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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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설립이 있다. 새로운 산업디자이너의 교육과 훈련을 개혁하는 역할을 하
는 디자인 센터를 설립하면서, Design council은 디자인 센터에서 제품 보증, 
업계 직거래, 상업화, 소매화와 전시회를 결합하였다. 디자인 인프라 강화를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으로 디자인 교육정책 수립, 산학협동 프로그램 수립 등
이 있다. 

디자인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2004년부터 디자인 전문가(디자인 고용주, 디자
인 조직, 디자인 교육 대표자)로 구성된 ‘디자인 교육 정책 자문단(Advisor 
Panel)’을 만들어 디자인 기술 전수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산학협동 프로그램은 기업과 대학 간의 기술정보 교환 등 공동연구를 통해 창
의적이고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 실질적 리서치, 재정적 이익과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누리는 것을 목표로 기업과 대학 간의 프로젝트를 
강조하는 것이다.

2-3) 영국의 R&D 활성화 지원제도 및 금융지원제도
영국은 중소기업 R&D 활성화를 위해서 조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기업이 실제 지출한 R&D 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소득공제(중소기업에 한함)
하거나 세액공제를 운영 중이다. 기업 규모에 따라 대기업은 11% 세액공제, 
중소기업은 16%의 세액공제와 230%의 소득공제 중 선택이 가능하다. 결손 중
소기업의 경우 결손금액과 소득공제액 중 적은 액수의 14.5%의 현금공제가 가
능하다. 또한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USCF 프로그램, SMART(small firm Merit Award for Research and 
Technology)프로그램이 있다. 
    
USCF 프로그램
USCF프로그램은 정부가 펀드 조성에 참여하는 대학생 창업투자펀드이다. 민
간 벤처캐피탈들이 대학생 창업을 위한 펀드 조성에 참여할 유인이 낮다는 점
을 감안하여, 정부가 직접 자금 마련을 지원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조성된 자
금은 경영 관리 능력제고, 지식재산권 확보, 추가 R&D, 시제품 제작, 사업계
획 준비, 법률비용 충당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 정부차원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기 구축된 USUF가 각 대학별로 자체 운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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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프로그램
SMART 프로그램은 종업원 250인 이하의 중소기업 대상, 년 1회의 경쟁을 통
해 지역적 구분을 기반으로 기술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우수한 기술개발 
제안서에 대해 연구개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SMART 프로그램은 영국에
서 사회경제적인 효과 측면에서 매우 높은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되었다.

2-4) 영국의 디자인 산업육성의 특징

영국의 디자인 분야가 활성화된 이유로 세 가지를 뽑을 수 있다.  

첫째는 과감한 위험부담과 혁신이 기업체의 임원들에 의해 매우 당연하고 중
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2007년 영국 Design Council의 설문조사 결과, 
영국 사업체들은 위험부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 과감한 투자로 빠른 
이익 창출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정부의 활발한 지원을 들 수 있다. 영국 정부는 디자인 정책의 집행
을 위해 Design Council이라는 독립조직을 설치하여 디자인이 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하며, UK Trade & Investment(영국 무역 투자청)을 통해 해외 
시장 정보 조사, 현지 파트너 연계, 각종 해외 전시회 참가 등을 지원하여 디
자인 서비스 수출로 인한 시장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마지막, 체계적인 디자인 교육을 들 수 있다. 유럽 디자이너 3분의 1 가량이 
영국에서 디자인 공부를 한 경력이 있을 정도로 교육 시스템이 빼어난 것으로 
유명하다. 1996년에 영국은 디자인과 기술(Design & Tech)을 정규 교과목으
로 채택해 11살때부터 의무적으로 디자인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런
던예술대학교 등을 통해 디자인 분야 인력을 육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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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의 주요지원기관의 세부기능 및 제도적 특징

3-1) 일본의 주요기관 

일본 디자인 관련 정부기관으로는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13)이 있다. 
1881년(메이지 14년) 4월 7일 농상무성을 설치, 이후 농림성, 상공성으로 분리
하였고 이후 분리, 폐지의 단계를 거쳐 2001년 경제산업성으로 바뀌었다. 
1958년 통상산업성에 ‘디자인과’를 설립하면서 디자인 진흥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고, 2003년 2월 디자인 전문가 40인으로 구성되어있는 ‘전략적 디자
인 활용 연구회’를 설치하였다. 민간의 경제활력의 향상, 대외 경제관계의 원
활한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하는 기구이다.

디자인 수요기업 지원관련 기능으로는 일본 중소기업청(中小企業庁)14), 일본 
특허청(JPO)15)이 있다. 일본 중소기업청은 일본의 중소 및 중견기업에 관한 사
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고, 일본 특허청은 산업 재산권 관련 사무를 관장하
는 기관이다.

디자인 공급기업 지원관련 기능으로는 일본디자인진흥회(JDP)16)가 있다. 일본 
통합산업성의 디자인 심의회의 회신을 받아 1969년에 설립되었고, 일본의 종
합적 디자인 진흥기관으로서 디자인허브(디자인 전시 및 네트워크 사업), 국제 
협력, 인재 육성(기술표준), 비즈니스 및 프로모션 지원 활동 등을 관장한다. 
이외에도 산업디자이너협회, 일본 인테리어 디자이너 협회, 일본 패키지 디자
인 협회 등이 있다. 

3-2) 일본의 디자인 관련 법, 정책

일본 디자인 수요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으로서, 전문 인력 
전략거점 사업,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에 대한 제품 디자인 지원 제도, 지역 중
소기업 지식재산지원능력 강화사업(地域中小企業知的財産支援力強化事業)이 
있다. 

13) 일본 경제산업성 (http://www.meti.go.jp)
14) 일본 중소기업청 (http://www.chusho.meti.go.kp/)
15) 일본 특허청 (https://www.jpo.go.jp/)
16) 일본디자인진흥회 (http://www.jidp.or.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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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인력 전략거점 사업
전문 인력 전략거점 사업은 현재 일본 각지의 중소기업은 경험이 풍부한 인재
를 요구하고 있다. 시즈오카 현에서는 전문 인력 사업에 들어가는 기업 부담금
을 최대 120만 엔까지 지급하는 등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실시되고 있다. 
지방마다 설립한 거점에 ‘전문 인력 매너저’를 1명씩, 매니저는 지역 금융기관
이나 인력소개회사와 협력해 인재를 발굴하고 매칭시킨다. 2017년 1월 까지 
상담 건수는 1만1000건으로 그 중 811건이 계약돼, 지방 중소기업 진흥을 위
한 정책이 일정한 성과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에 대한 제품 디자인 지원 제도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에 대한 제품 디자인 지원 제도와 관련하여 2015년 정기
국회에 신규 지원 분야에 설계 및 디자인을 추가한 ‘중소기업의 제조제반기술
의 고도화의 관한 법률(中小企業のものづくり基盤技術の高度化に関する法律)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각 지역 소재 경제산업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채택이 되면 일본 정책금융공
사(日本政策金融公庫)로부터 저금리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특허
출원시의 등록료, 심사청구료 경감 및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 중소기업 지식재산지원능력 강화사업
마지막으로, 지역 중소기업 지식재산지원능력 강화사업(地域中小企業知的財産
支援力強化事業) 일본 특허청(JPO)는 지역의 지식재산지원체제 구축 및 연계 
강화를 통한 지식재산지원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2015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각 지역 경제산업국을 통해 중소기업센터, 상공회, 상공회의소, 금
융기관, 경영혁신지원기관, 대학 등으로부터 지역특성을 반영한 동창적인 아이
디어를 모집하여 사업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표 10. 지역 중소기업 지식재산 지원능력 강화사업 세부 내용]
지역 사업명

홋카이도(北海道) 홋카이도산 술의 유럽 브랜드에 대한 ‘디자인경쟁력강화’ 사업

간토(関東)
지역자원 활용제품의 디자인, 브랜드 창조, 활용 지원사업
2020년 도쿄 올림픽, 장애인 올림픽을 고려한 유니버셜 
디자인 활용에 따른 지역 활성화 지원사업

주부(中部) 중소기업의 디자인역량 강화를 통한 팔리는 상품 만들기 
체험사업 ‘명품(逸品)으로 ReDesign 프로젝트

긴키(近畿) 국제 디자인 교류에 의한 지역 디자인 역량 강화를 위한 
플랫폼 형성사업

큐슈(九州) 디자인에 의한 지역 활성화 플랫폼 구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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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공급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로는 Good Design Award 콘테스트
가 있다. 일본 디자인진흥회는 Good Design Award 콘테스트를 열어 ‘사람들
의 삶과 사회를 풍요롭게 할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디자인을 판단하고 수상한
다. 수상작은 매년 전시회를 통해 공개하며, 국내외의 디자인 관련 기관 미 상
업 시설을 포함한 파트너와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인지도가 높아지
면서, Good Design Award 수상자의 상징인 G Mark가 붙은 품목은 사람들
에게 호감을 사면서 디자인을 만든 회사 또는 조직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에
도 기여하였다. 

디자인 인프라 강화를 위한 제도로서는 산업경쟁력과 디자인을 생각하는 연구
회(産業競争力とデザインを考える研究会), 디자인 제도의 활용방법을 소개한 
‘사례에서 배우는 디자인 제도 활용 가이드’(事例から学ぶ 意匠制度活用ガイ
ド) 가 있다. 

산업경쟁력과 디자인을 생각하는 연구회 설립
산업경쟁력과 디자인을 생각하는 연구회는 2017년 7월, 일본 경제산업성과 특
허청은 산업경쟁력과 디자인을 생각하는 연구회를 설치했다고 발표하였다. 기
능과 품질만으로는 타 상품을 능가할만한 차별화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세
계적 추세이고, 일본 기업이 기능이 뛰어난 상품을 출시하고도 신흥국 기업이 
유사 상품을 출시하여 판매 가격의 하락을 초래하는 등 경쟁 우위 확보가 어
려운 배경에서, 상품의 동질화가 진행되는 현실을 반영하고, 디자인으로 일본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를 정리하여 대응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설치
한 부서이다. 

디자인 제도의 활용방법을 소개한 ‘사례에서 배우는 디자인 제도 활용 가이드’ 발간
2017년 7월, 일본 특허청은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디자인 제도의 활용방
법을 소개한 책자를 발간하였다. 이를 통해 타인의 표절 방지, 위조품 배제 효
과를 들 수 있고, 게재 사례를 참고하여 새로운 디자인, 비즈니스, 혁신에 도
전할 때에 가이드로 활용될 수 있도록 JPO, 전국 경제산업국 등에서 배포하고 
있다.



- 25 -

3-3) 일본의 중소기업 R&D 조세 제도 및 금융지원 제도

일본의 R&D 조세 제도의 주요 내용으로는 당기법인세의 40%(중소기업은 
50%)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있다.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로는  정
부계 금융기관인 일본정책금융공고의 특별대부제도(사업은 중소기업에 저금리
의 장기적인 자금공급) 등을 이용한 지원, 정부 및 민간 기업의 출자에 의해 
설립된 민관 펀드인 '산업혁신기구'는 첨단기술이나 특허의 실용화를 시도하는 
회사에 출자를 통해 지원 등이 있다.

