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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기업들은 차별화된 제품디자인과  포장, 광고, 로고를 통해 브랜드 이
미지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의 전시효과에  노
력해왔다. 타 브랜드와 쉽게 식별되도록 공간화한 건축물을 통해서 특별한 
브랜드 이미지효과를 구축하며, 브랜드의 긍정적인 모습을 고객의 감성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서 제공한다. 기업이 요구하는 이러한 전략을 건축
가나 디자이너들은 자신의 디자인 스타일을 적절하게 해석하여 표현하게 되
는데, 최근에는 건축가, 디자이너 개인의 표현 뿐 아니라 비즈니스 공간디자
인의 방문자들의 문화욕구, 가치욕구, 행위욕구, 휴식 등의 고차원적인 욕구
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디자인 영역 외부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심리학, 
행동경제학, 인문학, 경영학, 철학 등의 영역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 시대
가 되었다.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은 분리되어있는 영역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었
고, 여러 분야와의 조화와 균형을 기반으로 인간에게 적합한 총체적인 것으
로 발전되어 왔다. 기존의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은 여러 가지 변수들로 인해
서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의 개념과 관점이 변화되었으며, 그에 따라 지속적
으로 발전하는 사회 환경과 인간의 지적요구, 가치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
고, 건축가와 디자이너들은 이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지만 실제 디자인을 
함에 있어서 과거의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의 개념과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실무적인 관점에서 변화되
고 있는 현대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의 개념을 인문학적 고찰과 특정 사례분
석을 통해 알아보았으며, 이는 디자인의 배경지식, 요소, 수단으로 자세히 
분석하고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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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비즈니스 공간 디자인에서 나타나는 디스플레이, 재질 및 재료, 
색채, 동선 등과 같은 공간디자인의 중요 요소들은 경험디자인, 
미디어디자인, 서비스디자인, 스토리텔링 등의 수단으로써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인간의 심리와 비즈니스 공간과의 관계에 관련된 인지심리학, 
조형심리학, 환경심리학, 행동경제학 등과 깊게 관련되어 설명된다. 

    이때, 비즈니스 공간은 디자이너가 디자인하는 대상으로써의 공간적 
의미와 사람들이 이러한 공간을 인지하고 이용하는 객체로써의 공간적 
의미를 갖고 있다. 디자이너의 입장에서 심리학은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에서의 단순한 고려 대상이 아닌 지배적인 기준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디자인 특징은 이전과 같이 제품의 판매나 홍보를 위한 단순한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의 개념과 같이 볼 수 없음을 보여준다. 사람들은 
비즈니스 공간을 더 이상 단순한 비즈니스 공간으로써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적 가치를 즐기고, 이에 따른 
양질의 정서적, 문화적 가치를 얻기 위한 공간으로써 인지하고 방문하게 
되는 것이다. 공간의 작은 요소들마저도 인간의 심리와 깊게 상호작용하는 
모습은 더 이상 비즈니스 공간의 방문자의 모습이라 볼 수 없다.

    엄밀한 의미의 비즈니스 공간은 이 공간을 디자인 하는 
디자이너에게도, 방문하는 방문자에게도 더 이상 과거의 단순한 비즈니스 
공간으로 인식될 수 없다. 연구자는 이러한 현대 비즈니스 공간 디자인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공간 디자인 개념의 변화를 초 비즈니스 공간화 현상이라 
명명하였으며,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의 본질적 원칙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비즈니스공간을 선도해야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공간 디자이너에게는 
이러한 개념의 변화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비즈니스 공간 디자인의 구체적인 설계안을 제시하기보다 
연구자가 제시한 초 비즈니스 공간화 현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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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가나 디자이너가 비즈니스 공간을 디자인 할 때, 심리학과 같이 인간의 
내적 요인들에 집중하는 관점 변화의 필요성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공간 디자이너는 단순한 보급방식과 상품적 가치로 비즈니스 공간을 
디자인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인간의 심리를 다루는 심리학적인 전문성을 
지녀야 한다.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을 하는데 있어서 경영자적 관점이 아닌 
디자이너의 디자인 공간으로서의 초 비즈니스 공간화 현상은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질 것이며, 비즈니스 공간디자인 뿐만 아니라 공간 디자인의 
총체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될 것이다. 

주요어 : 초 비즈니스 공간, 비즈니스 공간, 비즈니스 공간디자인, 
인지심리학, 조형심리학
학   번 : 2010-2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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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비즈니스 공간의 변화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드라마티스트(DramArtist)이자 심리학자, 트렌드연구가인 크리스티안 
미쿤다 (Christian Mikunda)는 제1공간인 거주공간과 제2공간인 업무 공간 
그 외의 여가, 자유의 공간을 제3공간이라고 했다.1) 제3공간에서 나타난 비
즈니스 공간은 인간에게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면서 판매역할 뿐만 아니
라, 마음의 쉼터가 되는 공간으로 인간중심적인 수준을 넘어 그 자체로써의 
인간 본연에 깊게 내재 되어 있는 일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간을 변화를 
시키려 했다.

    도시 생활의 대부분은 인간의 의식주를 나타내는 경제 활동에서 이루어
지는데, 렘 쿨하스는 (Rem Koolhaas)는 특히“쇼핑은 아마도 마지막 남아있
는 공공 활동일 것이다. 점진적이고 공격적인 수단을 통해, 쇼핑은 도시 생
1) 크리스티안 미쿤타. 최기철 박성신 공역. 제3의 공간. 미래의창. 2005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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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의 거의 모든 부분을 바꾸어 놓고 식민화하고 잠식한다.”라고 설명했다. 
사회의 패러다임을 빠르게 받아들이는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은  도시의 분위
기를 조성하고, 비즈니스 공간 그 이상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의 근원은 1959년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 설립에서
부터 찾아볼 수 있다. 미술관의 전시는 유명한 작가들 의 작품으로 전시되
어있었지만, 달팽이같이 나선형으로 되 특이한 모습의 건축물 자체로 주위
환경과 유동인구는 늘어나고 그 지역의 도시가 활성화 되었다. 뉴욕 구겐하
임 미술관의 성공에 영향을 받아, 세계 곳곳에서도 유명한 건축가를 고용해
서 건물을 확장하거나 신축하기 시작했고, 이는 대규모 상점들의 뛰어난 디
자인이 기업의 재산임을 상기시켜주었다. 

    1970년대 사이트(SITE)의 아방가르드 건축가 제임스 와인(James 
Wines)과 엘리슨 스카이(Allison Sky) 그리고 로버트 벤츄리(Robert 
Venturi)와 데니스 스캇브라운(Denise Scott Brown)이 베스트 프러덕트 회
사(BEST Products Company)의 판매전시장을 디자인하기 시작하였다. 그들
은 판매 전시장 건물을 거대한 조각 전시물 같이  만들거나 외벽에 대형 그
래픽을 설치하는 등,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듯한 인상적인 디자인을 제시하
였다. 1980년에는 마이클 그레이브스가 다이엔 본 퍼스텐버그(Diane Von 
Fustenburg)패션 기호를 위해서 포스터 모던 양식의 매장을 디자인 하였다. 

    이 시대에는 건축가 보다는 건축물에 시선이 집중되고 문화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4명의 건축가들은 영향력 있는 건축가로 자리매
김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건축물로 사람들을 불러일으키려는 관점은 
전시장을 이용한 예술작품과 내부의 작업방식으로 각자의 모습을 눈에 띄게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의 개념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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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는 상품만을 고집하여 사람들에게 제품에 집중하도록 하는 외부
와 단절되는 상점을 추구했기 때문에, 전문성을 뛰는 건축가나 디자이너를 
사업가가 고용해서 매장을 디자인하는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처음으
로 캘빈 클라인은 영국의 미니멀한 감각을 지닌 유명한 건축가 존 퍼우슨
(John Pawson)에게 메디슨가의 매장을 의뢰하였다. 공간 내부의 천장과 바
닥은 모두 흰색으로 디자인하고 진열대는 보이지 않도록 공간을 구성하였으
며, 옷들은 벽 쪽으로 놓아서 공간의 비워진 느낌을 살리는 급진적인 디자
인으로 이 매장은 큰 성공을 거둔다. 이후 이러한 패션 디자이너와 건축가
의 공조 전략은 이미지 의식이 강한 패션산업의 본래 특성에 잘 맞아 지금
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현재는 서로의 관계성을 당연시 하는 것이 놀라
운 일은 아니다.2)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은 기업들 간의 차별화된 제
품디자인과 브랜드 이미지인 포장, 광고, 로고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전시효
과를 주려고 노력해 왔다. 타 브랜드와 쉽게 식별되도록 공간화한 건축물을 
통해서  브랜드의 이미지를 특별하게 느끼게 하고, 브랜드 이미지효과를 구
축하며, 브랜드의 긍정적인 모습을 고객의 감성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서 제공한다. 기업이 요구하는 이러한 전략을 건축가나 디자이너들은 자기
의 디자인 스타일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해석하고 있다.3)  

2) Raul A. Barreneche. 『New Retail』. PHAIDON, 2008, pp. 7-15 재구성

3) 최왕돈, 김주연. “현대 비즈니스 건축에서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건축가의 해석

과 표현”. 『한국 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제15권 1호 통권54호, 2006.2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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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연구의 배경

    현대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은 인간의 기능성, 편의성, 안전성 이외에도 
공간과 인간의 개성과 분위기를 표현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잘 디자인된 
비즈니스 공간에 인간은 무언가를 필요로 하지 않아도 공간을 구경하기 위
해 안으로 들어간다. 공간에서 자기 자신의 스타일을 보여주며, 여가를 보내
는 것과 같은 편안함을 느낀다. 동시에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온 것 같이 둘
러보기도 한다. 비즈니스 공간 디자인의 만족도에 따라서 사람들은 계속적
으로 같은 공간에 방문한다. 

