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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oles and human resources of service design. Background: The 
definition of service design is not clear yet, also did not define in this study. I studied the components of service design 
which are roles and human resources. That is helpful to understand the definition of service design and to clarify the works 
in service design. Method: I compare the service design with user experience design. I empirically define the roles and 
human resources of service design. Results: The roles of service design are service strategy, research, service concept design, 
service specification, service architecture design, integrated communication design, integrated system design, integrated 
operation design, service evaluation, launch, operation, and knowledge management. Conclusion: We defined who works 
and what works in service design. Applic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help the clarification of servic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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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서비스 디자인은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것(design of 

service)에서 서비스를 위해 디자인을 하는 것(design for 

service)까지 다양한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 개념으로서는 

합의된 정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큰 

개념에서 정의하기보다 서비스 디자인에서의 업무역할을 정

의를 하고 일을 하는 인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파편화

된 개념을 가지고 서비스 디자인의 구조를 연구하고자 한다. 

서비스 디자인의 업무역할을 정의하기 위해서, 이를 위한 기

본 구조는 사용자 경험 디자인에 분야의 업무역할을 참조하

였다. 사용자 경험 디자인 분야도 합의된 정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나 서비스 디자인 보다는 먼저 활성화된 분야여서 

상대적으로 담론이 많이 이루어진 분야이다. 서비스 디자인

과 UX(User Experience) 디자인의 차이를 어떻게 볼 것인

가는 크게 세 가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Figure 1). 서

비스 디자인과 UX 디자인을 공통된 부분이 많고, 각자의 영

역을 인정하는 것이 (a)인 경우이다. (b)의 경우에는 서비스 

디자인과 서비스를 위한 UX 디자인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

이다. 즉 UX 디자인을 서비스 디자인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을 한다. (c)의 경우에는 UX 디자인이 사용자 중심으로 

풀어가는 프로세스이고 서비스 디자인은 사용자 뿐만 아니

라 만드는 사람까지 고려하는 프로세스 관점이라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디자인을 UX 디자인 보다 확대된 개

념으로 본다. 

서비스는 제품에 비해 물리적 활용도가 낮고, 사양

(specification)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라도 그로 인한 치

명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개발 과정에서 프로토타입의 적

용성이 낮고, 출시 후 설계 변경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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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relation diagram of service design and UX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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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품과 서비스를 구분을 하는 

정의를 채택하고, UX 디자인 분야에서도 만들기 쉬움(easy 

to make) 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b)의 정의를 기반으

로 하고, 이를 기반으로 UX 디자인에서의 업무역할을 기반

으로 서비스 디자인의 업무역할을 유도하였다. UX 디자인의 

업무역할은 Figure 2에 나타나 있다(Pan, 2010). 

2. Process and Application of 
Service Design 

서비스 디자인의 적용에서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서

비스 디자인의 적용범위와 협력범위이다. 적용범위라는 것은 

서비스 디자인을 개발 및 구축 이전 단계로 볼 것인지, 서비

스 디자인을 개발, 적용, 운영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것

인가 하는 것이다. 즉 서비스 디자인을 산출물이 나오면 개

발팀이나 운영팀에 넘겨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구

축 및 운영까지 하는 것을 포함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물론 

서비스 디자인 자체는 프로세스 전체를 아우를 수 밖에 없

지만, 실제 주요 산출물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하는 것

이다. 

협력범위는 서비스 디자인 조직이 어디까지 업무를 담당

하느냐 하는 것이다. Viladas(2011)는 서비스 디자인을 기

업, 기능 분야, 디자인팀으로 구분하였다. 기업영역에서는 기

업 전략, 사업계획, 서비스 런칭, 관리, 개선, 성장 등을 수행

하고, 기능적인 분야는 마케팅, 운영, 인사관리 등을 포함하

고 있다. 디자인팀은 조사, 아이디어, 평가 등을 수행한다. 

서비스 디자인의 개념의 범위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듯

이, 적용범위와 협력범위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비스 디자인의 업무범위를 개발 이전으로만 보거나, 서

비스 디자인팀이 다른 기능팀과 협업할 수 있는 내용으로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좀 더 이해하기 편하나, 본 연구에

서는 확대된 적용범위와 협력범위를 가정하고 있다. 서비스 

분야를 수행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영세한 경우가 많아서 

자체적으로 마케팅이나, 관리 조직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범위를 엄격하고 명확하게 정리가 되면 

업무역할 및 산출물은 명확하나, 실제 적용할 경우에 이를 

적용하기가 어렵다. 본 연구에서의 디자인의 업무역할과 인

력은 확대된 적용범위와 협력범위를 가정하고 있다. 