3-4) 일본의 디자인 산업육성의 특징

일본은 정부 및 공공단체 외에도 산업디자이너협회, 일본 인테리어 디자이너 
협회, 일본 패키지 디자인 협회 등의 민간협회가 있는데 이러한 민간단체들은 
정부 및 공공단체와 상호 협조하여 종합적인 디자인 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하
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들은 디자인 관련 부서를 설치하고, 각 지역에는 
디자인센터를 설립하여 지역별 특색에 맞는 디자인 진흥정책을 추진하면서 일
본 디자인산업은 성장하고 있다. 

2009년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실시한 민간기업의 연구 활동 실태 조사에 따르
면, 조사 참여기업 중 67%의 기업이 제품과 서비스에 디자인을 활용하는 것으
로 나타나 일반 기업들의 디자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4. 프랑스의 주요지원기관의 세부기능 및 제도적 특징

4-1) 프랑스의 주요기관

프랑스는 디자인 활성을 위한 정책 추진 체계가 중앙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공공 및 민간 기관이 독립, 분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며, 
각 기관들의 사업 내용에 따라 중앙 혹은 지방 정부는 이를 재정 지원하고 있
다.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는 현존하는 디자인 진흥 민간 기관의 부분적 지원
을 통해 분산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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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부 부처로는 문화통신부17), 산업재정경제부18)가 있다. 문화통신부는 
‘조형예술대표부(DAP)’와 ‘국립 조형 예술 센터’(CNAP)를 통해 디자인 진흥발
전에 기여하고 있다. 

조형예술대표부(DAP)는 조형 예술 분야 국가 정책을 수립하며 정책 실행을 위
해 기여하고 있다. 조형 예술 교육을 위한 법규 제정에 기여함과 동시에 국립 
예술 학교 교육의 질을 감독한다. 제품, 공간, 그래픽 디자인 관련 교육 발전
에 기여하기 위해 DAP는 공립 예술 학교들을 관할하고 있다. 국립조형예술센
터는 예술인을 위한 재정 지원, 디자이너들의 프로젝트를 위한 재정 지원, 출
판 지원, 영화 제작 지원, 첫 갤러리 전시 지원 등을 주요 사업으로 두고 있
다. 

산업재정경제부는 ‘기업 총국(DGE)’을 통해 기업의 디자인 도입과 더불어 디
자인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을 도모하고 있다. 1999년부터는 ‘산업 디자
인 진흥원’을 후원하고 있으며, 텍스타일 및 의류 관련 창작물과 디자인 산업 
발전을 위해 각종 디자인 관련 프로젝트를 공모, 지원하고 있다. 

또한 DGE 산하, ‘지방 산업, 연구 및 환경국(DRIRE)을 프랑스 전역 24곳에 
설치하여 중소기업들에게 자금을 후원하고 있으며, 디자인 부문 최고의 그랑제
꼴인 프랑스 ‘국립 고등 산업 디자인 학교(ENSCI)를 문화부와 공동으로 재정 
후원하고 있다. 세제 혜택으로는 예술 분야 컬렉션 창작을 위해 투자한 비용의 
10%를 소득세감면해 주는 기업 소득 컬렉션 감면 제도 또한 실시하고 있다.
디자인 공급기업 지원관련 기능으로는 프랑스 디자인(Design France)19), 국
립 포장 디자인 연구소(Institute national de design packaging, INDP)20), 
실내장식 혁신의 가치부여(VIA)21) 등이 있다. 

산업재정경제부의 주도로 설립된 프랑스 디자인(Design France)은 지방 디자인 
진흥 기관 및 지역 디자인 센터의 조직망을 강화하기 위한 역할을 맡는 기관
이다. 디자이너, 포장 제작자, 마크, 유통업체 등 포장 디자인 산업 종사자들이 
2003년 설립한 협회인 국립 포장 디자인 연구소(INDP)는 포장 디자인 산업의 

17) 프랑스 문화통신부 (http://www.culture.gouv.fr)
18) 프랑스 산업재정경제부 (http://www.industrie.gouv.fr)
19) 프랑스 디자인 (http://www.design-france.fr)
20) 프랑스 국립 포장 디자인 연구소 (http://www.indp.net)
21) 실내장식 혁신의 가치부여 (http://www.via.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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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창의력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교류 사업을 펼치고 있다. 산업재정경
제부의 후원과 ‘프랑스 실내 장식 산업 개발 위원회(CODIFA)’의 주도로 실내 
장식 분야 창작 사업 진흥을 위해 1979년 설립된 실내장식 혁신의 가치부여
(VIA)는 재정 후원, 진단 및 카운슬러 사업, 전시 조직 사업 등의 역할을 한다.

디자인 수요기업 지원관련 기능으로는 산업 디자인 진흥원22)이 있다. 문화부
와 산업재정경제부의 후원으로 1983년 설립. 독립 민간 기관으로 존재하고 있
는데, 프랑스의 디자인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디자인이 미개발된 산업 분야 내에서 디자인의 주요 역할을 기업들
에게 알리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공 기관들이 디자인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한다. 이를 토대로 ‘프랑스 디자인 파노라마’ 가이드북을 출판하고 
있다.

디자인 인프라 지원관련 기능으로는 교육부23)가 있다. 디자이너 양성을 위한 
교육 정책 및 그 체계를 수립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디자이너 양성 교육 체계 
및 기관을 혁신하면서 기업 요구에 맞는 디자이너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정착시키고 있다. 
 
4-2) 디자인 관련 법, 제도

디자인 수요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으로는 기술 개발 절차, 
산업 재정 경제부의 지방 산업, 연구 및 환경국(DRIRE) 설치 등이 있다.

기술 전파 절차
프랑스 산업재정경제부처 내, ‘지방 산업, 연구 및 환경국’(DRIRE)에서 운영하
는 기술 전달 및 보급을 위해 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기술 획득을 통하
여 제품 개발 및 기업 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2천명 미만의 직원
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디자인 개발을 통해 제품 개발을 
원하는 기업들도 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실현 가능성을 타진하여 예산의 
50%를 지원하며, 나머지 총 예산의 50%는 실행 단계에서 지원하는데, 프로젝
트가 성공을 거두었을 때는 실행 단계에서 얻은 50%의 자금 지원을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2) 프랑스 산업 디자인 진흥원 (http://www.apci.asso.fr)
23) 프랑스 교육부 (http://www.education.gouv.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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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재정 경제부의 지방 산업·연구 및 환경국
프랑스 전역 24곳에 설치하여 중소기업들에게 자금을 후원하고 있다. 디자인 
공급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으로는 디자인 관찰자 사업, 지역 
디자인 진흥기관 지원 제도, 실내장식 혁신의 가치부여(VIA)의 기업 컨설팅 및 
디자이너 지원 제도, 프랑스 및 해외에서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연구 지원금, 
로마 아카데미 프랑스 메디시스 빌라, 디자인을 위한 아고라 장학 제도, 세금 
감면 혜택, 간부 인사 채용 지원 등이 있다. 

디자인 관찰자 사업 
프랑스 산업 디자인 진흥원에서 1999년부터 실행한 사업으로 해마다 가장 혁
신적인 디자인을 선정, 3개월간의 기간 동안 전시하는 것이다. 디자인 수요자
의 니즈를 충족시키면서, 디자인을 비즈니스 경쟁력, 경제적 혁신의 핵심 요소
로 만들기 위함이 목적이다.

지역 디자인 진흥기관 지원 제도
프랑스 디자인은 기업 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 중소기업들을 지역 
디자인 진흥 기관이나 지역 디자인 센터와 연계시키면서 기업 내, 디자인 통합
을 위한 진단 및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다.

실내장식 혁신의 가치부여(VIA)의 기업 컨설팅, 디자이너 지원 제도
실내 장식 분야를 대상으로 기술, 사회적 변화를 진단하여 시대에 맞는 제품 
전략을 수립, 해당 기업에 알맞은 대안을 제시한다. 또한 실내 장식 분야 디자
이너들을 위한 장학금, 프로젝트 재정 지원과 더불어 실내 장식 디자인 학교 
교육 프로그램의 재정 지원을 하고 있으며, 매년 실내 장식 분야 전문 박람회
에서 제품 및 컬렉션을 선정하여 VIA 라벨을 부여하고 있으며, 전문 박람회에
서 행사 및 전시회를 조직하고 있다.

프랑스 및 해외에서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연구 지원금
문화통신부 산하 ‘조형예술 국립센터’ 관할 ‘창작 지원 서비스’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이미 다양한 예술 분야(미술, 조각, 설치, 그래픽, 사진, 비디오, 뉴미디
어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 예술인들이 프랑스나 해외에서 예술 프로젝트
를 실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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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아카데미 프랑스 메디시스 빌라
문화통신부 산하 ‘조형 예술 대표부’내 ‘예술인 및 전문인 부서’관할 ‘로마 아
카데미 프랑스’ 섹터에서 운영하고 있다. 콩쿠르를 통해 젊은 예술인들을 선발
하여 로마에 위치한 메디시스 빌라에서 예술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재정
적 지원을 돕는 제도이다.

디자인을 위한 아고라 장학 제도
1983년 만들어진 아고라 장학 제도는 1990년부터 문화통신부 산하 ‘조형 예술 
대표부’의 후원을 받고 있다. 40세 미만의 전문 디자이너들에게 자신의 프로젝
트를 실행해 옮길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세금 감면 혜택
연구 및 고등교육부처 산하 기술국에서 감면하는 세금 혜택으로 기술 개발을 
위해 투자한 기업들에 한해 소득세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산업재정경제부처 산하, 경쟁력 및 혁신 정책 서비스에서 감면하는 세금 혜택
으로 예술 분야 컬렉션 창작을 위해 투자한 비용의 10%를 소득세에서 감면해
주는 혜택이다.

간부 인사 채용 지원(ARC)
프랑스 산업재정경제부처 내, ‘지방 산업, 연구 및 환경국’(DRIRE)에서 운영하
고 있다. 250명 미만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디자이너를 고용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디자이너 고용 시, 첫 해 연봉과 사회
보장세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디자이너의 경우 평생 고용계약일 경우에만 
해당한다.

디자인 인프라 강화를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으로는 조형예술부(DAP) 내 ‘지
방 문화 사업국(DRAC)’ 지원, 교육부 ‘평생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전문 
양성 기관 후원 등이 있다. 지방 문화 사업국을 통해 ‘지방 현대 예술 지원 자
금’ 및 ‘지역 예술 센터’를 위한 재정적 지원 및 디자인 진흥 행사를 지원한다.

4-3) 프랑스의 중소기업 R&D 조세 제도 및 금융지원 제도

중소기업 R&D 조세 제도로는 R&D 활동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와 R&D 활동 
외의 신생혁신기업에 대한 감면제도를 운영 중이다. R&D 비용 세액공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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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최대 1억 유로의 한도 내에서 적격 R&D 지출액의 30%를 해당연도 법인세
에서 공제하며, 1억 유로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5%의 공제율을 적용하
며, 납부할 법인세가 없는 경우 현금으로 환금이 가능한 제도이다. 혁신활동 
세액공제제도는 직원 수 250명 이하, 연매출 5천만 유로, 자산총액 4,300만 
유로 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해 3년간 20만 유로의 법인세를 면제하고, 연구원 
임금에 대한 고용주의 사회보장부담금이 8년간 면제되는 제도이다.