    단순한 상행위를 위한 ‘용기’가 아닌 인간을 중심으로 하여 발생하는 
체험, 감성, 감정, 감각을 기초로 하는 본질적인 것에서부터의 출발은 기업
과 이용자와의 두 관계의 접점이자 매개적 역할을 담당한다.4) 
4) 김영숙, 사영재. “브랜드 공간의 감성 아이덴티티 형성에 관한 연구 : 국내 커

피전문점 3사 C.I & S.I 이미지의 통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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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기업들은 이용자의 심리상태, 행태, 행위 등을 기반으로 3차원적 
입체마케팅을 이용한 스페이스 마케팅을 하고 있다. 인간의 욕구는 기업의 
상징 이미지가 될 수 있는 콘텐츠들이며 기업의 브랜드 성공요인이다. 인간
은 인지체계를 통해서 공간디자인이 포괄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문화, 상징, 
의미, 정서 등을 인식하여 정보 취득과 사고를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데,5) 
이러한 방문자들의 인식체계, 변화와 발전을 이용해서 비즈니스 공간디자인
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건축가, 디자이너, 건축가는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을 사용하는 클라이언
트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문화욕구, 가치욕구, 행위욕구, 휴식 등을 채워줄 
수 있는 것에서부터 디자인 영역 외부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심리학, 행
동경제학, 인문학, 경영학, 철학 등의 개념을 통해서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을 
작업해야하는 시대가 되었다. 현대 비즈니스 공간은 다양한 분야들과의 융
합을 통해서 하드웨어 구축환경인 매장을 방문했을 때 이용자가 그 공간에
서 활발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하며, 이는 비즈니스 공간 디자인에 있어
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현대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은 시대를 연결해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한
다. 즉, 미래의 비즈니스 공간의 발전 방향은 동시대의 다른 영역과 공존하
는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으로 된 것이 지속적으로 변화 할 것이다.

회』, 제18권 1호, 2012.05, p.83 재구성

5) 서동연. “공간디자인과 제품디자인 간의 감성적 영향 관계”, 『디지털 디자인학

연구』, Vol.10 No.2, 2010.03, p.222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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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목적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은 분리되어있는 영역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
고, 여러 분야와의 조화와 균형을 기반으로 인간에게 적합한 총체적인 것으
로 발전되어 왔다. 인식의 전환이 되고 있는 지금 기존의 비즈니스 공간디
자인은 여러 가지 변수들로 인해서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의 개념과 관점이 
변화되었다.  

    현대의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의 개념에서 발전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공
간디자인의 개념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사회 환경과 인간의 지적요구, 가
치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가와 디자이너들은 이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지만 실제 디자인에 있어서는 과거의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의 개념과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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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 급변하고 있는 비즈니스 공간디자인 개념, 기준, 가치
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

    공간 디자이너는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의 본질적 원칙을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공간을 선도해야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단순한 공간디자
이너 입장에서 바라보는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의 보급방식과 상품적 가치로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을 하는 가치관에서 벗어나 경영자, 설계자, 디자이너, 
그리고 소비자의 삶의 방식까지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공간디자
인의 규범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현대 비즈니스 공간 디자인에서 나타나
는 변화의 모습과 원인의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의 실무적인 관점에서 변화되고 있
는 새로운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의 개념을 인문학적 고찰과 사례분석을 통해 
알아본다. 현대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에서 나타난 변화들을 공간 디자인 요
소, 수단, 배경 지식을 통해 이해하고, 이러한 변화의 근본적인 원인을 다양
한 관점에서 제시하여 이를 중요한 변화로써 명명하고자 한다. 나아가 공간 
디자이너가 현대비즈니스 공간 디자인의 기준, 요소, 배경을 새롭게 인식하
고 이를 실제 디자인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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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3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현대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을 고찰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비즈니스 공간을 이해하고, 이는 2000년대 이후에 나타난 비즈니스적인 행
위가 이루어지는 공간 및 비즈니스적 목적을 수행하여 경제적 이윤을 창출
할 수 있는 비즈니스 공간으로 범위를 설정하였다. 즉, 인간이 비즈니스 공
간디자인을 즉각적으로 인지하는 공간의 외적인 디자인을 말하며, 이로 인
해 접근성이 높아지며 공간자체로 활성화되는 공간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현대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현상을 “초 비즈니스 
공간화 현상”이라고 명명한다.

    현대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의 국내외 사례를 통해 초 비즈니스 공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했다. 국내외 사례는 패션, 레스토랑, IT, 자동
차, 콘텐츠를 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하고, 초 비즈니스 공간화 현상의 배경지
식, 수단, 요소, 현대비즈니스 공간디자인의 인간의 행태 구조를 통해서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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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공간화 현상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결론내리는 것이 본 논문
이 의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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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연구의 체계

제 4 절 연구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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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상업 공간의 범위

제 5 절 용어 정의

1) 비즈니스 공간

    상업 공간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재화를 전환시키며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뜻하며 크게 사무공간,   
영업공간, 업무공간으로 나뉜다. 실제로 판매자와 소비자가 접촉하여 
최종적인 매매가 이루어지는 영업공간은 일반적으로 산업공간과 구분하여 
상업공간으로 통용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의 상업 공간 디자인에서는 
상품의 진열, 판매, 구매와 관련된 효율성이 디자인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으며, 그러므로 디자이너의 역할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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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상업 공간은 단순한 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닌 
스페이스 마케팅, 플래그십 마케팅 등, 고도화된 기업의 마케팅의 도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비즈니스의 목적의 최종적인 수단으로써 활용하고 있다. 
나아가 상업 공간은 개인의 감각적 체험과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정서적, 정신적 부가가치가 높아진 공간이 되었다. 이러한 
상업 공간의 역할 변화에 따라 이러한 공간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의 역할 
또한 크게 부각되었다. 디자이너는 전통적인 상업 공간의 기능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메이킹, 직·간접 마케팅 등 기업의 
전반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모두 고려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상업 공간’이란 
용어는 연구자가 대상으로 하고자하는 공간에서의 디자이너의 역할을 극히 
제한시키며, 공간 디자인의 의미 자체를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연구자는 일반적으로 ‘상업 공간’이라 불리고 있으나 기업, 
판매자, 소비자들과 관련된 비즈니스 활동을 고려하여 디자인되어야 하는 
연구 대상 공간을 ‘비즈니스 공간’으로 명명한다. 