3. Roles of Service Design 

3.1 Service strategy 

서비스의 전략을 위해서는 시장과 고객을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이다. 서비스 전략의 업무는 마케팅 분야에서 사용

하는 방법론인 자사 및 경쟁사 경쟁력 분석, 차별화 및 포지

셔닝 전략, 스왓(SWOT)분석, 전략 체계도(Kaplan et al., 

2004)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마케팅 접근 방법

에 비해 경쟁사 분석이나, 기존 서비스 등을 분석할 경우에 

관찰기법 등 사용자에 대한 부분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가

지고 있는 리소스나 제한점에 대해 명확히 파악을 하고, 서

비스 디자인 과제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정해야 한다. 내부 조직(in house)과 외부 조직(outsourcing, 

agency)에서 수행할 것과 일정과 예산에 따라 프로세스를 

정해야 한다. 기획, 디자인, 개발 및 구축, 적용, 운영에서 어

디까지 관여할 것인지, 또한 협력부서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정의해야 한다. 

3.2 Research 

리서치는 사람에 대한 리서치와 비즈니스에 대한 리서치

를 수행한다. 사람은 크게 사용자와 종업원으로 구분을 한다. 

본 연구에서 종업원은 고용주 및 고용인 모두 포함한 개념이

고 서비스 제공자를 의미한다. 사용자에 대한 연구는 사용자 

경험 디자인 분야에서 연구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다. 서비스

에서는 사용자의 행위 또는 반응 자체가 서비스의 구성 요소

이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연구가 더 강조가 된다. 서비스 시

스템은 종업원도 포함되어 있고, 좋은 서비스는 종업원의 만

족도도 중요하다. 종업원은 크게 대면 종업원과 비대면 종업

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는 사용자와 대면하는 종업원과 

그렇지 못한 종업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용자와 대면하는 

종업원을 연구할 경우에는 사용자와 같이 고려해야 한다. 종

업원에 대한 연구 방법론은 사용자에 비해 덜 활성화 되어 

있다. 종업원을 연구할 경우에는 종업원의 만족도라는 측면

과 종업원 업무의 효율성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한다. 또한 

종업원 업무는 서비스 시스템의 도구로 치환될 수 있고, 사

용자하고도 업무를 치환할 수 있다. 전자 같은 경우는 자동

Figure 2. The roles of user experienc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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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시스템이나, 인식 기술을 활용을 하는 것이고, 후자는 셀

프 서비스와 같이 사용자가 직접 서비스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즉 종업원의 업무범위는 항상 가변적이라는 것

을 전제를 해야 한다. 사용자 조사의 결과를 페르소나나 시

나리오로 정리를 하듯이, 종업원에 대한 결과도 페르소나나 

시나리오로 정리할 수 있다. 비즈니스는 복잡도가 증가하고 

있고, 비즈니스 모형 자체가 디자인의 대상이 된다. 유사 비

즈니스를 분석하거나 비즈니스의 트렌드를 잘 이해해야 한

다. 서비스 제공자가 모든 것을 제공하는 형태에서 서비스 

제공자가 프레임워크만 제공하고 그 내용을 사용자가 제공

하는 비즈니스 형태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즉 비즈니

스의 형태 자체가 사용자의 트렌드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비즈니스 모형 자체가 서비스 디자인의 핵심인 경우도 있다. 

3.3 Service concept design 

서비스 컨셉에서의 핵심은 스토리이다. 서비스의 차별화가 

구체화되는 부분이고 방향성을 정하는 부분이다. 서비스의 

구체적 방향성을 정하는 지침이 된다. 이 부분은 신규로 발

굴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개선하는 것인지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달라지게 된다. 

3.4 Service specification 

서비스에서 사용자에게 어떤 편익을 제공할까 하는 것을 

정의한다. 블루프린트 등은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전체 그림

을 보는 데 도움이 된다. 카노 모델을 통해 필수 요소, 기능 

요소, 매력 요소 등으로 구분하여 기능의 우선순위에 대한 

원칙을 정할 수도 있다. 제품에서의 기능을 디자인하는 것과 

대응이 된다. 