4-4) 프랑스의 디자인 산업육성 특징

프랑스 디자인 산업은 미국 및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뒤늦게 발달하기 시작하
였으며 정부의 중앙 집중적인 지원 및 투자가 저조한 편이었다. 이후 프랑스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도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디자인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프랑스 산업계 및 정부가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을 
뒤늦게 인식한 점과는 달리 프랑스에서 세계적인 유명 디자이너들이 많이 탄
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술적 전통과 디자인 교육에 대한 투자 및 시스템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미국의 주요지원기관의 세부기능 및 제도적 특징

5-1) 미국의 주요 기관

미국은 정부 차원의 디자인 진흥 주도 기관이나 정책 보다, 민간 디자인 단체
의 디자인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다. 모든 디자인 분야를 망라하는 단일 기
관 대신, 각 분야별로 해당 분야의 이익을 대변하고 각종 수상 프로그램과 워
크숍, 간행물 발간, 장학금 제도 등을 운영하며 디자인을 진흥하고 있다. 

정부 디자인 지원 관련 부서로는 국립 예술 기금(National Endowment for 
Arts, NEA)24), 미국 조달청(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GSA)25)가 
있다. 

1965년에 만들어진 국립 예술 기금은 예술적 우수성을 보여주는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과 기금을 제공하는 미국 연방 정부의 독립적인 기관이다. 새롭고 확

24) 미국 국립 예술 기금 (http://arts.gov)
25) 미국 조달청 (http://www.gs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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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된 예술의 우수성을 지원하고 자국민들에게 예술을 전수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2017년 3월 16일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예산 개요에는 이 
프로그램의 모든 자금을 없앤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1949년에 만들어진 미국 
조달청은 연방 기관의 기본 기능을 관리,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 

미국의 대표적인 민간 기업들로는 미국 산업디자이너협회(IDSA)26), 디자인 경
영협회(DMI: Design Management Institute)27), 디자인전문 기업협회(APDF: 
Association of Professional Designing Firm)28), 미국 그래픽아트협회
(AIGA: American Institute of Graphic Arts)29) 등이 있다. 

미국 산업 디자인협회는 ‘산업디자인협회(IDI)’, ‘미 산업디자인협회(ASID)’, ‘산
업디자인교육협회(IDEA)’가 통합되면서 1965년 설립되었다. 디자인 분야 전문
가들의 노동 환경 변화와 선진 기술 공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디자인
의 가치와 사회적 인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디자이너들의 전문성 함양에도 도
움을 주고 있으며, 세계 디자인 분야 기업, 단체들과 활발히 연계하고 있다. 
전문 디자이너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데 가입 회원 외에도 디자이너를 지망하
는 학생들의 참여가 가능한 인턴십 프로그램과 세계 디자인상인 IDEA 등 각
종 국제 대회를 통해 미국은 물론 전 세계 디자이너들과의 네트워킹을 하고 
있다. 

디자인 경영협회는 1975년에 설립되었고, 디자인과 경영의 일치, 디자인 사업
자들의 전략적 마인드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디자인 전문 기업들과 디자인 
컨설팅사들은 물론 공공 기관 디자인 관계자와 학자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디자인에 대한 이해와 디자인 교육을 위해 스폰서 회사들과 함께 세계 
디자인 기업 컨퍼런스, 세계 브랜드 디자인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컨퍼런스, 포럼 내용을 담은 협회도 발간하고 있으며, 산학 협동을 지원하고 
있다. 

디자인전문 기업협회는 1985년에 설립되었으며, 디자인 분야 선도 기업들을 
중심으로 더욱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이기 위한 단체이다. 
CI, 기업 환경, 인테리어 디자인, 브랜드, 패키지, 신 미디어, 공학산업 전반에

26) 미국 산업디자이너협회 (http://www.idsa.org)
27) 디자인 경영협회 (http://www.dmi.org)
28) 디자인전문 기업협회 (http://www.adpf.org)
29) 미국 그래픽아트협회 (http://www.aig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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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회원들의 전
문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경영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해결책을 공유
하기 위해 교육 세미나 등을 실시하고 있고, 산업 현장에서의 컨설턴트들의 역
할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1914년에 설립된 미국 그래픽 아트 협회는 디자인 전문성뿐만 아
니라 디자이너들의 업무 중 마주칠 수 있는 도덕적, 철학적 문제에 대한 접근
을 시도하고 있다. 도덕적 전문가 양성을 위한 각종 자료수집과 연구를 수행하
고 있다. 각계각층의 핵심적인 인사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유능
한 신인 디자이너들의 발굴에 힘쓰고 있고, 일반인들을 위한 교육행사도 실시
하고 있다.

5-2) 디자인 관련 법, 제도

제도적 지원제도로는 대표적으로 Access to Artistic Excellence, Challenge 
America: Reaching Every Community Fast-Track Review Grants, 
Learning in the Arts, 격년제 디자인상(Design Awards) 프로그램, Design 
Excellence 프로그램 등이 있다.

Access to Artistic Excellence
예술적인 창조성을 독려, 지원하며 다양한 문화적 유산을 보존하고 전미 지역 
커뮤니티에 예술을 좀 더 폭넓게 전파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교부금을 
지원한다.

Challenge America: Reaching Every Community Fast-Track Review 
Grants
예술의 전파 범위를 확대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교부금이 지원된다.

Learning in the Arts
학교나 커뮤니티에서 아이들이나 청소년의 예술 교육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
젝트에 대해 교부금을 지원한다.  NEA의 디자인 프로젝트에 대한 교부금은 
Harvard, Stanford와 같은 유수 대학 비즈니스 스쿨 내 “디자인”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거의 대부분의 주요 디자인 옹호단체나 전문기관을 도운 한편, 굵
직한 디자인 엑스포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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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년제 디자인상(Design Awards) 프로그램
연방 건물 건축과 관련한 디자인을 장려하고 있다. 수상 분야는 건축 디자인 
뿐만 아니라 건축, 보존 및 복구, 엔지니어링 및 테크놀로지, 그래픽 디자인/
표지, 인테리어 디자인/작업 공간 디자인, 조경, 리스 건축, 현대화, 도시 디자
인 및 계획 등의 여러 디자인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솔루션을 고안하거나 특
정 니즈를 충족하는 데 있어서의 혁신성, 테크니컬하고 기능적인 우수성, 비용 
효율성, 타 프로젝트에 대한 선례가 될 수 있는 지 등의 심사 기준이다.

Design Excellence 프로그램 
GSA가 발주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우수한 건축/엔지니어 디자이너를 고용(2단
계에 걸쳐 민관 합동으로 이뤄지는 Peer Review를 통해 선정)하는 등 연방 
건축 관련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우수 디자인을 접목시키도록 하고 있다. 

5-3) 미국의 중소기업 R&D 조세 제도 및 금융지원 제도

미국의 중소기업 R&D 조세 제도는 R&D 비용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뉜다. R&D 
비용공제란 R&D 비용을 당기의 비용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R&D 세액공제란 
당해연도 적격 연구개발비 중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R&D 지출, 기초연구 수행
을 위한 R&D 지출, 에너지연구 컨소시엄에 대한 지출금액에 대해 20%의 세
액을 공제하는 것을 나타낸다. 금융지원 제도로는 중소기업법이 있다. 

중소기업청(SBA)에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원해야 하는 기능을 부여한다. SBA의 금융지원정책에서 가장 많은 자
원이 투입되는 분야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금융지원은 보증대출형태의 지
원, 우량 기업보다는 창업기업이나 소규모 기업을 주된 대상으로 한다. 
실제 대출은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SBA가 관리 운영하는 SBIC프로그램의 엄
격한 심사를 거쳐 SBA의 인가를 민간 전문가에 의해 관리 운영되고 있는 민
간 벤처투자펀드라고 할 수 있다. SBA는 인가된 SBIC를 대상으로 사채 혹은 
부채 발행을 보증한다. 이러한 보증사채를 정기적으로 공공시장에 민간 투자자
들에게 판매함으로써 SBIC가 쉽게 자본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지원
하고 있다. 

SBA는 중소기업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SBIC에 투자하고 투자 포트폴리오만 
간접적으로 관리하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Apple, Federal Ex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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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microsystems, AoL, Intel 등 많은 첨단 혁신 기업들이 신생기업단계에
서 자금을 조달하여 성장하였다.

5-4) 미국의 디자인 산업육성 특징

미국은 국가적 차원의 디자인 정책이 없는 나라이다.  다만 연방 정부 기관 중
의 하나인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에서만 디자인을 예의 일부로 
간주하여, 건축, 조경, 도시 디자인 및 계획, 유물 보존, 그래픽, 산업 인테리
어 등의 카테고리별로 수혜자를 선정하여 교부금을 배부하고 있다. 주정부 차
원에서도 디자인을 예술의 일부로 규정하여, 디자인 정책도 연방정부와 유사하
게 주별 예술담당 에이전시에서 주도하고 있다.(교부금 배부, 디자인 엑스포 
개최 등).

정부 차원의 디자인 진흥 주도 기관이나 정책이 부재한 대신, 민간 디자인 단
체의 디자인 진흥 프로그램은 활성화되어 있다. 모든 디자인 분야를 망라하는 
단일 기관 대신, 각 분야별로 해당 분야의 이익을 대변하고 각종 수상 프로그
램과 워크숍, 간행물 발간, 장학금 제도 등을 운영하며 디자인을 진흥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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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한국 영국 일본 프랑스 미국
정부 부처 
간 연계성

각 부처 간 상호
협력 정도 △ ◎ ◎ ○ △

디자인 
수요기업 
지원제도

해외 교류 지원 ○ ◎ ○ ◎ ○
기업 투자(사회적 
벤처 포함) 제도 △ ◎ ◎ ◎ ○

디자인 컨설팅 지원 ○ ◎ ◎ ◎ ◎
지역 중소기업 강화
사업 ○ ◎ ◎ ◎ △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제품디자인 지원 제도 ○ ◎ ◎ ◎ ○

고용보험 전문인력
채용 유사제도 유 N/A 유 유 유

디자인 
공급기업 
지원제도

디자인 컨설팅, 디자
이너 지원 제도 ○ ◎ ○ ◎ ○

전시회 개최·수요기관
과의 매치 ○ ◎ ◎ ◎ ◎

디자이너 교육 및 
훈련담당기관 활성화 ○ ◎ ○ ◎ ○

디자인 
인프라확충 
지원제도

교육정책 및 학교 
지원금 △ ◎ △ ◎ ◎

산학협동 프로그램 ○ ◎ △ ◎ ◎

민간기관과의 연계 △ ◎ ○ ◎ ◎

디자인 민간기업의 
활성화 정도 △ ◎ ○ ◎ ◎

기업 지원 민간펀드 △ ◎ ◎ ○ ◎

6. 해외 주요국가의 지원기관의 벤치마킹 결과

디자인산업의 지원육성기관 관련 영국, 일본, 프랑스, 미국 선진국가의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1. 디자인산업 지원육성기관 선진국가들의 주요 특징]
(◎: 우수 ○:보통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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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이 많은 해외 선진국들은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자국의 디자인산
업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디자인 조기 교육이나 디자인 활용 기업을 
지원하면서 기업들의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었다. 