    이때, ‘비즈니스 공간’은 기업이나 회사의 회계나 경영에 관련된 모든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비즈니스 공간’의 의미를 포괄하지 
않으며, 소비자, 혹은 방문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여 최종적인 매매가 
일어날 수 있는 공간으로써의 의미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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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의 이론적 고찰

제 1 절 공간디자인

2. 1. 1 공간디자인의 역사 및 의의

● 예술로서 고대의 공간디자인

    건축은 물리적인 공간을 디자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대의 많은 철학
자들은 이것을 예술의 범주 안에서 보고자 하여 서로 다른 기준으로 분류 
지었다. 고대시대의 철학자들은 예술을 각기 다르게 이야기 하고 있다. 철학
자 플라톤(Plato, BC 427-347)은 건축을 하는 것은 범속적인 예술로 미술
과 분리시켜 미술을 모방적 예술이라고 하고,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BC 384-322)는 생산적 예술을 건축이라 하면서 미술은 자연을 모방하는 
예술이라고 분류하였다. 예술과 실재의 관계를 기준으로 건축과 미술을 구
분지였다. 소피스트들은 구분하는 기준을 목적중심으로 건축은 실용적이고 
미술은 쾌락적 예술이라는 관점으로 보았다. 다른 시야로 본 퀸틸리우스는 
제작물 중심으로 건축을 제작 예술, 미술을 실천하고 이론으로 예술로 바라
보았다. 가치 중심으로 분류시킨 키케로(Cicero, BC 106-43)은 가치 중심
으로 기준으로 건축을 사소한 예술이라고 하고 지금에 불리는 순수예술을 
주요예술이라고 가치로 판단하였다. 중세시대에는 길드의 규칙과 종교적 규
범이 지배적 이였기 때문에 예술의 암흑기라고 불렸다. 이시기에는 아트
(art)를 이론중심의 교양인 천문학, 기하학, 논리학, 수사법, 음악 등이라고 
말하였고, 건축을 의술, 의복, 항해술과 같은 분야들을 기능 술로 나누었다. 
오늘날과 흡사한 계몽주의 시대에는 지금에 말하는 예술과 같이 구분지였
다. 순수예술, 기능술, 제3의 예술, 보자르(Beaux-art), 실용적 예술, 순문
학, 기능예술로 분류하였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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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해, 공간을 디자인하는 것은 건축으로도 볼수 있고 없고의 구분
지어질 문제가 아니라, 본래의 건축은 통합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기술과 예술, 실용과 미학, 구축요소와 비 구축요소가 어우러져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7)  공간 내부에 예술적인 행위가 들어가야지 공간디자
인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구조화시키고 생성시키기 위해서는 건
축의 기능적인 기술이 필요하겠다. 공간디자인은 건축과 예술로의 분리될 
수 없는 공존하고 공생하는 관계로서 시대 흐름에 따라 같이 변화 한다고 
할 수 있겠다.
 
    다양한 분야와 영역에 구애받지 않고 작업한 디자이너 피터 베렌스는 
미술공예운동의 영향을 받으며, 회화전공, 그래픽, 제품, 건축 등을 총체적
으로 보면서 하나에 국한되어 활동 하지 않았다. 이러한 영향을 받은  발터 
그로피우스는 바우하우스를 설립했다. 기술과 예술을 서로 통합하여 모던한 
건축공간을 창출하는 계기가 되었다.8) 
 런던만국박람회가 개최되었던 1851년 수정궁은 신소재인 철골구조와 유리
로 돼 있었다. 이 시대에는 바우하우스가 추구하는 예술의 통합체로서의 건
축 디자인을 추구하고 있을 때 이것을 본 바우하우스 건축가들은 석조와 조
석구조물로 만들어지지 않는 웅장한 철골구조물을 이용한 공간이라는 새로
운 공간디자인을 탄생시켰다.9) 

6) 타타르키비츠, 이용대(역), 『여섯 가지 개념의 역사』. 이론과 실천. 1990,

pp.65-89 재구성

7) 심은주, “공간디자이너 직무의 개념과 특성분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p.46 재구성

8) 에이드리언 포티, 이종인(역), 『건축을 말한다』. 미메시스, 2009. p.180 재구성

9) Coleman Cindy, 『Handbook of Interior Design Professional Pratice』.

McGrow-Hill. 2002, pp.28-30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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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디자인의 의의 

    공간디자인의 개념은 인간의 가치관, 생활방식과 행동양태가 변모함에 
따라 변형되거나 기존의 특성보다 확장된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다. 

    과거의 공간디자인은 오늘날 널리 통용되고 있는 '실내 디자인'의 중세
기적 개념으로, 건축물의 내부를 구성하는 장식의 2차원적인 실내장식을 의
미하였다. 근·현대에 들어서 3차원적 공간조형 개념으로써 건축가와 협력하
여 건축 내부의 작업을 하는 의미로 '실내 건축(innenarchitektur)', 실내 디
자인(interior Design)이란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실내 디자인은 그 
작업 영역이 이미 결정된 건축물의 내부만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내부와 외
부를 구분 짓지 못하는 어려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공간의 개념과 상이하여 
태생적인 한계점을 안고 있었다. 오랜 기간 관습화된 실내 디자인 영역은 
철학적 논의와 해석에 힘입어 공간디자인(Space Design)이라는 영역으로 새
로이 제시되었다. 10) 

    오늘날의 공간디자인은 인간 중심의 공간디자인, 문화 지향의 공간디자
인, 디지털 주도의 공간디자인, 생태 기반의 공간디자인의 영역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삶의 흐름에 맞추어 인간의 편리함만을 충족시키는 
기능적인 기계론적 세계관에서 유기론적 세계관으로, 요소전환주의에서 전
일주의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에 맞추어 20세기가 만들어낸 다분화 되고 분
리되어 있는 장르들 간의 통합적인 역할을 공간디자인을 해야 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다.11) 

    21세기의 공간은 다른 영역들과의 관계와 연결로 융합, 분화를 거듭하
면서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고 있다. 기존의 공간디자인은 인간과 사물, 체계

10) 권영걸.『공간디자인 16강』.도서출판 국제, 2001, pp.19-20 재구성

11) 권영걸.『공간디자인의 언어. 날마다, 2011, p.27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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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환경이 혼합적, 융합적으로 관계형성을 나타내면서 국한된 범위에서 벗
어나고 있다. 융합 패러다임은 사람과 환경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과거
의 공간디자인과 다른 영역들과의 이질적인 차원에서 동등한 차원으로 변하
고 있으며, 서로 긍정적적으로 수용하고 존재하면서 공간디자인의 표현력이 
풍부해지고 이는 매우 익숙한 현상이 되고 있다.12) 

    공간디자인은 인간과 환경의 상호관계를 통해서 구성되어야 하며, 인문
학, 심리학, 행동경제학, 미학, 철학, 생태학 등을 기반으로 사회 환경의 패
러다임과의 관계성, 상대성, 맥락성에서 공간디자인 발전가능성에 대한 여부
를 통해서 공간디자인의 영역의 새로운 개념으로 제시 되어야 한다. 인간의 
기본적인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비즈니스 공간에서는 인간의 가
치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공간디자인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으며, 
패러다임의 전환과 디자인 공간의 융합으로 인해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에 대
한 연구와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2) 고예린, 김현중. “공간디자인 영역의 융합 경향 연구”.『디자인학연구』 통 권

제102호 Vol. 25 No.3, 2012.06, pp.95-103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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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비즈니스 공간디자인

2. 2. 1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의 개념

    비즈니스는 영어로 commerce, trade라고 한다. 경제적인 가치, 즉 상품
이나 서비스, 정보, 또는 돈을 사고파는 행위로 이익을 추구하는 일이다. 이
것은 자본주의를 비롯한 많은 경제체계의 근본원리가 된다.  지금은 마케팅
(marketing), 경영(management, business) 등, 다양한 분야의 개념들을 포함
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며, 넓은 뜻의 비즈니스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비즈니스의 어원은 바쁜(busy)상태이며, 생존, 발전을 위해 매우 바쁘
게 활동한다는 의미이다.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자가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며, 기업과 같이 소비자에게 재화와 혜택을 제공하는 조직체를 의미한
다.13) 연구자는 앞으로 제시할 용어의 부합하는 개념을  포괄적으로 내포하
고 있는 용어인 비즈니스를 대신하여 사용하도록 할 것이다.

    비즈니스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공간의 디자인, 즉 비즈니스 공간디자
인, 비즈니스 공간 건축, 비즈니스 디자인 등 비즈니스 활동이 일어나는 공
간이 디자이너의 개입으로 인하여,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특징을 통해 디자
인되는 활동을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사실 디자인이라는 개
념은 다양한 분야에서도 쓰이고 있고, 개념은 확장되고 있다. 디자인의 카테
고리 속에서 공간디자인은 인간이 거주하고 이동하는 모든 삶의 공간을 창
조하고 구축하는 공간적 문제 해결의 과정이며, ‘환경-인간’의 관계성위에서 
얻어지는 재창조, 재구성을 목표로 삼는다. 공간디자인은 공간 이용자의 요
구조건을 물질로 이루어진 각종 장치물을 통해 지각하고 인지하는 체계적 
활동이며 이에 반응하여 공간을 미적 기능으로 조직화하고 인간화하여 사회 

13) Sullivan, Arthur, Steven M. Sheffrin . 『Economics: Principles in action.