3.5 Service architecture design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어떤 식으로 전달할 것인지를 구성

하는 단계이다. 서비스 프로세스 및 전달 방식에 대한 구성

이다. 서비스 시스템은 도구와 종업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

문에 도구와 종업원에 업무 체계도를 구성한다. 서비스 구조 

디자인에서 중요한 점은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참여 정도는 

다르겠지만 사용자의 참여 부문이다. 즉 서비스 구조는 도구

와 종업원으로 구성된 서비스 시스템 및 사용자로 구성이 

된다. 

3.6 Integrated communication design 

서비스 기업과 사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은 온오프라

인, 모바일 등 다양한 접점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마케팅, 시각 디자인 분야 뿐만 

아니라 경험 자체도 커뮤니케이션 대상이 된다. 사운드 및 

향기 등도 포함이 된다. 

3.7 Integrated system design 

제품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 건축 등 각 디자인 분야 뿐

만 아니라, 시스템 도구 및 개발과 관련된 부분도 포함이 된

다. 공간 및 레이아웃 등도 포함이 된다. 

3.8 Integrated operation design 

서비스 시스템은 운영을 통해 지속적 개선을 하는 것이 중

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운영에 대한 체계적 구성을 가지지 

않으면 주먹구구식 개선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운영에 대

한 체계를 구성하고, 참여하는 종업원들의 할 일과 체크 포

인트, 또는 검증의 방법 및 개선의 방식 등 운영에 대한 디

자인을 수행한다. 

3.9 Service evaluation 

서비스 평가는 크게 기획 평가, 프로토타이핑 평가, 적용 

평가, 운영 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기획 평가는 서비스 전략 

및 컨셉에 대한 평가라 할 수 있고, 프로토타이핑은 디자인

과 개발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평가로 페이퍼 프로토타

이핑에서 하드 프로토타이핑까지 구현 정도에 따라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기획 평가는 방향성에 대한 평가라 할 수 

있고, 프로토타이핑 평가는 서비스 시스템이 사용자에게 더 

적합하도록 개선을 위한 평가라 할 수 있다. 적용 평가는 서

비스가 현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비스가 구축이 되어서 

시장에 출시될 때에는 반드시 파일럿 평가를 해야 한다. 실

제 환경과 실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진행을 

해서 서비스의 문제점을 개선을 한다. 운영 평가는 실제로 

서비스가 사용자에게 운영이 될 때 평가를 하는데 사용자를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평가도 수행

을 한다. 

3.10 Launch 

기획과 디자인 과정에서 고려를 많이 해도, 실제 시장에 

서비스를 출시할 때는 생각 못한 많은 요소들이 있다. 출시 

전에 실제 환경과 실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파일럿 평가를 하

는 것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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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Operation 

서비스의 완성은 사용자가 참여하는 데 있다. 즉 운영 단

계에서야 서비스의 디자인의 실체를 명확히 알 수 있다. 사

용자의 경험학습에 대한 패턴은 중요하다. 서비스 디자인팀

이 운영에 참여 못할 경우도 있지만, 통합 운영 디자인 부문

에서 운영에 대한 체계적 디자인은 필요하다. 

3.12 Knowledge management 

각 단계별 많은 자료가 있고, 서비스 관련한 많은 업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형식지 형태의 자료가 많지 

않다. 서비스 디자인 단계별 지식을 관리하고, 디자인에 도

움이 되는 툴을 확보를 한다. 

4. Human Resources of Service Design 

인력과 업무역할과의 관계는 하나의 업무역할을 여러 명

의 인력이 수행할 수 있고, 한 명이 여러 개의 업무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인력 부분은 서비스의 적용범위와 협력범위

에 따라 구성이 달라지나, 업무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을 기반으로 구성하였다. 

 

 서비스 디자인 리더 

서비스 디자인 과제를 이끄는 사람이다. 서비스 디자인 방

법론 및 프로세스 및 인력에 대해 잘 파악을 하고 있다. 과

제의 목적을 잘 설정하고, 서비스 디자인 과제의 산출물을 

관리한다. 

