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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미국 경제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2015년 3
1)

월 19일, 다우지수 산출의 바탕이 되는 30대 우량기업의 구
성에 변화가 있었다. 140세 AT&T가 탈락한 자리를 39세의
애플이 메운 것이다. 1885년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설립한
AT&T는 1917년부터 다우존스의 멤버가 된 이래 98년 동안
이나 그 자리를 지켰으며, 현재 총 고객 수는 1억 5천명에 달
하는 미국 최대의 전화회사이다. 반면에 애플은 1976년 한
가정집의 차고에서 퍼스널 컴퓨터를 조립하는 스타트업으로
시작하여 2015년 시가 총액이 816조 원(7580억 달러)에 달
하는 세계 최대 기업으로 성장했다.

한때, 히피 사상에 심취하여 대학을 중퇴한 스티브 잡스가 창
업한 애플의 성장은 창조산업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다큐멘
터리와도 같다. 애플 컴퓨터의 조립과 판매, “설탕물을 파는 대
신, 함께 세상을 바꾸자”며 CEO로 영입했던 존 스컬리(John
Scully)와의 불화, 잡스의 사직과 넥스트 컴퓨터 설립, 제품의
판매 부진에 따른 심각한 경영 위기, 잡스의 복귀와 고속 성장
을 거쳐 애플은 회생했다. 뛰어난 원천 기술이나 제조 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애플이 승승장구하는 비결은 바로 디자인경영
이다. 디자인 안목이 높은 최고경영자와 심금을 울리는 디자인
역량을 갖춘 최고디자인책임자(CDO: Chief Design Officer)
의 시너지로 디자인경영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최근 우리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창조경제가 성공하려
면 디자인경영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애플같이 뛰어난 스타
트업을 얼마나 많이 육성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주가와 디자인경영은 어떤 관계가 있
는지, 애플 디자인경영의 특성은 무엇인지, 영국 창조경제의
성공 비결은 무엇인지, 왜 디자인경영을 창조경제의 활력소
로 활용해야 하나 등에 대해 다룬다.
1다
 우존스 산업평균지수(Dow Jones Industrial Average) 또는 “다우지수 30”이라 불
리는 이 수치는 뉴욕 증시에 상장된 30대 우량기업의 주가를 산술 평균한 값으로 미국의
증시 동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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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P 지수와 디자인 지수의 비교

하여 국제적으로 평판이 높은 디자인상(賞)을 수상한 기업으로 모
두 63개 기업이 선정되었다. 두 집단을 비교해보니 DCC의 주가

애플의 디자인경영

평균 지수인 ‘디자인 인덱스(design index)’가 일반 기업 평균보다

미국 뉴욕의 5번가의 애플 스토어(Apple Store)에서는 세련된 느

200퍼센트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곧 디자인에 투자하는

낌이 넘쳐난다. 거대한 유리 상자 건물에는 흰색 애플 로고가 표시

회사들의 실적이 좋다는 것은 물론 실적이 좋은 회사들이 디자인

되어 있을 뿐, 간판은 물론 그 흔한 제품 소개 배너 하나 없다. 일체

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 장식이나 군더더기가 없는 미니멀 디자인의 전형을 보는 것 같
다. 지하의 매장에 가려면 나선형 유리 계단이나 투명 승강기를 타

Design Index

는 색다른 경험을 해야 한다. 목재, 유리, 금속 소재로 간결하게 디

Index value

FTSE All share

자인된 매장은 활기로 가득하다. 청색 유니폼을 입은 남녀 직원들
과 수많은 고객들이 분주히 움직인다. 한때 젊은이들이 주류를 이
루었지만, 요즘은 노년층이 부쩍 늘어나서 세대간의 “디지털 격
차” 해소를 실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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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마니아를 많이 보유한 기업들 중의 하나이다. 애플의 브랜
드와 디자인은 성능이나 스펙이 다소 떨어진다해도 고객의 마음을

영국 FTSE 일반 기업과 디자인을 중시하는 기업의 주가 지수 비교

사로잡는 특별함이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애플의 강점이

한편 미국 디자인경영연구소(Design Management Institue: DMI)

충성 고객들을 계속 붙잡는데 있다고 보도했다.4) 크레디트스위스

가 스탠다드푸어스지수(S&P: Standard and Poor’s Index)와 디자

의 애널리스트 쿨빈더 가르차(Kulbinder Garcha)는 아이폰 사용자

인 지수(DCI: Design-centric Index)를 비교한 결과를 보면 영국

가 약 4억 명에 달하는데, 그들의 90%가 계속 아이폰 구입을 원하

의 조사와 거의 유사하다. SP지수는 흔히 “S&P500”이라 불리는데

며,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들을 계속 뺏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3)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 500개의 주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지수 이
고, DCI는 애플, 코카콜라, 포드, 허먼 밀러, IBM 등 디자인을 중시

애플이 고객들의 충성도를 높이는 비결은 바로 세상을 바꾸는 디

하는 기업 15개의 주가를 평균한 것이다. DMI는 2003년 6월을 기

자인경영이다. 디자인경영을 이끈 스티브 잡스는 21살의 어린 나

준 시점으로 설정하고 2013년 12월까지 10년 동안 두 그룹의 변화

이에 창업하기 전부터 디자인에 심취했었다. 대학에서 서예를 수

추이를 분석한 결과, DCI가 일반기업지수보다 228퍼센트나 높다

강하는가 하면, 현대적인 디자인교육의 산실이었던 독일의 바우

는 것이 밝혀졌다.