Prentice Hall』. 2003. p. 29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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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맥락을 갖고 인간의 행태를 가지고 지원하는 계획적인 과정이다.14) 
비즈니스 공간디자인도 이러한 공간디자인의 개념을 내포하기 때문에 다면
적으로 넓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은 단순히 상품만을 진열하는 것 이외의 조형의 기
본적인 지식, 기술적인 지식과 같은 분야와 함께 작업해서 새로운 공간을 
창출해내는 분야이다. 기업의 슬로건, 매출목표, 상품구성, 가격대 상품량, 
비즈니스 정책, 타깃설정 등의 기본기획과 구성요소로서 마케팅과 상품화와
의 관계는 일체관계이다.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을 구성하는 이미지는 조형적으로 나타나는데, 벽, 
바닥, 천정, 창문 조명등의 소재들과 어떻게 조화롭게 상품을 진열하고 공간
에 적합한 가구, 의자, 진열대, 사인 등과 같은 제품디자인들의 연출 또한 
시각적인 비중을 얼마큼 차지 할 것인가에 대한 구상을 해야 한다. 건축적 
환경적으로 전체적인 이미지를 명확하게 해서 어떠한 형태로 디자인이 완성
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인 것이다. 그러므로 초기단계부터 계획개
념으로 인식하여서 실내공간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15)  

    기업의 비즈니스 과정에서 공간디자인은 수많은 경영 단계의 결과물 가
운데 하나이다. 기업의 이념, 존재이념, 경영이념과 행동이념을 기반으로 기
업은 기업전략, 정보전략, 코퍼레이트와 커뮤니케이션 전략, 경영전략 등을 
세우는데, 디자인은 경영전략의 핵심이 된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시장의 실
태, 입지 등을 조사하고, 상품의 퍼텐셜을 분석하여 수익성 및 수요추계를 
예측한 후 상품디자인, 제조, 매입, 판매 등 상품 전략을 세우게 된다. 생산
된 제품의 성공적인 판매를 위해서 네이밍, 건축, 인테리어, 파사드, 연출, 

14) 권영걸, op. cit. pp.19-21 재구성

15) 홍승대. “실내공간의 이미지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연구』 통권

제33호 Vol.12 No. 4, 1999.10, p.224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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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구성, 디스플레이, 쇼잉, 각종 집기, 조명, 음향, 사인류, 패키지, 포장지
류, 등 공간 디자인에서부터 판매원, 유니폼 등 매장에 관련된 전략을 세운
다. 또한 판매 촉진 전략으로 간판, 퍼블리티, 이벤트, 광고 선전, CI계획, 
로고 타입, 심벌, 테마칼라, 각종 어플리케이션을 디자인하는 과정을 가진
다. 이러한 범주 속에서 이루어지는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은 다양한 역할, 특
성과 특징들로 숍, 백화점, 쇼핑센터, 플래그십 스토어, 호텔, 레스토랑 등의 
형태들로 디자인되어지고 있다.16)

    과거의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은 고객의 욕구와 판매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간을 디자인할 때 상품을 효율적으로 진열하는데 국한되었다면, 현재는 
점진적으로 고객의 생활을 채워줄 수 있는 문화적 공간이 되며 기업의 홍보
의 공간으로서 비즈니스 공간의 영역이 넓혀지고 있다.17)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의 개념, 특징은 인간, 사회, 공간 개념의 변화와 
함께 끊임없이 변화하여 현재에는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
로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의 근원과 변화, 발전 흐름을 살펴보고 변화의 요인, 
도입된 개념, 공간의 변화 등을 분석하여 그 기준을 세운다면, 현재 뿐 아
니라 변화될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의 개념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이다.

16) 야마구찌 토모. (주)코아디자인 설계실 역. 『비즈니스 디자인』, CM비즈니스,

1993, pp.13-15 재구성

17) 박태욱, 이현경. “비즈니스 공간비즈니스 공간에 대한 실내디자인 및 계획의 변

화와 흐름에 관한 연구 : 미국 대도시의 RETAIL STORE를 중심으로”『한국

실내디자인 학회지』. v.10, no. 1997, p.77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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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뉴욕 맨해튼의 어퍼 이스트사이드(Upper East Side)에 프랭크 로
이드 라이트가 구겐하임 미술관

2. 2. 2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의 근원

 
    1959년 뉴욕 맨해튼의 어퍼 이스트사이드(Upper East Side)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구겐하임 미술관을 설립했다. 미술관의 전시는 유명한 작
가들의 작품으로 전시되어 있었지만, 달팽이같이 나선형으로 된 건물의 외
관의 모습을 보기위해서 방문한 사람들로 붐볐다. 건축물 자체로 주위환경
과 유동인구는 많아지고 그 지역의 도시가 활성화 되어진 것이다. 뉴욕 구
겐하임 미술관의 성공에 영향을 받아, 세계 곳곳에서도 유명한 건축가를 고
용해서 건물을 확장하거나 신축했다. 기관이나 위원회는 이러한 건축물로 
인한 선전효과를 통해서 자신의 기관들이 어떻게 발전시키고 도시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동시에 대규모 상점들 또한 
뛰어난 디자인이 기업의 재산임을 상기시켜주었다. 
 
    이런 움직임으로 1970년대 사이트(SITE)의 아방가르드 건축가 제임스 
와인(James Wines)과 엘리슨 스카이(Allison Sky) 그리고 로버트 벤츄리
(Robert Venturi)와 데니스 스캇 브라운(Denise Scott Brown)이 베스트 프
로덕트 회사(BEST Products Company)의 판매전시장을 거대한 조각 전시
물 같이 인상적으로 만들었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듯한 디자인으로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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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벽과 헤지고, 찢어진 벽의 입면을 보여주는 사이트의 베스트 제품 전
시장(BEST Product Showroom을 Houston에서 1975년 선보였다. 1976년 
베스코 전시장(Besco Showroom)은 Philadelphia에 위치했으며, 10미터 높
이의 창살 없는 건물 외부에 회사의 이름을 알파벳으로 나열하였다. 
Laghorne에서는 베스트 카탈로그 전시장(BEST Catalog Showroom)1978년 
로버트 벤츄리와 데니스 스캇 브라운이 외벽에 대형 그래픽으로 된 대담한 
색감의 꽃무늬를 설치했다. 그 이후로 포스터 모던 양식의 디자인이 가미되
어진 매장을 다이엔 본 퍼스텐버그(Diane Von Fustenburg)패션 기호를 위
해서 마이클 그레이브스가 1980년 뉴욕의 5번가의 역사적인 세리 네덜란드 
호텔(Sherry-Netherland Hotel)에 디자인 하였다. 이 시기에는 백화점 내에 
의류매장들이 즐비했기 때문에 독립적인 개체로서의 전시 매장들은 돋보일 
수밖에 없었다. 그 이후 의류매장인 지오프레이 빈(Geoffery Beene)으로 오
픈 하였는데, 벤츄리와 스캇 브라운의 건물들은 지금은 아쉽게도 존재하지 
않는다. 시대의 조건으로는 건축가 보다는 건축물에 시선이 집중되고 문화
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4명의 건축가들은 영향력 있는 건
축가로 자리매김 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건축물로 사람들을 불러일으
키려는 관점은 전시장을 이용한 예술작품과 내부의 작업방식으로 각자의 모
습을 눈에 띄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간의 발전단계에서 공간디자인의 개
념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다.

    공간디자인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은 메디슨가(Madison 
Avenue)의 캘빈 클라인(Calvin Klein) 매장이다. 패션디자이너 캘빈 클라인
은 처음으로 유명한 영국의 미니멀한 감각을 지닌 건축가 존 퍼우슨(John 
Pawson)에게 메디슨가의 매장을 의뢰했다. 공간 내부의 천장과 바닥은 모
두 흰색으로 디자인하여 긴장감 있는 비움을 통해서 눈길을 사로잡았다. 진
열대는 보이지 않도록 공간을 구성하고, 옷들은 벽 쪽으로 놓아서 공간의 
비워진 느낌을 살렸다. 이러한 시도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매장이 
되고, 미니멀리스트한 인테리어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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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메디슨가의 캘빈 클라인 매장
   
    사실 과거에는 상품만을 고집하여 사람들에게 제품만을 집중하도록 하
는 외부와 단절되어지는 상점을 추구했다. 전문성을 뛰는 건축가나 디자이
너를 사업가가 고용해서 매장을 디자인하는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이
러한 전략을 사용하는 패션산업은 본래가 이미지 의식이 강해서 서로의 관
계성을 당연시 하는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니다. 도시 생활의 대부분은 인간
의 의식주를 나타내는 경제 활동에서 이루어지는데, 렘 쿨하스는 (Rem 
Koolhaas)는 특히“쇼핑은 아마도 마지막 남아있는 공공 활동일 것이다. 점
진적이고 공격적인 수단을 통해, 쇼핑은 도시 생활의 거의 모든 부분을 바
꾸어 놓고 식민화하고 잠식한다.”라고 설명했다. 사회의 패러다임을 빠르게 
받아들이는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은 도시의 분위기를 조성시키고, 비즈니스 
공간 그 이상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다.18)