 

 서비스 전략가 

마케팅 및 비즈니스 모형에 대해 잘 이해를 하고 있다. 서

비스 컨셉 및 기능 디자인에 참여하기도 한다. 

 

 리서치 전문가 

사람에 대한 연구에 대한 전문가이다. 사용자 조사 뿐만 

아니라 종업원 조사도 잘 수행할 수 있다. 정성적 리서치 전

문가는 UX 디자인 분야에서 많이 수행을 하고 있다. 

 

 서비스 아키텍트 

서비스 컨셉 디자인, 서비스 기능 디자인, 서비스 구조 디

자인 등을 수행할 수 있다. 통합 시스템 디자인과 통합 운영 

디자인의 업무를 수해하기도 한다. 서비스 아키텍트의 역할

이 서비스 디자인 분야에서 잘 정의되고 인력도 많이 배출이 

되어야 하는 분야이다. 

 

 디자이너/통합 디자이너 

인터랙션 디자인, 콘텐츠 디자인, 시각 디자인, 제품 디자

인, 인테리어 디자인 등 다양한 디자인 전문가 및 여러 개의 

분야의 디자인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통합 디자이너가 있

다. 서비스가 점차 융복합화 되고, 분야도 융복합 되면서 

여러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 디자이너의 수요가 늘고 

있다. 

 

 평가 전문가 

프로토타이핑 전문가, 평가 전문가다. 기획 및 디자인 단

계에서는 디자이너가 사용자를 참여시켜 직접 평가를 수행

하기도 한다. 품질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평가에 대한 전문가

가 필요하다. 사용성 평가처럼 서비스 분야에 상관없이 적용

할 수 있는 평가 체계가 아직 서비스 분야에서는 정리되어 

있지 않다. 

 

 서비스 개발자 

서비스 개발자가 서비스 디자인팀에 포함될 수도 있고, 포

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과제범위에 따라 판단한다. 서

비스 개발자는 서비스 분야에 따라 개발 및 구축 등 실제로 

서비스의 시스템을 현실화하는 인력이다. 

 

 서비스 운영 전문가 

서비스 운영에서 실제 사용자가 참여하는 단계이고, 실제

Table 1. The roles of service design 

Integrated 
communication design

Integrated 
system design 

Service 
strategy Research 

Service
concept
design 

Service 
specification 

Service 
architecture

design 
Integrated 

operation design 

Service 
evaluation Launch Operation

Knowledg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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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서비스 시스템이 완성되는 시점이다. 서비스 디자인팀 

전체가 이 단계에 참여하면 더 효과적일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라도 서비스 운영 전문가가 운영의 효율성 및 사용

자의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지식관리자 

서비스 각 단계에서 나오는 산출물 및 프로세스를 지속적

으로 자료화해서 관리한다. 서비스 디자인을 효과적으로 수

해할 수 툴을 확보하는 것도 효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다. 지식관리자는 DB뿐만 아니라, 툴 등을 지소적으로 확보

한다. 

5. Conclusion and Discussion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디자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

지 않고, 서비스 디자인의 업무역할과 인력에 관해 논의를 

하였다. 본 연구는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범위를 규정할 때 

프로세스, 방법론, 인력에서 인력에 중점을 두었고, 특히 업

무역할과 인력에 대해 규정을 하였다. 이 규정은 아직 합의

되거나 검증이 된 내용은 아니나 서비스 디자인의 실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서비스 전략, 리서치, 서비

스 컨셉 디자인, 서비스 기능 디자인, 서비스 구조 디자인, 

통합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통합 시스템 디자인, 통합 운영 

디자인, 서비스 평가, 적용, 운영, 지식관리 등 12개의 업무

역할을 정의하였고 개발과 구축 관련해서는 통합 시스템 디

자인에서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인력은 9개 분야로 정리를 

했는데 이는 서비스 디자인팀의 성격에 따라 확장될 수도 축

소될 수도 있다. 서비스 디자인 리더, 서비스 아키텍트, 지

식관리자 등은 기존 서비스 영역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영

역이고, 디자이너 들도 다양한 디자이너 또는 통합 디자이너 

등이 참여해서 확장된 형태의 디자인을 수행을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논의된 업무역할에 대해 상세한 연구가 필요

하고 검증도 필요하다. 이는 프로세스와 방법론과 연계되어 

서비스 디자인의 구조를 확립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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