국가 별로 보면, 영국은 정부의 활발한 디자인 분야 지원, 체계적인 디자인 교
육을 통해 디자인 공급기업 강화, 디자인 수요기업 강화, 디자인 인프라 확충 
등 전 분야에서 우수한 지원 제도를 갖고 있다. 일본도 정부 주도의 디자인 정
책 하에 공공단체, 민간협회와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맺으며 디자인 정책을 펼
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 및 각 지역 디자인 진흥을 위한 제도가 두드러진다. 

프랑스는 디자인 활성을 위한 정책 추진 체계가 중앙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
지는 않지만, 공공 및 민간 기관이 독립, 분산적으로 추진하면서 전 분야에서 
우수한 지원 제도를 갖고 있으며, 오래전부터 예술적 전퉁과 디자인 교육에 대
한 투자 및 시스템으로 디자인 인프라 분야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
다. 미국은 정부 차원의 디자인 주도 기관이나 정책보다, 민간 디자인 단체의 
디자인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다. 이에 정부 부처 간 연계성이 다소 미흡하
지만, 민간 기관에서 디자인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디자인 공급기업 강화와 디
자인 인프라 확충 분야 지원 제도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선진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디자인 분야는 정부 부처간 연계성, 디
자인 기업 투자와 디자인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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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디자인 분야 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1. 투자활성화 유도를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1) 디자인투자관련 법, 제도 방안

1-1) 디자인 활용기업 중심의 제도 지원

디자인전문회사의 전문화 및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디자인 투자와 디자인산업
의 성장을 도모하고 디자인 선진국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디자인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의 현실적, 제도적 한계
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장치가 부
족하다. 정부의 지원체계는 디자인산업에 대한 지원규모가 작고, 현행 법률은 
디자인 관련 정부사업이 여러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이를 조율, 협의할 디
자인산업 관련 협력 체계가 없는바, 여러 부처 간 협업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
하다. 

국내 디자인 생태계를 기준으로 볼 때, 디자인수요를 자체조달하고 있는 대기
업을 제외하고 디자인수요가 필요한 중소기업의 경우 디자인 활용이 용이하도
록 관리감독기관을 일원화하고, 법과 제도장치 역시 수요기업중심으로 일원화
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자금 
및 조세지원제도 등을 통해 투자대비 고부가가치 실현이 가능하다는 실질적 
체험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반면, 공급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및 특허관련 권리보호를 위한 제
도개선이 필요하다. 수요기업의 디자인 제작의뢰가 디자인과 컨셉 및 서비스 
등 일련의 소유권에 대한 자연양도가 당연시 이해되어지는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식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제도적인 지원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디자인분야의 표준화 및 ISO인증 체계 확보, 디자인 가치 측정 등 다양
한 방안이 후속적으로 연구지원 되어야 할 것이다.

1-2) 디자인산업의 부가가치를 고려한 조세지원제도 개발

디자인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수 있는 조세지원제도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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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다양한 조세지원제도적용을 통해 
디자인 창업기업, 디자인 R&D개발관련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마련
이 필요하다.

디자인기업 역시 다른 산업과 같이 현행 조세특례의 범위내에서 일반적으로 
감면적용 받을 수 있는 조세제도가 존재한다. 아래 창업기업의 법인세, 소득세
감면 혹은 설비 및 시스템투자의 감면내용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표 12. 현재 적용가능한 조세특례적용 시나리오 및 근거법령]
구분 조세 특례 적용 시나리오 근거 법령

디자인
창업 

디자인 회사 A는 201X년 당해 연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 창업을 하여 201X년부
터 최초 소득이 발생하여 5년간 법인세를 납부
하였다. 법인세는 201X년부터 5년간 동일하게 
사업소득으로 계산된 과세표준이 60억원이라 
가정할 경우, 법인세 계산 시 (2억원*10%) + 
(58억원*20%) = 11.8억, 11.8억*5년 = 59억원
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
세 · 소득세 50% 감면하
며 최저한세 적용대상임
※ 단, 청년창업기업은 최
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간 75%, 그 후 2년 
50%)
*과세표준기준 법인세
-2억원 이하 :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0%
-200억원 초과 : 22%

특례 적용 전 납부 법
인세 : 59억원

특례 적용 후 납부 법
인세 : 29.5억원
(공제금액 : 5년간 총 
29.5억원)

설비 
확충 

201X년에 신규 상장한 디자인 회사 A는 기업
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X년에 상품 디자인 
기획실의 설비에 대한 확장에 대해 10억을 투
자하였다. 이 때에 납부해야할 201X년도 법인
세는 11.8억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투자금액에 다음의 공제
율을 적용하며, 최저한세 
적용대상임
①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
산, POS 시스템설비, 정
보보호 시스템설비 자산
(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 제외)에 대한 투자 
금액의 3%
② 신규 상장한 중소 · 중
견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의 
4%)

특례 적용 전 납부 법
인세 : 11.8억원

특례 적용 후 납부 법
인세 : 11.8억원 – (10
억원 * 4%) = 11.4억원
(공제금액 : 4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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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디자인 회사의 핵심역량은 내부디자이너의 창의력과 노하우 등 보유하
고 있는 전문인력과 무형자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 산업
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조세특례적용의 확대적용이 필요해 보이는 분야는 세가
지이다.

첫째로, 디자인 사업의 물리적인 자산확충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다양한 창작활동
비용(예를 들어 문화 활동비 등)은 조세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창의력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자의 문화 활동비에 면세혜택을 주는 것은 선진
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일반화되어 있는 정책이다. 이웃나라 일본의 ‘일본
산업디자인진흥회(JIDPO)’에서는 중소기업의 세제지원 혜택으로 중소기업 및 
디자인기업 등을 위한 기반강화세제, 중소기업기술기반강화세제, 엔젤세제 등 
사업별⋅형태별로 세부적인 세제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다양한 창조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면세로 인정하는 것이 산업의 특성을 고려
한 형평성 있는 정책으로 판단되며, 디자인업계의 문화 활동비가 연구개발비용
으로 인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둘째로,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방산산업처럼 디자인산업역시 부가가치세 영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방산산업이 국방의 근간이라는 개
념을 넘어 해외수출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했을 때 K-9자주포의 포신디자
인작업을 하기 위해 매출과 매입이 발생하였다면 이또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영세율 제도란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와 수출촉진, 정책적 목적에 따라 특정 재
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0”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완전 면세에 해
당한다. 현재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은 방위사업물자, 
군납 석유류, 도시철도건설 용역, 장애인용보장구, 농 · 축 · 임 · 어업용 기자
재, 외국인관광객 및 외국사업자 등에게 제공하는 재화 · 용역 등이 해당한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대상은 국민주택 및 해당 주택 
건설용역, 시내버스 운송사업용 공급버스로서 천연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것,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일정한 농 · 임 · 어업용 및 연안석박용 석유류 등으
로 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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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는 당해 면세사업자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부담의 면제이
므로 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것이 아니고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
한 것으로, 기초생활필수품, 국민후생용역, 문화 관련 재화 · 용역 등에 적용되
므로, 단기적으로 면세사업자에게 납품을 하기위한 디자인관련 매출은 면세로 
확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표 13. 부가세 영세율30)적용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근거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4호
지원
대상 방위산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방위산업체 보장구를 공급받는 장애인, 의료기관 등

지원
내용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산물자(경
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
함),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해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자가 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  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장애인용 보장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장애인용 보장구(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점자판과 점필 등), 장애
인용 특수정보 통신기기(청각장애
인용 골도전화기, 지체장애인용 
특수제작 키보드 및 마우스 등)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시각장애
인용 특수제작된 화면낭독소프트
웨어 등)

근거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제6호
지원
대상

국가, 지자체, 도시철도공사, 한국철
도시설공단, 사업시행자 농업 ․ 축산업 ․ 임업 ․ 어업 종사자

지원
내용

국가, 지자체, 도시철도공사 등에게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
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도
시철도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
우 영세율 적용 제외

비료 ․ 농약 ․ 사료 등 농 ․ 축산 ․ 
임업 ․ 어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
치세 영세율 적용

끝으로, 디자인을 활용해 단일 기업에 의한 산업 내 혁신을 넘어 새로운 산업 
카테고리를 창출하며 산업생태계(ecosystem) 전반의 혁신도 촉진 가능하다는 
점에서 조특법 제10조의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
액공제 제도 또한 참고해볼만 할 것이다. 

30)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완전히 면제시켜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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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 동력·원천기술(신성장 11개 분야31), 155개 기술) 연구·인력개발 R&D 
비용의 30%를 법인세, 소득세 등에서 공제해주고 있는데 법령 개정을 통해 디
자인기술 또한 해당 원천기술로 인정받는다면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직접적인 
수요창출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기대효과가 크다 할 것이다. 

현재 콘텐츠 시행령에 포함되어 있는 실감형 콘텐츠, 문화콘텐츠의 근간이 디
자인기술이므로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표 1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 개정소요 내용]
구분 분야 세부분야

콘텐츠 디자인
콘텐츠

■ 사용자경험(UX) 디자인개발 기술
 - 최종 제품의 감성을 조절 및 예측할 수 있고, 제품 조작에 

대한 감성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최적의  디자인 방법을 
제공하는 사용자경험(UX)향상 기술

■ CMF(color, material, finishing) 표준화·표현기술
 - 제품의 컬러나 소재 신뢰성, 부품 간 결합의 정밀성 등 제

품의 품질적인 완성도를 높이는 특수 가공기술 등을 기반으
로 하는 CMF(색채, 소재, 마감)디자인기술

2) 디자인 산업의 인프라사업 강화

2-1) 전문기관 활용을 통한 디자인수요의 일괄처리지원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민간기관을 인프라의 핵심기능으로 활용해야 한다. 디
자인 개발 지원, 자금 지원, 디자인 경영지도, 판로 및 수출 지원, 정보제공, 
인력양성, 상담기능 등과 같은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원기관과의 업무협약 등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을 하여 디자인 수요기업들의 니즈를 일괄 처리하는 네트
워크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민간기관이 생태계의 중심이 되어 직접적인 지원 체계를 할 수 있어야 
실질적인 체감이 가능할 수 있고, 신속하고 민첩한 기업지원플랫폼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점차 기능의 전문성과 차별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
을 것이다.
디자인수요자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세분화된 지원기관을 네트워크 방식으로 
일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지역에 소재한 대학, 연구소, 창업보육센
터, 지역디자인센터 등 각종 산업기관과도 연구결과와 성과를 공유하게 되면 
지역통합 클러스터 네트워크를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31) 신성장 11개분야 ①미래형 자동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 SW ④콘텐츠 ⑤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정보통신 ⑦바이오· 헬스 ⑧에너지신산업· 환경 ⑨융복합소재 ⑩로봇 ⑪항공·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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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디자인서비스를 활용한 정부지원사업 적용범위의 확대 

중소기업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 기업과 과제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각 기업의 
제안서에 대한 상대평가를 통해 기술개발 능력이나 사업화 성공 가능성이 높
은 기업을 위주로 선발하여 기술 혁신 역량을 인정받은 기업, 기업의 업력이 
높고, 매출 규모가 큰 기업들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정부지원사업이 적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 범위역시 최종제품과 상표, 브
랜드에 집중되어 있어 그 활용 폭이 협소하다. 최종제품이나 상표, 브랜드에 
대한 디자인 활용도 중요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비즈니스 혁신전략, 생산 공
정, 조직문화, 업무환경 등으로 디자인 활용 대상의 폭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
을 느끼고 있다. 