18) Raul A. Barreneche, op. cit. pp. 7-15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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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3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의 진화

    사실상 70년대 초반에 앞서 이야기한 전시장이나 지금에 말하는 기업
의 상징인 브랜드를 도드라지기 위해서 공간에서의 디자인적인 시도와 마케
팅이 시작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시도는 미국을 중심으로 비쥬얼· 
머천다이징 (VMD)19)의 개념을 낳았다. 단순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파는 것
이 아닌, 상품을 파는 공간과 상품, 상품을 파는 판매원들 또한 한 세트처
럼 서로 조화를 이루어 가족적인 분위기를 자아내어, 보다 멋진 공간디자인
을 통해서 고객과 점원들 사이의 접점을 이루기 위한 전략이었던 것이다. 
특히, 일본으로 건너와서 체인스토어, 대리점과 백화점 등과 같은 상품공간
에 적용시킴으로서 이미지를 판다는 이 시대의 독창적인 전략인 VMD개념
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20) 
    일본은 1956년에 경제의 회복이 겨우 일어나는 대중 태동기에서 대중
의 전성기로 변화된 시기이다. 비즈니스 장식과 비즈니스 진열이라고 불리
고 건축, 도안, 의장, 가구를 하는 사람들이 비즈니스 공간을 만들었다. 지
금의 디스플레이와 비즈니스 디자인의 장르는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이런 
시대의 상황 속에 유통업계의 주역이 되는 슈퍼마켓이 처음으로 1957년 9
19) 비주얼 머천다이징은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바닥 계획 및 3차원 디스플레이

를 개발하는 활동적인 직업이다. 상품이나 서비스 두 가지 사이에서 자신의 기

능과 이점을 강조 표시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적 머천다이징의 목적은 유치,

참여, 구매하는 쪽으로 고객을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비주얼 머천다이징은

일반적으로 소매점 및 전시회 등의 소매 공간에서 발생한다.

역사 : 마샬 필드 & CO와 같은 거대한 19 세기 건조 용품 식당은 소매로 도매

에서 자신의 사업을 이동하는 경우, 제품의 시각적 디스플레이가 일반 소비자

를 유치하는 데 필요하게 되었다. 상점 창문은 종종 매력적인 가게의 상품을

표시하는 데 사용되었다. 시간이 지남에, 창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디자인 미

학은 실내를 이동하고 전반적인 인테리어 매장 디자인의 일부가 되었다, 결국

많은 교외 쇼핑센터에서 디스플레이 윈도우의 사용을 줄일 수 있다. 20 세기,

이러한 살바도르 달리와 앤디 워홀 같은 유명한 예술가 창이 표시를 생성하기

도 했다. <위키피디아>

20) 黃富庸. “[기업과 文化] 지금은 科学과 디자인 時代-디자인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는가:〈제1화〉 VMD(visual merchandising)”. 『經營과 마아케팅』 第20券

第10號(通券 第213號). 1986.10, pp.83-85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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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에 개점하였다. 특히, 양판점이 발전되면서 미국의 경영기법이 도입되었
다. 이를 배경으로 생협, 농협, 철도계열의 슈퍼가 영업을 개시하면서 백화
점의 아성에 도전하였다. 

    그 이후 60년대에는 국민소득 배증 계획 이후로 고도 경제 성장을 시
작으로 국가정책과 중류의 생활을 겨냥한 일본인들의 상승 지향 의식은 대
중화라는 획일화하는 대집단의 혼이라는 것을 낳았다. 이웃에 지지 않는다
는 의식이 고도 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대중의 출현을 토대로, 
새로운 집단 업태로 전통적인 소매업과 백화점이 달라지는 모습이 나타났고 
도심부에는 역 빌딩, 지하가, 도시의 교외하와 함께 쇼핑센터라는 유통업계
가 등장하였다. 일본은 1961년 1월에 비즈니스 디자인의 카테고리를 비즈
니스 설계가 협회가 확립시켰다.

    본격적으로 70년대 초에 일본의 비즈니스 디자인이 생겨나 움직이기는 
것을 시작으로 인테리어 디자인과 건축을 전공한 사람들이 등장하여서 개인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이 일본의 모던 디자인을 개화했다. 비즈니스 공간에 
건축가가 디자인을 한 것이다.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와 미디어 
정보, 다양한 쇼핑 행동, 자신의 감정과 가치관을 갖으며 표현하는 모습이 
요구되어지면서 자연스레 비즈니스 전략의 전환을 가져왔다. 소매업은 이런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는 새로운 형태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외
식산업의 융성과 컨비니언스 스토어가 등장 했다. 71년 미스꼬시 긴자점에
는 맥도날드 1호점이 생기고, 74년에는 세븐일레븐 1호점이 문을 열었다. 
지속적으로 어번 길드 숍, 서브컬처 숍이 개점하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
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매장과 비즈니스들이 개성화와 이미지를 타
파하면서 급속도로 발전 해 왔다. 

    차별화를 강조하던 70년대를 지나서 개인, 가정, 기업의 각 사회의 구
성단위들이 요구하는 가치들은 상품만을 구매하기 보다는 물건을 통해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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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 가치가 생기는 것을 원했고, 쾌적한 위치를 찾는 것이었다. 80년대
의 개성화, 다양화의 시대로 들어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경제의 소
프트와 직접화, 복합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의 형태로 서비스업이 탄생하면
서 사람들의 생활환경도 새로운 업종과 업태에 포함되었는데, 이러한 현상
들은 비즈니스 공간을 변용시키고 발전시키는 것과 비즈니스 인테리어라는 
물리적인 장치개념에 머무는 것이 아닌, 도시 공간으로서의 가치 평가를 의
식하는 상환경과 융합하는 것이었다. 이시기에 나타난 커다란 디자인 비즈
니스 특징은 숍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비즈니스 디자인을 의식하면서 기업의 
집단을 형성시켜서 숍 인테리어 디자인을 축으로 과감하게 다수의 프로젝트
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클라이언트들 또한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서 비즈니
스 공간을 디자인 하는 디자이너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생겼다. 유통 분
야의 ‘시간을 거래한다.’ 라는 사고가 확대되면서 상품도 이제는 지나간 시
간의 대가를 지불한다는 ‘즐거운 시간의 실체험’이라고 했다. 이러한 비즈니
스 디자인의 역할과 영역이 확대되면서 일본 비즈니스 설계가 협회는 1986
년에 ‘일본 상환경 설계가 협회’라고 명칭을 변경했다. 

    이러한 흐름은 사회의 구성원들의 가치관, 경제의 변화와 성장, 업종과 
업태의 확대, 디자이너의 비즈니스 사고, 인테리어 디자인의 개념의 변화와 
유통분야 등은 서로 같이 움직이고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시간의 중요성은 90년대 상환경의 현실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테마파
크21)의 등장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디자이너들은 일률적으로 고객들의 상황
을 대응하는 것이 아닌, 개성적으로 작업이 창출 하려는 것은, 디자이너가 
생활 창출자이기 때문에 기업 만들기, 사람 만들기, 물건 만들기 등과 같이 

21) 계획된 특정한 주제를 바탕으로 그 주제와 연속성을 가지는 환경, 놀이시설,

이벤트 등을 기획하고 구성함으로써 방문객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비일상적인 레저 공간. <네이버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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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것들이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의 마음과 몸과 지성을 만
족시키는 쾌적성, 스스로의 척도에 맞게 하고 시간과 장소도 경영하는 합리
성과 편리성, 스트레스 회피에서 오는 편안함인 애정, 풍요로운 생활이자 색
다른 차원의 경험인 쾌락자극, 정신적으로도 물리적으로 제한 없는 자유 상
태인 모빌리티, 아름다움·지혜·세련 등의 라이프 스타일의 표현 수단인 자기
표현, 만족자의 도달점으로서의 실질적인 물건인 진짜 지향 등과 같은 욕구
를 가진 사람들의 출현은 90년대의 비즈니스 공간을 디자인하는 배경이 되
었다.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구체화하여 차별화된 콘셉트로 비즈니스공간
을 디자인하는 시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래의 비즈니스 시설은 소비
속도의 가속화, 경제번영의 풍요로운 사회요구, 퀄리티화, 디자인화, 국제화, 
지역 재개발 거리 만들기의 방향성을 토대로 발전되고 있다고 한다.22)

   
    이러한 비즈니스 디자인의 움직임은 우리나라에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국의 비즈니스 디자인이 언제부터 시작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자료들은 부
족하여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는 단정 지을 수는 없겠다. 