하우스에도 큰 관심을 가졌었다. 잡스의 디자인에 대한 열정은 애

2 파이낸셜 타임즈와 런던증권거래소가 합작 투자하여 설립한 FTSE(Financial Times Stock Exchange)가 매일 산출해내며 영국 및 유럽계 자본의 투자 지침으로 활용.
3 이 지수는 공업주(400), 운송주(20), 공공주(40), 금융주(40)의 그룹별 지수를 종합한 것이므로 뉴욕 증시의 주가 동향을 가장 폭넓게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2015년 3월 26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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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로고 디자인의 진화

플 로고 디자인의 진화를 통해 엿볼 수 있다. 회사설립 초기에는 뉴

트업에서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변신한 애플의 디자인경영이야

턴과 만유인력 등 복잡한 의미가 담긴 로고 디자인을 채택했으나,

말로 창조산업의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내 소통과 활용에 문제가 많음을 깨닫고 무지개 로고로 바꾸었

전형적인 스타트업으로 출발한 애플이 불과 30여년 만에 미국의

다. 1998년부터 단순함을 추구하는 애플의 정체성에 맞추어 검정

최고 기업으로 성장한 원동력 중의 하나는 디자인경영이다. 창업

색, 회색, 크롬 로고로 진화되었다.

자 스티브 잡스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디자인경영에서 몇 가지
시사점을 엿볼 수 있다.

제품의 디자인이 고객의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간파한 잡스는
1982년 프로그 디자인의 하트무트 에슬링거(Hartmut Esslinger)

첫째, 잡스는 디자인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애플다움’을 형성

와 년 간 2백만 달러의 독점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애플의 디자

했다. 누구나 한 눈에 애플 제품임을 알 수 있게 디자인 DNA를 개

인 DNA 형성에 나섰다. 그 결과 1984년 “스노우 화이트(Snow

발하고, 로고 디자인을 업데이트하는 등 부단히 노력했다. ‘단순

White)”라는 디자인 언어로 대표되는 애플 제품의 디자인 지침이

함’으로는 애플 디자인의 정체성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마련되었다. 잡스가 1985년에 설립한 넥스트 컴퓨터에서도 에슬링

치열한 노력의 성과이다.

거와의 디자인 협력은 지속되었다.
둘째, 잡스는 최고 디자이너들과 깊은 신뢰 관계를 맺고 디자인에
1997년 애플에 복귀한 잡스는 디자인경영에 박차를 가해, 영국 출

과감하게 투자했다. 1982년부터 에슬링거를 최고로 우대했으며,

신 산업디자이너 조너선 아이브(Jonathan Ive)와 함께 혁신적인 디

그들의 협력은 넥스트 컴퓨터에서도 이어졌다. 잡스가 애플에 복

자인으로 비즈니스의 성공을 이루었다. 컴퓨터하면 으레 회색이나

귀한 후에는 아이브를 최고디자인책임자로 임명하고 긴밀히 협

베이지 색 육면체 상자이던 데서 벗어난 디자인으로 세상을 놀라게

력했다, 잡스는 독창적인 디자인을 위해서라면 제조 원가의 상승

한 아이맥, 후발 주자임에도 단순한 디자인으로 단숨에 세계 MP3

에 연연하지 않았다. 작은 디자인 투자가 커다란 매출 증대로 이

시장을 석권한 아이팟, 세계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어 놓은 아

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폰 등 애플 성공의 이면에는 창의적인 디자인경영이 있다. 잡스
는 2011년 사직할 때까지 디자인경영을 직접 챙겼다. 그의 유작(遺

셋째, 애플의 디자인팀은 소수정예이다. 엄격한 선발과정을 거친

作)으로 캘리포니아 쿠퍼티노에 건립 중인 “애플 캠퍼스 II”는 이

20여명의 디자이너들이 다양한 제품군의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

회사가 얼마나 창의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기업인지를 나타내준다.