최종제품에 대한 디자인 활용 차원에서 좀 더 대상 폭을 넓혀 디자인 활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발된 디자인이 판로를 못 찾아 사장되지 않도록 
제품 개발 이후의 후속 유통, 마케팅, 서비스 등 사업화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이러한 디자인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디자인서비스분야까지 확대됨에 따라, 디
자인 수요기업의 디자인혁신을 통한 경영효율까지 제공해줄 수 있도록 디자인
전문기업과 기업컨설팅 가능한 전문기업과의 공동사업을 많이 개발하여 추진
하는 것이 디자인예산의 집행에 있어 생산성을 높이는 일이라고 판단이 된다.

2-3) 디자인분야의 교육저변 확대 및 채용지원제도

디자인 교육의 대부분은 직업적 전문인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디자인
학과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공교과 위주로 진행되어 왔다. 디자인학과 외 
일반 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교육은 매우 적으며, 디자인 전공자를 제
외한 일반인들에게 디자인은 ‘나와는 상관없는 특기생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거나, ‘내가 알아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전공교육 특성이 강한 디자인 교육을 보편교육, 교양교육으로 확산하는 것은 
대학의 고등교육을 수강하는 모두에게 디자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여, 
향후 그들이 디자이너와 조화로운 협력을 할 수 있게 하고, 자신의 업무 영역
에서 디자인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태도를 형성하게 한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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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가 있다. 

기업들이 디자인을 개발하는 데 있어 애로사항 중 하나는 디자인 전문인력 확
보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위원회 전문인력채용 지원의 제도가 있
지만 디자인 산업에 특화된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선진 사례들을 보면 프랑
스의 간부 인사 채용 지원(ARC), 미국의 Design Excellence 프로그램처럼 중
소기업들이 디자이너를 고용할 수 있도록 일부 연부 연봉을 지원하거나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3) 디자인 공증협회 신설

3-1) 디자인공지증명 현황과 한계점

현재 수많은 디자인들이 포트폴리오, 전시회, 블로그, 카탈로그 등을 통해 게
재되고 있으나, 이러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창작자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하여 
디자인 등록·출원 또는 제품화되지 않은 디자인의 경우 이와 유사한 디자인들
이 난립하는 상황이다. 디자인권으로 출원되지 않은 디자인들은 디자인보호법
의 보호 및 저작물로서의 인정이 어려우며, 디자인 모방 및 표절로 인한 창작
자의 권리 침해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한국디자인진흥원 담당 사업으로 디자인공지
증명제도가 있다. 이는 특허청에 등록되지 않은 창작물이라도 모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특허청 디자인 출원, 등록 절차에는 통상 6개
월 이상이 걸리는데, 심사가 확정나기 전까지 권리 획득 및 방어, 활용 등 법
적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약자로 분류되는 중소기업이나 프리랜서 디자이너 등
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기 위한 장치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프리랜서 디자이너들이 경쟁 업체의 모방과 이로 인한 
분쟁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디자인공지
증명협회와 같은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대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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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디자인등록과 디자인공지증명 비교표]
구분 디자인등록 디자인공지증명
목적 Ÿ 독점배타적인 디자인권 발생 Ÿ 창작사실 증명

처리기간 Ÿ 출원 후 6개월 내외 Ÿ 짧음(1~3일)

권리
범위

Ÿ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실
시할 권리를 독점(디자인보호법 
제92조)

Ÿ 독점 배타적 권리 없음
Ÿ 등록 후 6개월 이내 디자인 출

원한 경우 디자인권(재산권) 확
보 가능(디자인보호법 개정에 
따라 2017.9.22.부터 12개월로 
연장 예정)

신청
절차

Ÿ 출원인이 출원 수수료 납부와 
함께 디자인 등록 출원서 제출

Ÿ 실체심사를 거쳐 등록 결정 후 
설정 등록료 납부를 통해 디자
인권 발생

Ÿ 디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간단한 
도면과 신청서만을 제출-실체
심사 과정이 없으므로 절차 간단

비용
Ÿ 출원비용:94,000원
Ÿ 설정등록료(1~3년분):75,000원
Ÿ 연차등록료: 4년 후부터 3년 

단위로 누진제

Ÿ 20,000원/건, 대학생 이하는 
무료(변리사 대행 불필요, 직접 
등록 가능)

권리보호
기간 Ÿ 존속기간 20년 Ÿ 부정경쟁방지법의 경우 창작 

일로부터 3년간

3-2) 유사 기관 사례

디자인공지증명협회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 기관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있
다. 한국음악저작권협의 연혁과 주요기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6.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기관명 한국음악저작권협회
URL https://www.komca.or.kr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항대로 332(내발산동,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전화/팩스 TEL:02-2660-0400 FAX:02-2660-0401

연혁

Ÿ 1964년 발기인회 소집- 순수(1명), 국악(1명), 동요(2명), 대중(7명) 등 11명
Ÿ 1988년 문화공보부(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저작권 신탁관리업 허가취득
Ÿ 1988년 전국 16개 지부운영을 도급제에서 직영제로 개편
Ÿ 1995년 CISAC(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정회원 승격
Ÿ 2000년 협회 회관 준공 및 입주
Ÿ 2004년 2004 CISAC 세계총회 개최
Ÿ 2015년 4월, 음악저작권자 2만명 돌파

주요기능
Ÿ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신탁관리 업무
Ÿ 저작권사용료 징수 및 분배
Ÿ 상호관리계약에 따른 외국지역 이용허락업무, 저작권 강의

조직 안내 Ÿ 5개부서, 11개 지부 총 162명이 근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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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조직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허가받아 저
작권법에 근거하여 음악 저작권을 신탁 관리, 음악 저작권에 관한 조사 활동들
을 하면서 음악 저작권자들을 관리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호를 하고 있다. 디자
인 분야에서도 이러한 기관을 설립하여 디자인 창작인의 권리보호를 하는 협
회가 필요하다. 

3-3) 디자인 공증협회 설립 제안

디자인창작증명제도가 있으나 한계점이 뚜렷하고, 중소기업이나 프리랜서 디자
이너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설립을 추진하고자 한다.  

원래 공증(公證)이란 특정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 권위로써 증명하
는 행정행위로 국민들이 거래와 관련한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 실행을 쉽게 하
기 위해 공증인(공증인가 법무법인 등 포함)이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
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이다. 종류로는 공정증서(관계인의 촉탁에 따라 
법률행위나 사권에 관한 사실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사서증서(작성자가 사
서증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 전자문서의 인증(전자
문서에 본인이 전자서명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기타(확정일자인의 날인, 거
절증서의 작성,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조사·보고, 재산목록의 작성)등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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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정부출연기관 형태로서 향후 예비적으로 디자인 저작권을 신탁 관리, 
디자인 저작권에 관한 조사 활동을 하면서 디자인 저작권자들을 관리하고 이
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협회의 조직은 회장, 사무총장 그리고 경영지원부, 신탁관리부, 지부사업부, 그
리고 사업부 총 4개의 부서가 있다. 경영지원부는 기관의 기획, 총무, 회계, 
국제,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미래기관은 디자인 저작권을 신탁하는 
기관이므로 신탁관리부를 설치하여 회원, 자료, 전산을 관리하고 디자인 저작
권과 관련하여 징수, 분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그림 4. 디자인 공증협회 조직도(안)]

그리고 지부사업부는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전국에 지부를 두어 사업팀, 업무
팀을 만들고 이를 관리하는 부서이다. 마지막으로 사업부는 디자인 저작권이 
침해됐을 때 이를 조사하고, 해결하는 부서이다.

협회설립을 준비하기 위해 발기인을 소집하여 추진해야 한다. 1964년 한국음
악저작권협회의 발기인회 소집을 분야별 순수(1명), 국악(1명), 동요(2명)와  대
중(7명) 등 11명으로 한 것처럼, 예를 들어 시각디자인(1명), 포장디자인(1명), 
제품디자인(1명), 환경디자인(1명), 멀티미디어디자인(1명), 서비스디자인(1명), 
대중(5명)으로 11명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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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내용 일정별

설립방침
결정단계

Ÿ 설립요건 검토 및 형태 결정
Ÿ 설립 검토안 마련
Ÿ 설립추진 기본방침 결정
Ÿ 타당성 검토 전 1차 협의

D-360
~D-300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심의 단계

Ÿ 설립타당성 검토보고서 작성
 - 설립타당성검토계획 작성
 - 설립타당성 검토(설립타당성 검토용역기관과 

용역계약 체결 및 용역실시)
Ÿ 설립타당성 검토 결과 공개, 주민의견 수렴
Ÿ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Ÿ 조례 제정(안) 마련

D-300
~D-150

설립협의 단계
Ÿ 행정자치부(시도가 설립하는 경우) 또는 시

도와 협의(시군구가 설립하는 경우)
Ÿ 디자인상표권의 신탁관리업무협의

D-150 
~ D-120

조례, 정관 제정 
단계

Ÿ 협의결과 공개(주민의견 반영여부, 운영심의위 
심의 결과, 협의 결과 등)

Ÿ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의회
심의 등 조례제정, 공포

D-120
~ D-60

설립단계

Ÿ 임원공모 및 임명
Ÿ 정관 및 제규정 제정
Ÿ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출연기관)

D-60 
~ D-5

Ÿ 설립등기, 지정, 고시 신청 D-0 
~ D+30

[표 17. 디자인 공증협회의 설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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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자인혁신 및 사업화를 위한 파트너십 모델 활성화 방안 모색

1) 디자인 기업의 조인트 벤처 및 M&A

글로벌기업의 경우, 2004년부터 2016년까지 IT기반의 회사는 디자인회사(에이
전시/컨설턴시)의 인수와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Design in Tech 2016 보고
서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총 42개의 디자인 기업 인수합병이 있
었으며, 그중 50%는 2015~2016년 최근 1년간 이뤄졌다. Accenture, 
Deloitte 등 컨설팅 펌과 Facebook, Airbnb 등 테크 스타트업의 디자인 기업 
인수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핀테크의 성장에 힘입어 일부(BBVA, 
Capital One) 은행도 디자인 기업을 인수하였다.