    사실상 한국에는 인테리어란 개념이 1970년대에는 없었다고 한다. 그
때부터 인테리어 디자인을 시작한 전 어소시에트 대표이자 디자이너 전시형
은 한국에서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의 시초라고 할 수 있겠다. 그는 고작 중
학교 2학년이었지만 지인의 소개를 받을 만큼의 뛰어난 디자인 감각을 가지
고 있었기에 1971년에 지금에서 말하는 토털 디자인 관점으로 인테리어, 로
고, 판매방침을 고려하여 연대 앞에 ‘풀잎’이라는 청바지 가게를 디자인 했
다.

    이 시기에 나왔던 초창기 자료들에서 마케팅 관련 월간 잡지 내용들 
중 비즈니스 디자인에 관련된 것을 찾을 수 있었다. 1973년에 나온 기사내

22) 야마구찌 토모. op. cit. pp. 2-11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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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비즈니스 디자인이 종래에는 복잡하고 울퉁불퉁했지만, 점차적으로 심
플한 세련된 디자인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이시기에는 간
판 위주로 된 양품점을 고집하고 있었다면 사진에서 보이는 양품점의 이미
지는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게 하여 복잡해 보이는 안쪽의 상황들과 모
습들을 콘크리트로 단순하게 벽면을 처리함으로써 깨끗한 모습으로 비즈니
스 공간디자인 스타일이 바뀌고 발전하고 있다는 내용이다.23) 비즈니스 디
자인의 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의 기사를 통해 디자인의 움직임을 잠
시나마 알 수 있었다. 

    디자이너 전시형씨와 마케팅 연속 간행물에서의 흐름을 통해서 70년대 
초반 비즈니스 공간을 구체적이고 형상화 시키려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다.

    1984년 본격적으로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디자이너 전시형은 
‘개오망’이라는 이름을 걸고 친구들과 셋이 모여서 그 해에 압구정의 카페
‘네오’를 디자인했는데, 공간과 마케팅을 결합한 디자인 프로젝트의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공시켰다. 특히, 이태원의 나이트클럽은 일본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공간이라고 호평이 일색할 정도로 그의 작업은 놀라웠다. 천장에 
30대의 모니터들과 검은 벽을 이용해 공간을 둘러싼 핑크 플로이드(Pink 
Floyd)24)의 테마의 콘셉트로 비즈니스 공간을 디자인했다.25)  1980년대는 
23) 孫東圭. “寫眞으로 보는 店鋪裝飾 디자인의 실계”.『한국마케팅연구원』 통

권 제530호 제7권 제12호. 1973.12, p.94 재구성

24) 핑크 플로이드(Pink Floyd)는 영국의 록 그룹이다. 그룹 초기에는 사이키 델

릭 록과 스페이스 록 음악으로 인정받았지만 후기로 가면서 프로그레시브

록 음악으로 발전하였다. 철학적인 가사, 실험적인 음악, 유려한 앨범 커버,

특수 장치를 활용한 라이브 등으로 유명하다. 가장 성공적인 록 그룹 중 하나

로 미국 내 판매고 7450만 장, 세계적으로는 2억 장 정도의 판매고를 올린 것

으로 추정된다. 핑크 플로이드는 제네시스, 예스와 같은 동시대의 아티스트뿐

아니라 나인 인치 네일스, 드림 시어터처럼 후대 록 아티스트들에게 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 위키피디아 >

25) 『월간디자인』, 디자인하우스, 2012.06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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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 전시형을 토대로 한국의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이 대두되는 시기라
고 볼 수 있겠다.
 
    1987년도에 비즈니스의 생명은 조명이라고 마케팅 간행물에 기사가 나
왔다. 조명이란 것은 상품의 정보를 정확하게 소비자에게 인식시키고 특징
을 표출하는 역할,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의 이미지를 드러내고, 즐거운 공간
을 장식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을 하는
데 조명의 중요성을 이야기함으로써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의 기능적인 요소
가 더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와 동시에 상품을 팔며 가치를 판다
라는 마케팅의 인식 또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26)  

26) 李東勳 외 3인. “비즈니스 의 生命인 照明 顧客心理를 유도”.『月刊 經營과

마아케券 第222號 第21券 第7號. 1987.07. p.89-91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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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4 제 3의 공간 

    19세기에 제1의 공간인 주거공간이 부각됐다. 집의 미학적 가치가 집주
인의 가치로 이해되면서 집주인에 따라 집의 모습이 달라지고, 집은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연출 할 수 있는 공간이 된 것 이다. 1960년대 미국인들
은 사람이 머무는 공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미학적으로 아름다운 
작업환경이 근로의 의욕을 북돋아 준다는 사실을 알았다. 공간의 구조, 채광
과 조명으로 분위기를 밝게 하고 시각적으로 아늑한 느낌을 주는 화분을 배
치하여, 작업장을 보기 좋게 페인트로 칠한 모습이 직장생활을 의욕적으로 
만들어 생산성을 높여 주었다. 일하는 공간도 연출된 주거 공간이라 할 수 
있는 제2의 공간이 등장했다. 1980년대에 감각적 체험을 강조하며 내 집 
같은 편안함과, 개인 공간처럼 느끼게 하고, 한 공간 안에서 여가시간을 다
양하게 보낼 수 있는 인간이 살아가는 도시의 활력소로서 '연출된 공간' 인 
제3의 공간이 나타났다.

    제3의 공간은 집처럼 편안한 분위기에서 공간 안에 있을 때 부정적인 
느낌이나 이질감을 주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이 애용하는 자유로운 공간이
며, 기업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가진 3차원적 공간을 이용한 입체 광고를 위
한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비즈니스의 목적을 가진 공간들은 감각적 
체험과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정서적, 정신
적 부가가치가 높아진 비즈니스 공간이 되었다. 

    위와 같은 기준으로 수많은 기업들은 직설적인 판매나 홍보수단을 넘어
서, 인간의 위로 공간, 여가 공간, 문화 공간 등의 인간의 욕구와 심리를 달
래줄 수 있는 제3의 공간의 디자인 기법으로, 기업들은 간접 마케팅을 시도
하고 있다. 이러한 마케팅 기법을 스페이스 마케팅이라고 하고 있다. 

    현대 비즈니스 공간은, 비즈니스 주체에 의해, 비즈니스 주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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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으로 공간을 만들고 디자인되어 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스페이
스 마케팅의 기법 외에도 플래그쉽 마케팅 기법은 기업 브랜드의 이미지 구
축 및 활성화에 영향을 미쳐 매출이 향상된다는 것을 보여주며, 비즈니스 
공간 디자인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 스페이스 마케팅27) 
 
    스페이스 마케팅은 공간과 마케팅의 조합을 이야기하며, 소비자와 기업 
간의 서로 상호관계를 위한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방법이다. 대부분의 비
즈니스 공간에서는 마케팅의 전략을 가지고 스페이스 마케팅의 기법이 사용
되고 디자인되어 있다. 이러한 공간은 사용자들이 이 공간을 방문하게끔 유
도하고 공간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사용자들에게 감동을 전달하기 위해 디자
인된다. 공간 디자이너는 공간을 전략적으로 이용 및 프로그래밍 하여 궁극
적으로 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높여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28) 

    기업은 인간의 삶의 가치와 정신적 여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인간 중심
적으로 비즈니스 공간을 실현하려고 하고 있다. 문화적 가치가 높은 공간은 
상징성을 갖게 되는데 이는 공간과 주변을 시각화하여 랜드 마크가 된다. 
상징성 있는 공간이 하드웨어적인 대상일 뿐 아니라 이용자들을 이끌고 그
들에게 질적으로 향상된 정신적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문화적 피드백
을 유발시키고 있다. 