다. 최근에는 디자인 컨설턴트인 마크 뉴슨(Marc Newson)을 영입
하는 등 개성이 강한 외부디자이너와의 협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의 건축가 노만 포스터(Norman Poster)가 디자인한 이 건물은
벌써 우주선이나 비행접시 같다며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영국 창조경제의 성공 비결

그런 맥락에서 창의성과 디자인을 무기로 불과 30여 년 만에 스타

한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창조경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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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캠퍼스 II 투시도. 영국의 건축가 노만 포스터가 디자인했으며, 2016년 완공 예정

성했다. ‘창조’와 ‘경제’라는 추상적인 개념의 조합이라 그 본질

디자인은 창조경제에 힘을 불어넣어주는 핵심요소이다. 아이디

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창조경제

어, 기술, 콘텐트, 소프트웨어 등 창의적 자원을 기반으로 만들어

는 1997년 영국의 토니 블레어 수상이 “창의적인 영국” (Creative

지는 제품과 서비스는 디자인을 통해 가시적인 형태와 비가시적

Britain)을 기치로 창조산업의 육성에 나선 이후, 세계 주요 국가

인 특성을 갖추기 때문이다. 마치 수학과 물리학이 과학기술의 기

들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블레어 수상은 정부 내에서 창조산업

반인 것처럼, 디자인은 창조산업의 한 축이자 다른 분야들에게 활

을 주도할 “문화미디어스포츠부”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력을 넣어주는 공통 요소이다. 영국에서는 열한 살 때부터 디자인

& Sport)를 신설했다. 아울러 영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을 가르친다. 1996년부터 영국 정부는 ‘디자인과 기술’ (Design

“멋진 영국” (Cool Britain)을 제시했다. 2001년 존 호킨스(John

&Technology)과목을 정규 교과과정에 포함시켜 의무적으로 디

Howkins)는 창조경제란 “새로운 아이디어 곧 창의력으로 제조

자인 교육을 하고 있다. 저학년에서는 기초적인 창의성 교육으로

업·서비스업 및 유통업·엔터테인먼트 산업 등에 활력을 불어넣

시작하여 점차 수준을 높여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이 되면 가전

는 활동”이라고 정의했다. 2015년 현재 영국 창조산업의 규모는

제품 등을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다. 그 과정에서 디자인에 소질

연간 125조 원(￡76.9bn)으로 영국의 전체 경제에서 5%를 차지

과 재능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학생들은 대학의 디자인 관련 학과

하고 있다. 이는 곧 창조산업이 시간당 138억 원의 경제적 가치를

에 진학하고, 일반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학과를 선택한다.

창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영국 국민들은 어떤 분야에 종사하든 디자인을 잘 활용할

5 '뻔뻔한, 당돌한, 철면피'라는 의미의 이스라엘 말로, 형식과 권위에 얽매이지 않고 서슴없이 질문하고 토론을 통해 해법을 찾아가는 창조정신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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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창조경제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디자인경영은 경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브랜딩, 디자인, 지식

른바 국가적 차원의 디자인지수(指數)가 높아 창조산업의 구현이

재산의 시너지를 내는 활동이다.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잘 디자인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하여 특별한 가치를 창출하고, 브랜딩이라는 옷을 입히고, 지식재
산으로 보호해주는 촉매제가 바로 디자인경영이다. 특히 디자인

디자인경영을 창조경제의 활력소로

경영은 벤처정신5)과 벤처 생태계와 융합하여 특별한 기업을 만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가치로 두고 새

어냄으로써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로운 부가가치·일자리·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경제”로 정의
하고,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을 통해 국민의 아이디어 사업화 등을

결론적으로 이제 제 궤도에 오르고 있는 우리 창조경제의 구현 여

적극 전개하고 있다. 또한 지역 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특화전략

부는 어떻게 스타트업들을 특별한 기업으로 성장하게 하느냐에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의 성장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혁신 거

달려있다. 애플처럼 디자인을 잘 경영하여 충성도가 높은 고객을

점이자 지역 창업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보유하는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특히 창조경제의 성공을 위해서

이에 따라 창조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디자인 분야의 기여도를 높여

는 단기간의 성패에만 집착하면 안 된다.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이

야 하는 시점이다. 제품의 성능이나 서비스의 품질이 아무리 뛰어

어지는 창조산업 육성 정책 덕분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영국의

나다해도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이 없다면 구매로 이어지지

사례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의 미래 생존을 위해 창조

않기 때문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디자인 과정을 거쳐야만 눈으

경제를 더욱 활성화해야하기 때문이다.

로 볼 수 있는 개성(형태와 느낌 등)은 물론 보이지 않는 속성(사용
성, 인터페이스, 경험 등)도 뛰어나 특별한 가치를 갖게 된다.

아이디어, 기술, 콘텐츠, Talents, SW ... 등

디자인경영

브랜딩
Branding

벤처정신

디자인
Design

특별한 기업

Extraordinary Business

지식재산
Intellectual
property

벤처 생태계

창조경제의 구현
창조경제와 디자인경영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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