2004년~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Ÿ Flextronics– 

Frog Design 
인수(2004)

Ÿ Monitor 
–Doblin 인수 
(2007)

Ÿ RIM-TAT인수(2
010)

Ÿ Facebook-Sofa
인수(2011)

Ÿ GlobalLogic-M
ethod 
인수(2011)

Ÿ OneKing’s 
Lane-Helicopte
r 인수(2011)

Ÿ Google-Mike&
Maaike 
인수(2012)

Ÿ Facebook-Bolt 
Peters 
인수(2012)

Ÿ Square-80/20 
인수(2012)

Ÿ Accenture-Fj
ord 인수

Ÿ Shopify-Jet 
Cooper 인수

Ÿ Deloitte-Bany
an Branch 
인수

Ÿ Infor-Hook & 
Loop 인수

Ÿ Oculus/Faceb
ook-Carbon 
Design 인수

Ÿ Google-Gecko 
Design 인수

Ÿ Capital 
One-Adaptive 
Path 인수

Ÿ Accenture-Rea
ctive 인수

Ÿ Deloitte-Flow 
Interactive 
인수

Ÿ PwC-Optimal 
Experience 
인수

Ÿ KPMG-Cynergy 
Systems 인수

Ÿ BCG-S&C 인수

Ÿ Facebook-
Teehan+La
x 인수

Ÿ BBVA-Spri
ng Studio 
인수

Ÿ Mckinsey-L
unar 
Design 인수

Ÿ Capital 
One-Monso
on 인수

Ÿ Wipro-Desi
gnit 인수

Ÿ ERNST & 
YOUNG-Se
ren 인수

Ÿ Deloitte-Mo
biento 인수

Ÿ AIRBNB-lap
ka 인수

Ÿ Cooper-Cat
alyst 인수

Ÿ Salesforce-
Akta 인수

Ÿ Accenture-
Chaotic 
Moon, 
PacificLink 
인수

Ÿ Flex-Farm 
Design 인수

Ÿ Pivotal-Slic
e of Lime 
인수

Ÿ IBM- 
Resource/A
mmirati, 
ecs.io, 
Aperto 인수

Ÿ KYU 
collective-I
DEO 인수

Ÿ Capgmini-F
ahrenheit 
212 인수

Ÿ Deloitte-He
at 인수

[표 18. 테크 기업들의 디자인기업(에이전시/컨설턴시) 인수 사례]

1-1) 해외 대표 M&A 사례

Google

Google – Mike & Maaike 인수
2012년 구글은 샌프란시스코 기반 디자인 스튜디오인 Mike & Maaike를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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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Mike & Maaike는 Microsoft, Dupont 등의 유수의 기업들과 프로젝
트를 해온 제품 디자인 회사로 T-mobile G1의 디자인 등 여러 안드로이드 프
로토타입의 프로젝트를 맡았다.

Google – Autofuss 인수 
2013년 구글은 영상 디자인 회사인 Autofuss를 인수하였다. 구글은 차세대 
로봇을 만들기 위해 인수한 기술 회사 7곳 중 하나이다. 로봇 공학은 소비자
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제조업 공정의 자동화를 위한 것이며, 관련 회사인 
Autofuss는 광고 및 디자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08년 설립된 Autofuss는 비디오 제작, 디자인, 컨설팅을 전문 분야로 하는 
디자인 기업이다.

Google – Gecko Design 인수
2014년 8월 23일, 구글은 ‘구글X‘의 하드웨어 프로젝트를 위해 디자인업체 ’
게코디자인(Gecko)’을 인수하였다. 게코디자인 멤버들은 구글X 프로젝트를 담
당하는 조직에 통합된다. 구글 X 프로젝트 부서는 구글글래스, 열기구 풍선, 
무인 자동차 등의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데 게코디자인 인수는 구글이 이들 제
품을 디자인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1996년 설립된 게코 디자인은 피트니스 밴드 ‘핏빗(Fitbit)’, HP 컴퓨터 타워 
및 노트북, 그리고 제 3세계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보급하는 ‘원 래봅 퍼 차일드
(One Laptop per Child)’ 프로그램에 참여한 바 있는 제품디자인 회사이다. 

Facebook

Facebook – Hot studio 인수
2013년 3월 Facebook은 샌프란시스코와 뉴욕에 본사를 둔 디자인 에이전시 
핫 스튜디오(Hot studio)를 인수했다. 1997년 설립된 Hot studio는 디지털 서
비스 디자인, 모바일 디자인 회사이며, Facebook의 소셜 네트워크 프로젝트
에 참여하여 제품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R&D, 엔지니어링 및 콘텐츠 
전략 팀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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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 – Teehan + lax 인수
2015년 페이스북은 토론토 기반 디자인 회사인 Teehan + Lax를 인수했다. 
회사 전체가 아닌 Teehan + Lax의 최고 디자이너를 인수한 방법으로 제프 
티한과 존 랙스는 각각 프로덕트 디자인 디렉터, 데이비드 갈리스는 프로덕트 
디자인 매니저라는 직함으로 페이스북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들을 영입하고 일 
년 뒤인 2016년 2월 24일, 페이스북 디자인팀은 기존의 ‘좋아요’외에 ‘화나
요’. ‘놀랐어요’, ‘슬퍼요’ 등 5개의 반응을 더한 새로운 리액션 기능을 공개했
다. 2002년 6월 설립된 Teehan + lax는 디지털 및 모바일전문 디자인 기업
이며 개방형 출판플랫폼 미디엄(medium)과 웹에서의 가독성을 극대화해주는 
플랫폼 리더빌리티(readerbility)의 레이아웃 등을 개발한 회사이다. 

Google, Facebook과 같은 유수의 테크 기업들은 기술 산업의 한계점을 잘 
이해하고 이를 다룰 줄 아는 디자이너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기술에 대한 새로운 문제들을 또 다른 기술로 해결했고, 더 빠른 CPU와 메모
리는 사용자에게 보다 나은 경험을 제공해 왔다. 하지만 최근에 이르러서 무어
의 법칙(메모리, CPU 등의 속도가 18~24개월마다 2배로 향상된다.)은 한계에 
다다랐고 성능만으로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것이 어려워졌다. 

테크 기업의 가장 큰 경쟁력은 당연히도 ‘기술적 우위’를 차지하는데 있겠으나 
기술의 발전 속도는 어느 정도의 임계점이 존재하기에 고객 경험을 차별화하
는 것이 기업의 중요한 경쟁력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단순히 모바일의 개념
을 넘어서 언제나 연결된 환경에서 사는 오늘날에는 고객의 생활 속에 밀접하
게 녹아드는 경험을 설계하는 디자이너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서, 디
자인 기업들은 계속 인수하는 것이다.

컨설팅 회사의 디자인 기업 인수 사례

Makinsey - Lunar 인수
2015년 5월 14일, 미국의 유명 디자인 에이전시 Lunar가 컨설팅 회사인 
Mckinsey에 인수되었다고 알려졌다. 루나는 Jeff Smith, Gerard 
Furbershaw, Robert Brunner 등에 의해 1984년 설립된 제품 디자인 회사
로서, 시카고, 홍콩, 뮌헨 등에 사무실을 갖고 있는 글로벌한 디자인 회사이며, 
이번 인수 결정에도 불구하고 루나는 이름을 계속 유지하고, 새로운 고객 의뢰
도 계속 받으면서 메킨지와 협력을 더 강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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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nture, 영국 서비스 디자인 회사 Fjord 인수
Accenture는, 1950년대부터 있던 Arthur Anderson에서 1989년 분리되어 
나온 Anderson Consulting이 2001년 이름을 바꾼 회사로서, 세계 최대의 비
즈니스 컨설팅 및 기술 서비스 회사이다. 이들이 고객을 대하다 보면 결국 많
은 전략이 디지털 도메인 상에서 실현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통의 부서
만으로는 이를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디자인 회사를 인수하는 전략
을 취했다. Fjord는 2001년 런던에 설립된 서비스 디자인 컨설팅 회사로서, 
다양한 서비스 산출 경험을 갖고 있는 회사이다. 

금융 회사의 디자인 기업 인수 사례

BBVA의 Spring studio 인수
2015년 스페인 은행 BBVA는 사용자 경험 디자인 기업인 Spring studio를 인
수했다. BBVA는 Spring Studio 인수 이전에도 Fjord와의 협업 등 Finance 
with Tech에 대한 지향점을 지속적으로 내비친 기업이다. Spring Studio는 
금융, 커머스 등에 특화된 사용자 경험 디자인 기업으로 세일즈 포스 및 여러 
은행의 디자인 뱅킹 시스템 디자인을 맡아왔다. 
 
Capital one – Adaptive Path 인수
2014년 거대 은행 그룹인 Capital One은 UX-서비스 디자인 기업인 어댑티브 
패스를 인수했다. 금융회사의 디자인 기업 인수 사례를 보면서, 금융업은 서비
스업이고 서비스는 좋은 디자인이 필수인 시대가 도래 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1-2) 국내기업의 M&A 사례

국내의 경우 디자인기업의 피인수 사례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WPP(Wire and Plastic Products plc)  - 바이널아이 인수 (2016.1)
세계 최대 광고그룹 WPP가 국내 디지털 에이전시 '바이널아이'의 주요 지분을 
인수했다. 바이널아이는 WPP 자회사 GREY 그룹 계열로 편입, 기존 광고 비
즈니스를 강화 및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바이널아이는 토종 디지털 광고 회사로, 웹·디자인 회사에서 출발해 광고·마케
팅 영역에 뉴미디어 기술을 결합한 디지털 광고 전문 에이전시로 현대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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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나이키 등 다양한 산업의 기업들을 클라이언트로 광고 프로젝트를 수
행하며 성장했다.

WPP는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세계 광고 업계 매출 1위 광고회사로, 155개국
에 진출해 있으며, 직원 수는 약 17만9천여 명에 달한다. 바이널아이의 합류로 
한국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디지털 마케팅 사업 역량과 비중을 한층 끌어올린
다는 계획이다.

케이벤처그룹, 탱그램 합병 (2015.6)
다음카카오의 투자전문 자회사 케이벤처그룹이 UX 디자인 전문 기업 ‘탱그램
디자인연구소’의 지분 51%를 인수, 자회사로 편입하였다.

2008년 설립된 탱그램디자인연구소는 소프트웨어 및 제품 디자인이 주 사업 
분야이며 사물인터넷(IoT) 영역까지 그 사업영역을 넓히고 있다. 탱그램팩토리
의 ‘스마트로프(Smart Rope)’는 손잡이에 달린 센서와 23개의 LED 전구를 
이용, 줄을 넘을 때마다 그 횟수를 눈 앞에 가상 현실처럼 보여주는 줄넘기로 
미국의 클라우드 소셜펀딩 사이트 ‘킥스타터’에서 현재까지 목표액의 3배 이상
을 후원받기도 하였다. 

케이벤처그룹은 해외 유수의 언론과 관계자들로부터 찬사를 받아 온 탱그램디
자인연구소의 무한한 가치와 스마트로프로부터 시작될 사물인터넷 생태계의 
변화, 그리고 다음카카오가 추구하는 모바일 생활 플랫폼이라는 목표와의 연관
성 등에 주목한 것으로 판단된다.

Weather Design, ST & Company 와 합병 (2015.3)
‘단기’라는 동영상 강의 브랜드를 시작으로 온라인 서점 리브로, 유니타스 브
랜드, MBC 뷰티 아카데미 등을 인수한 ST유니타스가 2015년 3월 디지털 디
자인 전문 회사 웨더디자인를 인수·합병하였다.