27) 홍성용, 『스페이스 마케팅』, 삼성경제연구소, 2007, p.38-39 재구성

28) 홍유란·이성훈. “공간마케팅 전략으로 디지털미디어의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기초조형학회』. vol.12 no.6. 2011. 12 pp.467-477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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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USS Cumberland Civil War Union 
Naval Ship ((1843-1862)

● 플래그십 마케팅 

                                              플래그십 (Flag ship)은 
비행의 지휘관, 해군 함정의 
그룹에서 진두지휘하는 지휘
관이 조정하는 우두머리 역
할을 하는 선박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 가장 
큰, 가장 빠르고, 가장 많이 
무장이 되어있고 가장 잘 
알려진 배이다. 수년에 걸쳐
서 플래그십은 ‘주력이 된
다’의 의미로 방송이나 산업

에서 자동차, 교육, 소매가 높은, 가장 비싼 제품과 좋은 콘텐츠를 말할 때 
비유의 형태로 사용되었다. 플래그십 스토어의 경우는 브랜드 소매 업체들 
중에서도 표준 콘텐츠보다 비싸고, 핵심 비즈니스 공간을 이야기한다. 매디
슨 뉴욕 애비뉴나 도쿄 긴자의 유명한 쇼핑 지역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패
션 업계 중 바나나 리퍼블릭, 랄프 로렌, 루이뷔통, 코치, 프라다 등의 친숙
한 이름을 포함한 고급 소매 업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 예전의 플래
그십 스토어가 패션 업종, 특히 명품 기업들에 한정되었다면 지금은 패션 
업계 전 업종 및 화장품, 가구, 가전 등의 주변 업종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고가 브랜드뿐만 아니라 중저가 브랜드들도 플래그십 스토어 개념을 도입하
고 있다.29) 이러한 플래그십 스토어는 브랜드와 소비자의 관계를 밀접하게 
연결시켜 주고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가치를 브랜드로 연결시켜 브랜
드를 체험하도록 하는 공간이 되고 있으므로 체험마케팅을 할 수 있는 대표
적인 장이라 할 수 있다.30) 플래그십 스토어는 고품격 매장, 직접고객이 매

29) 이영미. “남성 토털패션 플래그십 스토어 실내디자인에 관한 연구”.홍익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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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내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판매 촉진을 도와주는 효과를 주고 있
다.31)

    제3의 공간을 이용한 이러한 마케팅 기법들은 인간의 체험 경험 및 심
리 등과 관련된 전략으로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비
즈니스 공간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들은 자기 분야인 디자인의 관점으로 공
간을 디자인해야 한다. 폴 그릴로(Paul Grilo. 1960)는 “디자인은 그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다. 디자인은 곧 인공물을 자연환경과 생활양식에 적응시키는 
인간 논리의 업적이다.”32)라고 했다. 이렇듯 비즈니스 공간을 디자인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디자인이란 개념자체는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변화하고 있다. 중앙일
보 고문 이어령은 “디자인은 어느 한 가지 기술이 아닌 인간과 기술, 기술
과 기술, 장르와 장르, 아날로그와 디지털, 물질계와 비 물질계를 이어주며 
우리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인터페이스다. 디자인은 인터페이스로서 사회 
문화 정보로 기능해야 한다.”33)고 말했다. 이는 비즈니스 공간을 디자인하
는 목적자체로써의 의미 있는 공간이 완성되며 인간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
며 거부감 없는 공간으로 될 것임을 의미한다. 

    연구자는 비즈니스 공간디자이너들이 이러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특성을 기준으로 비즈니스 공간을 디자인해야 한다는 관점들을 거
시적으로 제시한다. 기존의 문헌과 논문연구 업적들은 비즈니스 공간을 디
자인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설계에 대한 것을 집착해왔다면, 본 연

30) 김지선. “의류 선도매장(Flagship)에서의 브랜드 체험유형이 소비자-브랜드

관계와 브랜드 자산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p.16

31) 크리스티안 미쿤다. 최기철·박성신 역 “제3의 공간”. 미래의창.2005. p224

32) 표현명 외 2. 『서비스 디자인 시대』. 안그라픽스. 2008. p.17

33) 표현명 외 2. ibid.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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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인간이 문화가치가 상승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비즈니스 공간
에 적합한 디자인하기 위한 관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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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현대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의 초 비즈니스 
공간화 현상

제 1 절 현대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의 특성 

 3. 1. 1 현대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의 배경지식

    사람들은 이제 단순히 제품 구매의 목적을 가지고 비즈니스 공간을 방
문하여 제품구매에 관련된 행위만 하지 않는다. 방문자는 자신의 문화적 욕
구와 즐거움을 얻기 위해 다양한 정보가 내포되어 있는 비즈니스 공간을 방
문하기도 한다. 이는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의 외형적인 모습과 인간의 심리
적 요소들의 상호작용이 중요해졌으며, 디자이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수용하는 고차원적인 디자인을 제공하도록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공간디자인에 대한 이미지는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문화, 정서, 의미, 
상징 등을 포괄하는 의미이며, 공간을 지각하는 인간 인지구조에 따라 표현
되는 공간 개념이라고 하는데 이는 공간 사용자의 인지체계 내에서 시·지각
으로 인식되고 정보취득과 사고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34) 지속적으
로 변화하는 비즈니스 공간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심리학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심리학은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심리
학이 다루고 있는 대상의 범위는 대단히 넓기 때문에 심리학을 한 마디로 

34) 서동연, “공간디자인과 제품디자인 간의 감성적 영향 관계” 『디지털디자인

학회』. Vol.10 No.2 2010. 03. p.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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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은 일이다. 많은 심리학자들은 심리학의 많은 분
야들을 "심리학"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묶어주는 것은 그 과학적 방법론인 
것으로 보고 있다.

     심리학은 연구 분야에 따라 생리심리학, 인지심리학, 지각심리학, 발달
심리학, 성격심리학, 사회심리학, 정서 심리학, 심리측정 등의 이론 분야와 
임상심리학, 교육심리학, 산업심리학, 조직심리학, 범죄심리학, 여가 심리학 
등 여러 가지 응용심리학 분야로 나뉜다. 

    본 논문에서는 현대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
서, 공간에 대한 인간의 심리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심리
학 분야에 대해서 설명한다. 

    인지심리학, 시각심리학, 조형심리학, 환경심리학의 구분은 인간의 심리
를 각각 보다 다른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지만 모두 긴밀히 
관련되어 있으며, 공간의 방문자의 심리와 행태를 보다 정확히 설명하기 위
해서 모두 관련지어 이해해야 할 것이다. 더하여, 비즈니스 공간이 가지는 
경제적 목적과 경제인으로서 인간의 반응과 행동을 잘 설명해 주는 행동 경
제학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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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인지심리학 연구 영역
<출처: http://madang.ajou.ac.kr/>

1) 인지 심리학(Cognitive Psychology)

    Robert J. Sternberg는『인지 심리학』35)에서 인지(cognitive)는 사람이 
생각한다는 의미로, 인지 심리학(cognitive psychology)은 인간이 정보에 대
해 어떻게 지각하고, 학습하고 어떤 것을 기억하기도 하면서 못하는지에 대
한 이유와 어떻게 사고하는지 연구하는 학문이다. 

    인지심리학은 심리학을 토대로 발달 되었다. 그러므로 인지심리학을 이
해하기 위해서는 심리학의 원초적 뿌리이자 시발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
다. 심리학의 시초인 두 가지 접근법으로 철학과 생리학이 있는데, 철학은 
다양한 측면의 내적인 생각, 모습, 경험을 통해서 일반적인 특성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생리학은 생명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들을 
관찰에 기초하여 경험적으로 이야기함으로써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
고 있다. 이 두 영역은 초기 심리학의 역사와 이전의 심리학의 관점과 반응
35) Robert J. Sternberg. 김민식·손영숙·안서원(역). 『인지 심리학』. 박학사 .2005.