발주기관과 외부 협력업체라는 관계에서 에스티앤컴퍼니 설립 이후, 회사의 디
자인방향, 서비스 전략 등을 고민하던 차에 웨더디자인과의 인수를 제안·결정
하였다고 한다, 웨더디자인을 에스티앤컴퍼니의 디자인센터로 재편하여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디자인을 활용하고 있으며 장황해지는 제품 라인에 따라 
ST유니타스의 브랜드를 확립시키는 UX 디자인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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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인수 전 및 인수 후 기업가치의 변화

아래 표와 같이, Google, Facebook, Accenture, BBVA, Capital One 등은 
디자인 기업 M&A를 통해 대부분 매출액과 영업이익에서 많은 상승폭을 보였다.

구분 Google Facebook Accenture BBVA

前
매출액 50,180

(2012)
7.8

(2013)
28.5

(2013)
15.9

(2014)
영업
이익

10.7
(2012)

2.8
(2013)

4.1
(2013)

1.4
(2014)

後
매출액 74,540

(2016)
27.6

(2016)
30

(2014)
17.6

(2015)
영업
이익

16.3
(2016)

12.4
(2016)

4.2
(2014)

5.1
(2015)

효과

매출액
: 48.5% 증가

매출액 
: 251% 증가

매출액 
: 5% 증가 

매출액
: 10.7% 증가

영업이익
: 52.3% 증가

영업이익
: 343% 증가

영업이익
: 5.3% 증가

영업이익
: 245% 증가

디자인 프로토타입 
개발, 광고, 제품 
디자인 개발효과 등

제품, 커뮤니케
이션 디자인 등 
콘텐츠 개발에
서의 효과

서비스 디자인
에서의 효과

사용자 경험 디
자인-뱅킹 시스
템 개발에서의 
효과

[표 19. 글로벌기업의 인수 前後 기업가치의 변화(단위 : 백만불)]

Design in Tech 2016에 따르면, 89%의 기업이 ‘고객 경험의 중요성’이 기업
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믿고 있으며, 81%의 경영진이 ‘개인화된 고객 경험’을 
조직의 우선순위 탑3에 꼽았다. 이처럼 많은 조사 기관들이 고객 ‘경험’을 중
요하게 다루면서 소비자의 니즈에 맞추어 프로젝트를 하거나 제품개발을 해온 
디자인 기업들이 M&A의 대상으로 부상하였고, 비즈니스에서의 디자인의 가치
는 더욱 증대되어 디자이너 주도 기업들의 M&A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
망된다.

정부정책에 있어서는 M&A 활성화를 통한 디자인 산업 생태계 선순환구조 마
련을 M&A를 희망하는 디자인수요·공급기업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M&A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책을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디자인기업의 경우, M&A 거래(Deal) 추진에 필요한 기업실사(가치평가) 및 분
석, 계약서 작성 및 검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M&A와 관련된 세
무, 회계, 법률 등의 전문 정보서비스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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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략적 제휴 사례

산업기술의 변화속도가 가속화되고 있고 소비자의 니즈는 점점 복잡화, 다양화 
되고 있다. 내부 역량만을 활용하는 자생적 성장으로는 이러한 산업기술의 변
화 속도와 소비자의 니즈에 대응할 수가 없다. 외부역량 화보를 위한 전략적 
제휴가 요구되는 이유다. 경영전략 측면에서 인수나 합병보다는 리스크나 수익
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라이선스보다는 리스크와 수익성이 상대적으
로 높은 경쟁우위 확보전략이다.

2-1) 대표 사례

국내의 경우 전략적 제휴 역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LG전자 – 데이비드 루이스 디자이너스 협업
‘CES 2016′에서 LG전자는 ‘더 나은 삶을 위한 혁신’을 담은 ‘LG 시그니처(LG 
SIGNATURE)’ 제품들을 공개했는데, ‘LG 시그니처(LG SIGNATURE)’는 LG전
자가 처음으로 선보인 초(超)프리미엄 통합 가전 브랜드로 올레드 TV와 세탁
기,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다양한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프로젝트는 톨
스텐 벨루어(Torsten Valeur) 주도하에 기획·완성되었는데, 톨스텐 벨루어는 
덴마크의 세계적 오디오 브랜드인 뱅앤올룹슨(Bang & Olufsen)의 전담 디자
이너이자 '데이비드 루이스 디자이너스(David Lewis Designers)' 대표로 덴마
크를 대표하는 산업디자이너로 알려져 있다.

LG전자 H&A사업본부는 2016년 17조 2342억원의 매출을 올려 전년(16조 
5313억원) 대비 4.3%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1조 3344억원으로 사상 최대치
를 달성했는데 이는 원가구조 개선과 더불어 LG시그니처로 대표되는 프리미엄 
가전 제품 판매 호조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 – fuse project 협업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세계적 산업 디자이너 이브 베하(Yves Behar)와 협
업하여 SUHD TV의 최상위 프리미엄 제품인 SUHD TV '82S9W'CES를 출시
한바 있다, 스위스 출신의 산업 디자이너인 이브 베하는 타임지가 선정한 ‘최
고의 25명 선지자’ 중 하나이자, 포브스가 뽑은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산업디자이너”로 샌프란시스코 소재 산업디자인 스튜디오 퓨즈프로젝트
(Fuseproject)의 창업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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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품은 TV를 벽에 걸거나 한 쪽에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집안 공간 어
디나 놓일 수 있는 제품으로 메탈 큐브 위에 스크린을 얹은 조각상 같은 디자인이 
TV를 예술 작품의 경지로 끌어 올렸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는 이 제품은 
2015년 CES(Consumer Electronics Show)에서 CES혁신상을 수상하였다.

삼성전자는 2006년 와인잔을 형상화한 ‘보르도 LCD TV’를 시작으로 유리로 
감싸듯 한 느낌을 주는 '크리스털 로즈 LCD TV'(2008년) 세계 최초로 선보인 
3D 입체화질의 '풀HD 3D LED TV'(2010년) UHD 초고화질 TV에 몰입감을 
더한 ‘커브드 UHD TV’(2014년) 세계 최고 수준의 독자 화질 기술을 담은 
'SUHD TV'(2015년)까지 TV시장의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며 10년 연속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에어비타(AIRVITA, 국내 중소기업) – 바이러스디자인(BUYRUSDESIGN) 협업
공기청정기 제조업체인 에어비타는 제품의 디자인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2013년 12월부터 바이러스디자인과 협업을 시작하였다. 디자인을 전공한 
직원이 직접 발품을 팔아 바이러스디자인을 찾아내었다고 한다. 

제조업은 그 특성상 실제 양산된 제품보다 실험 단계에서 그치는 시안이 훨씬 
많은데 에어비타는 상품화되지 않은 콘셉트라고 해서 디자인 비용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협업 초기에는 디자인 외적인 이야기를 나눠가며 양
사 대표, 구성원간의 신뢰를 쌓아가며 디자인을 전사적으로 활용하게 된 국내 
중소기업과 디자인전문회사 간 대표적인 협업 케이스로 소개되고 있다.

아이레보(irevo, 국내 중소기업) – 플레이랩(PLAY LAB) 협업
열쇠 시장의 디지털화를 이룬 아이레보는 그 시작은 1997년 디지털 기술을 바
탕으로 한 벤처기업 ‘파아란테크’였다. 창업자 故 하재홍 대표는 대우전자 연
구소에서 근무하던 시절 플로팅(floating) ID라는 기술을 개발해 도어록에 적
용했다. 스마트 열쇠를 사용할 때마다 281조×42억분의 1 확률로 암호가 자동
으로 바뀌어 열쇠 복제의 우려가 없는 혁신적인 기술이었다. 

디지털 도어록의 형태를 확립한 히트 제품들이 탄생하고 몇 년이 지나자 아이
레보는 디자인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플레이랩과의 협업이 시작
되었다. 협업 결과물인 V-100은 히트 상품으로 디지털 속성을 강조한 첫 모델
이자 디지털 도어록의 상징이 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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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전기(keyang, 국내 중소기업) – 212컴퍼니(212 Company, Inc) 협업
계양전기는 1977년 당시 불모지였던 국내 전동공구 산업을 개척한 이래 현재 
자동차용 모터, 산업용품, 엔진 등 기계와 전기·전자를 융합한 제품을 생산하
는 메카트로닉스 기업이다. 특히 212컴퍼니가 주로 디자인하는 전동공구는 전
기를 동력으로 작동하는 공구를 총칭하는데 충전 드릴, 해머, 그라인더, 원형 
톱 등 일반 가정뿐 아니라 각종 건설 현장, 인테리어 현장에서 전문가들이 사
용한다. 

디자인 경쟁력을 갖추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생각에 디자인 전문 
회사와 협업을 시작했는데 2006년부터 계양전기와 함께 한 212컴퍼니는 세 
번째 회사이자 가장 오랜 인연을 이어온 회사가 됐다. 계양전기의 이정훈 대표
는 이러한 협업 형태가 가장 이상적인 디자인 프로세스라 믿는 디자인 경영의 
실행자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내부 디자인 팀은 제품에 대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디자인이 개발 
위주로 흘러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반면 다양한 제품 디자인 경험이 많
은 디자인 전문 회사와 협업하면 참신한 아이디어를 많이 접할 수 있다고 믿
고 이런 신선한 아이디어를 내부 디자이너와 엔지니어들이 현실성 있도록 다
듬는 과정에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점에서 외부 디자인전문기업과의 
협업을 중시한다고 한다,

세비앙(CEBIEN, 국내 중소기업) – 사이픽스(Cyphics) 협업
1993년에 설립한 세비앙은 욕실 샤워기 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며 국내 관
련 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다. 세비앙과 사이픽스가 협업을 시작한 시기는 
2008년부터이며 이후 2010년 사이픽스와 함께 개발한 ‘세비앙 가로 본능 UP’ 
욕실 시리즈는 샤워의 편리함은 물론 수납도 할 수 있는 가구 개념 샤워기·부
스 제품으로 욕실 자체를 리모델링한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는 우수 혁신제품
으로 시장에 소개되며 실적 측면에서도 큰 성공을 거둔 제조업체-디자인전문
회사의 대표 협업사례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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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전략적 제휴 효과

구분 에어비타 아시아블로이
(아이레보) 계양전기 세비앙

前
매출액 109

(2013)
368

(2014)
1,367
(2006)

89
(2008)

당기
순이익

5.8
(2013)

32.3
(2014)

53
(2006)

4.6
(2008)

後
매출액 159

(2015)
2,031
(2016)

3,399
(2016)

113
(2016)

당기
순이익

20.5
(2015)

217
(2016)

172
(2016)

12.9
(2016)

효과

매출액
: 45.9% 증가

매출액 
: 451.9% 증가

매출액 
: 148.6% 증가 

매출액
: 27% 증가

당기순이익
: 253% 증가

당기순이익
: 572% 증가

당기순이익
: 225% 증가

당기순이익
: 180% 증가

디자인아이덴티
티에서부터 브
랜드 철학 공유

회사 철학에 
디자인 가치가 
녹아 있는 기업

브랜드, 디자인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

디자인에 대한 
지속적인 경영
자의 관심·투자

[표 20. 전략적 제휴 前後 기업가치의 변화(단위:억원)]

사례에서 미루어 보건데, 중소·중견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간의 전략적 제휴
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수요자인 중소, 중견 기업의 측면에서는 디
자인 기술력 화보를 위한 시간의 단축과 비용의 절감을 할 수 있고 디자인 수
요·공급기업 각자의 연구 및 개발역량을 단시간 내에 증대시킬 수 있으며, 이
를 통해 시장지위 강화의 효과를 구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 정책에 있어서는 디자인 투자, 경영의 성공사례 확산을 위해 디자
인 수요기업의 최고경영자가 디자인을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디자이너형 CEO
가 될 수 있도록 꾸준한 디자인 인식제고에 대한 프로그램을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인력과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직원 개개인의 역할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특
성을 감안한다면 디자인이 투자 대비 성과가 월등히 높으며 신시장을 열어 줄 
수 있는 수단이라는 최고경영자의 믿음 내지 경영적 판단 없이는 디자이너 또
는 디자인전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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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전문회사와의 전략적 제휴는 제품기획부터 제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에서 일부분이 아닌 회사 철학에 디자인 가치를 담고 회사 아이덴티티, 브랜드 
철학을 만들어 내기 위한 전사적인 활동으로서 이를 위해서는 경영프로세스, 
조직운영, 자원배분, 디자인마인드에 있어 디자인을 기업경영의 중요수단으로 
인식하고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디자인 책임자에 대한 일정한 권한 
위임 또는 엔지니어링 파트와의 동등한 지위 설정 등 기업 사정에 맞는 후속 
조치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인수합병 시 유의사항

3-1) 인수합병의 추진단계

일반적으로 인수합병과 조인트벤처는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된다. 디자
인 전문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인수합병의 피인수/피합병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
고, 조인트벤처/전략적제휴의 경우에도 피협상대상일 경우가 대부분으로 추진
단계 역시 대상자의 입장에서 기술하였다.

[그림 5. 중소 디자인기업의 M&A와 Joint Venture 추진단계32)]

3-2) 인수합병의 체크포인트

디자인전문기업이 피인수협상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다양한 위험 및 체크포인트
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2) ‘M&A와 PMI’, 서영우, 시그마인사이트(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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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기업인수합병의 단계별 체크포인트(디자인기업의 매도경우)] 
추진단계 주요업무 관련위험 체크포인트

의사결정 Ÿ 의사결정 Ÿ 전략적 의사결정 
위험

Ÿ 매각이외에 다른 전략선택
Ÿ 경영권유지의 필요성판단
Ÿ J/V의 대안 검토
Ÿ 주주총회/이사회 설득/협의

준비작업

Ÿ Task Force팀 
구성

Ÿ 전략수립
Ÿ 추진방안 및 일

정검토
Ÿ 매각용 안내자료 

준비 
Ÿ 가치평가
Ÿ 접촉대상리스트

설정

Ÿ 정보유출의 위험
Ÿ 외부자문회사계약

위험
Ÿ 무형자산의 저평

가 위험
Ÿ 인력유출의 위험

Ÿ 내부추진역량 및 준비도 판단
Ÿ 매각자산 범위 판단(사업부,

자산, 지분 등)
Ÿ 최적의 인수기업후보군 도출
Ÿ IM/DD등 작성
Ÿ 접촉자/접촉방법 등 결정
Ÿ 내부보안유지
Ÿ 필요시 직원 이직/동요 관리 

등에 대한 안전장치(매각이
후 고용안정/급여상승효과 
등 홍보계획수립)

Ÿ 내부핵심역량유출방지프로그
램 개발

접촉
Ÿ 의사타진
Ÿ 비밀유지협약체결
Ÿ 상세자료제시

Ÿ 매각소문으로 인
한 명성위험

Ÿ 내부핵심역량유출
위험

Ÿ 대리인계약
Ÿ 법적위험에 대한 고지/내부

교육

입찰제안
Ÿ 매수희망제안서
Ÿ 실사
Ÿ 최종제안서

Ÿ 비전문적인 대응
으로 관리오류

Ÿ 회계법인 계약
Ÿ 체계적인 실사대응
Ÿ 요청제안서의 포맷작성

협상대상자
선정

Ÿ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Ÿ 양해각서 체결
Ÿ 인력유출의 위험

Ÿ 선정기준에 대한 객관성
Ÿ 양해각서의 바인딩여부(실사

보증금)

협상 Ÿ 상세실사
Ÿ 조견협의

Ÿ 협상전문가미흡으
로 저평가 계약위
험

Ÿ 계약서작성(법무법인지원)
Ÿ 무형자산평가(영업권 등)

계약체결 Ÿ 본계약체결
Ÿ 거래종결

Ÿ 계약 미체결 위험
Ÿ 소송의 위험

Ÿ 계약서(법무법인지원)
Ÿ 직원이탈 및 동요관리
Ÿ 이해관계자 공유

사후관리 Ÿ 사후관리체계 Ÿ 소송의 위험
Ÿ 부외부채발생위험

Ÿ 계약이행사항준수여부확인
Ÿ 임직원 각서

디자인기업이 매각절차를 진행하면서 시행착오를 할 수 있는 사례는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부적 자산에 대한 미숙한 가치평가로 저평가할 
위험, 내부적으로 전문 디자이너의 인력유출현상이 발생할 위험, 계약서 미흡
으로 인해 내부자산의 공개를 모두하고 계약종료도 안되고 핵심기술만 유출될 
위험, 계약종료이후 법적소송에 휘말려 사업존속이 어려운 경우 등 다양한 사
업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디자인 전문기업은 내부적으로 숙달된 회계, 세무, 재무 인력이 부재한 경우가 
많아 외부적으로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의 자문을 받아 계약에 임하는 것을 권
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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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지금까지 국내 디자인투자 관련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고, 해외 사례 등을 
보면서 투자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부의 디자인산업 지원에 힘입어 우리나라 디자인 산업은 최근 10년간 양적
으로 크게 성장하였지만 이는 제조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견인한 이유이다. 
반면,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조사에 의하면 디자인을 활용하는 기업은 전체 기업
의 12.8%(2010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중소, 중견 기업의 디자인 투
자는 미흡한 실정이다. 

디자인 투자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보자면 제도적으로 먼저 지원 시책이 각 기
관별로 분산되어있다. 상이한 담당부처의 기준과 해석, 그리고 일관되지 않은 
지원책으로 인해 산업경쟁력제고에 한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디자인 활용 기업
에 대한 지원 체계가 미흡하다. 즉, 디자인 활용 중소기업에 대한 기존 지원책
이 교육, 인력 파견, R&D 등 개별 사업별로 목적과 성격이 다른 별도지원제도
로 체계적이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디자인에 대한 인식 부족, 
무형자산에 대한 도용과 침해 문제도 기업들이 디자인 투자를 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는 요인이다. 

해외 주요국가의 디자인 지원 관련 현황을 보면, 일찍이 많은 해외 선진국들은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디자인 조기 교육
이나 디자인 활용 기업을 지원하면서 기업들의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을 제고시킬 수 있었다. 

영국의 경우 정부 안에 있는 여러 장관, 부서 간 긴밀한 의견 교환을 통해 현
실적인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며, 체계적인 디자인 교육 제도가 강
점이다. 이들이 전략적인 밑거름이 되면서 세계 최고의 디자인 강국이 되었다. 
일본의 경우 디자인 수요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 제도를 정부별
로, 지자체별로 운영하면서 디자인 투자를 위해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
다. 또한 민간단체들도 정부 및 공공단체와 상호 협조하여 종합적인 디자인 산
업 육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프랑스는 공공 및 민간 기관이 독립, 분산적으
로 추진하면서 전 분야에서 우수한 지원 제도를 갖고 있으며, 오래전부터 예술
적 전통과 디자인 교육에 대한 투자 및 시스템으로 디자인 인프라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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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민간 디자인 단체의 디자인 지원 프로
그램이 활성화되어 디자인 공급기업 강화와 디자인 인프라 확충 분야 지원 제
도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선진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디자인 분야는 정부 부처간 연계성, 디
자인 기업 투자와 디자인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디자인 관련 정부사업이 여러 부처에
서 추진되고 있으나 이를 조율할 디자인산업 관련 협력 체계가 없는바 여러 
부처 간 협업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기업들의 디자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디자인투자관련 법, 제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디자인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법제도를 개선시킬 필요
가 있으며, 디자인전문회사의 디자인 권리 보호할 디자인공증협회와 같은 기관 
설립도 필요하다. 이외에도 디자인 수요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장
치를 강화하거나, 인식 개선을 위해 일찍이 디자인 교육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
다.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디자인 기업을 인수하거나 전략적 제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사례들이 매출액, 영업이익 상승 등 기업들이 성장하는 
데 긍정적인 요인이 되므로 우리 기업들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디자인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이런 흐름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에 기업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의 디자인 기업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그와 비례
하여 증대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중소, 중견 디자인 수요기업들이 
디자인 투자를 늘리고 디자인전문기업들이 더욱 개선된 환경에 놓이면서 우리 
디자인 분야가 더욱 경쟁력을 지닐 수 있도록 앞서 제시한 방안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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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양식]

민간기업 디자인투자 애로사항 조사
조사기준일(2017년 8월 24일)

조사번호
00번

작성기관 : 한국디자인진흥원

본 조사는 민간의 디자인 투자 유도를 위한 디자인 투자환경 개선정책 수립 
등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며, 통계 목적이외에는 절대 사용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사로 바쁘신 와중에 요청을 
드리게 된점 양해의 말씀 올립니다.

기업체명 대표자명

주요 생산품명 1. 2. 
응답자(연락처) 성명 : 000(직위) TEL : (000) 000-0000

기업규모 상장여부 자본금 종업원수
수출비율
(매출액 대비 

수출액)
□ 대기업
□ 중소기업
□ 벤처기업

□ 거래소
□ 코스닥
□ 해당사항없음

   억원   명   %

1  귀사의 디자인 투자 유형은?(복수 대답 가능)

① 설비투자(디자인·설계 소프트웨어, 디지털 장비 등)
② 인력채용(디자인직군 신입/경력지원 채용)
③ 디자인전문기업과의 협업(연구용역)
④ 디자인전문기업과의 협업(공동사업)
⑤ 디자인연구소 구축(토지, 건물)
⑥ 기타(                                    )

2  귀사의 디자인 투자 자금 조달방법은?(복수 대답 가능)

① 내부 여유자금 ② 회사채 발행 ③ 금융기관 차입 ④ 합작투자
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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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사의 디자인 투자 결정 시 애로사항은?(복수 대답 가능)

① 자금 부족
② 전문인력 확보 애로
③ 정부규제
④ 투자수익 불명확
⑤ 디자인 모방
⑥ 기타(                                    )

4  귀사의 디자인 투자 확대에 가장 효과적인 정부정책은?

① 저금리 정책자금
② 금융기관 대출조건 완화(담보 설정 등)
③ 투자세액 공제제도
④ 인력채용 자금 지원
⑤ 교육훈련 지원
⑥ 디자인권 보호
⑦ 기타(                                    )

5  귀사의 디자인 투자 확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복수 대답 가능)

① 투자자금
② 전문인력
③ 투자마인드
④ 수익모델
⑤ 기타(                                    )

6
 귀사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효율적인 디자인 투자 지원책은 무엇입니까?

(주관식, 복수 대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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