pp.2-27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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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변증법적인 과정들을 통하여 지금의 심리학의 주요 관점을 결정짓고, 
지속적으로 현대 심리학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합리주의자였던 플라톤(Plato ca. 428~348 B. C.)은  인간이 사물을 
관찰하는 행동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을 해석하는 것은 잘못될 수 있다고 했
다. 지식을 통한 논리적인 분석 하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반
면에 인간의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은 진리를 찾을 수 있다는 
강조한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384~322 B. C)는 경험주의를 주장했다. 
특히, 인지심리학은 인간이 사물을 통해서 지각하고 반응하는 관찰과 경험
을 토대로 정교화 하는 시도가 중세 동안 이루어졌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
가 주장했던 경험주의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프랑스 철학자 르네 데카
르트(René　Descartes 1596~1650)는 플라톤과 같이 합리주의를 강조했고 
영국의 철학자인 로크(Locke 1632~1704)는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이 경험주
의를 중요시했다. 17세기 초에서 18세기에 이르기까지 이 두 가지에 대한 
논쟁은 절정에 치솟았다. 이러한 시기에 독일 철학자 칸트(Immanuel Kant 
1742~1804)는 합리주의와 경험주의는 진리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 모두가 
중요하고, 둘의 합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변증법적인 
결론을 내세우면서 이전의 철학자들의 논쟁을 재정의했다. 칸트의 영향은 
인간의 신체, 마음과 과학에 대한 서로 간에 대한 탐구에 기여하면서 심리
학이 독립된 학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했다. 인지심리학은 칸트의 이러
한 영향에 힘입어 1950년대 말에서 1960년대 초에 독립된 학문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다. 철학과 생리학의 영향을 준 심리학의 발전은 인
지심리학이 독립된 영역으로의 연결고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지심리학은 심리학을 기본으로 한다. 인간의 행동과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구조와 요소들에 대한 형태를 지각할 때 인간의 지각이 어
떻게 구성되어졌는지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분석을 해야 한다는 구조주의
(structuralism)를 시작으로, 인간이 특정 자극(stimulus)으로 어떤 행동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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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특정 행동(response)을 연구해야만 인
간의 행동과 마음에 대해 알 수 있다는 기능주의(functionalist), 기능주의에
서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인간이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유용적인 연구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고 실
용주의자(pragmatist)들은 이야기했다. 실용주의자들 중에서도 교육과 학습
을 통하여 사고하고 기억으로 인해서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고 도움을 주는
지에 대한 이러한 실용적인 관점으로 관심을 가지기도 했다. 그 이후 변증
법적인 합에 이르는 연합주의가 나타났다. 연합주의는 비슷한 시기, 비슷한 
특징, 반대되는 것들과 통합하여 하나의 결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발견했
다. 특히, 인간이 학습하고 기억하며 사고하는 것에 대한 반복은 정신적으로 
더 정확해지고 단단해진다는 것을 실험을 통하여 발견했다. 이리한 통합적 
합에 대한 중요성은 행동주의가 나타는 계기가 되었다. 인간의 행동 변화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찰하는 것으로, 인간이 어떠한 조건을 통해서 비자발
적으로 반응하거나 자발적으로 반응하는 행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 초
기 행동주의자며 인지심리학의 선구자로 에드워드 톨만(Edward Tolman 
1886 ~ 1959)은 살아있는 생명체의 반응은 목적이나 어떠한 목표가 있어
야지만 모든 행동을 취하게 된다고 했다. 다시 말해, 목적과 의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인간과 동물들이 하는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인지심리학의 탄생 배경은 철학, 생리학의 토대로 이루어진 심리학의 
출현배경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또한 심리생물학, 언어학, 인류학. 공학, 
통신 시스템, 전산과 같이 다른 분야도 인지심리학에 이바지 했다. 심리생물
학(psychobiology)에서는 행동주의에서 주장하는 인간이 단순히 외부의 환
경과 조건들로 인해서 반응하는 것만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고 했다. 복잡하게 이루어진 복잡한 뇌의 신경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집
합체와 이 속에 나타나는 마음을 통해서 행동을 취하게 된다고 거론했다. 
행동주의자들은 이러한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동주의자 스키너(B. F. 
Skinner 1904~1990)는 환경과 언어학습과 습득으로도 모두 설명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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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주장 했고, 그를 비판하는 촘스키(Chomsky 1959)는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 습득 장치는 마음의 구조로부터 언어를 습득할 수 
있으며 인간이 언어에 대한 환경을 직접 추론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컴
퓨터가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는지에 대한 과학의 발전은 인공지능AI의 기
술에 크게 기여하고 인지심리학이 진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생태학
적 접근으로 인간의 마음을 접근을 강조한 Ulric Neisser는 심리학에서 인지
혁명에 일어날 수 있게 하는 인지심리학에 대한 분야를 밝힘으로써 사람들
에게 새로운 학문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게 했다. 인지심리학은 1970년
대에 심리학의 또 다른 연구 분야로 알려지게 되었다. 오늘날의 심리학자들
은 경험주의와 합리주의는 두 가지의 합을 찾고 있다. 

    인간이 어떠한 사물이나 사람을 볼 때 어떻게 인식하는지, 인식을 통해
서 어떻게 발전시키는지에 관련한 인지 현상에 대한 연구는 인지심리학이 
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다. 인간의 심리와 관련된 심리학적인 부분은 인지
심리학이 대부분 다룬다고 한다. 즉, 인지심리학과 동등하게 근본적인 질문
을 하고 있는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구조적으로 연구 할 것인지에 대
해서, 기능적으로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인간이 공간디자인을 인지와 지각 하게 되면 뇌의 복잡한 구조를 통해
서 정보가 처리된다. 이와 동시에 인간은 주의와 의식과 무의식, 다양한 지
각을 통해 기억하여 심상을 만들고, 언어로 변환되면서 의사 결정과 추론을 
하게 된다. 이렇듯 인지는 그 정보에 내려지는 무엇인가의 판단 및 결정, 
추론 또는 과거의 기억과의 조회라고 하는 하나의 지식이 획득되기까지의 
모든 심리프로세스가 포함36)하게 된다. 인지심리도 인간의 가치관과 지적요
구가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요구되어지면서 진화되고 있다. 

36) 조종연, 박길용. “내부 공공영역에서의 공간인지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

학회』. 제25권 제1호 통권 제49집 2005. 10. p.167



- 43 -

2) 시각심리학(Cognition & the Visual Art )

    시각심리학은 인간이 사물을 볼 때 어떻게 시각처리를 하고 반응하는지 
연구하는 학문이다. 시각예술은 항상 맥락 속에 존재하는데, 일반인들에게 
있어서 그 맥락은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과 같이 작품이 전시된 장소나 학교 
급우나 연인과 같이 동행한 사람이 된다.37) 쉽게 말해서 시각적인 정보는 
인간의 원초적이며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키지만 그에 대한 심리는 경험이나 
개개인의 해석 차이에 의한 2차적 결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이 가지는 경험과 개성, 지식, 지능의 차이로 인해 공간디자인의 
시각적 정보에 대한 인간의 심리적 반응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
므로 시각심리학에서는 보다 즉각적이고, 기본적인 심리 메커니즘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사람은 빛을 근본으로 색에 의해 물체의 형을 인식하므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형태보다는 색채 쪽이 보다 본질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인간
이 사물을 인지하는 오감 중 시각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으로 시각
에 주는 색채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38)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단순히 보이는 색 외에 선, 질감, 무게감 등의 요소에 깊숙이 
내제되어 있는 맥락 속에서의 균형 조화 모양 패턴 등은 비즈니스 공간디자
인을 하는데 있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고 기억 속에 남을 것이냐에 대
한 기준을 제시한다.

37) Robert L’ Solso. 신현정·유상욱 역. 『시각심리학』. 시그마프레스. 2000.

p.109

38) 심낙훈. 『비주얼 머천다이징 & 디스플레이』. 영풍문고. 1997. 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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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형심리학(Gestalt Psychology)

    제품과 브랜드의 질이 동등해지고,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인간은 아
름답거나 멋지게 디자인된 비즈니스 공간을 보고 선택 및 판단하여 방문하
게 된다. 이는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의 시·지각적인 측면에 대한 중요성이 
보인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각이라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지각 되어지는 
형태는 조형심리학으로 설명되고 있다. 

    조형주의는 구조주의 및 행동주의와는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 구조주의
는 인간의 행동과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구조와 요소들에 대한 
형태를 지각할 때, 인간의 지각이 어떻게 구성됐는지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목적과 의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인간과 동물들
이 하는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행동주의라 한다. 그에 반해서,  20
세기 초 독일에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나누어진 작은 부분들에서는 인
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으며, “전체는 부분의 합과 다르다”라는 구조적으
로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전체를 봐야 한다는 조형주의(Gestalt) 심리학자가 
나타났다.39) ‘게슈탈트(Gestalt)’의 용어는 독일어이다. 게슈탈트는 ‘형태 혹
은 모습을 지닌 독자적 특성을 띤 실체’라는 의미이다. 조형심리학자들은 
인간이 지각하는 조직화되어져있는 전체적인 형태에 내재되어 있는 단순히 
부분들의 합이 아니라 했다. 이는 그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지각하는 
‘총체적 과정(holistic process)’을 조형심리학이라고 하고 있다.40) 다시 말
해, 단순히 외부에서 보여 지는 이미지에 의한 판단이 아닌, 개인마다의 경
험, 정보, 선호도 등의 종합적인 것을 통틀어 이미지로 형상화해서 지각하는 
것을 조형심리학의 의미라 할 수 있겠다.

    게슈탈트 이론에서는 시·지각에 의한 공간의 지각 순서를 세 가지로 나
39) Robert J. Sternberg. op. cit. p.10 재구성

40) 임승빈. 『환경심리와 인간행태』. 普文堂 , 2007. p.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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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어 설명하는데, 1단계는 대상물의 형태, 윤곽, 모양 등의 기본적인 이미지
를 분석한 다음, 2단계에서는 1단계를 통해 들어온 자극을 기본적인 형태로 
체계화 시키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본적인 형태로 인식된 대상물에 의
미를 부여하여 특정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게 함으로써 시선을 집중시키는 
순서로 진행된다.41) 즉, 공간을 지각 하는 것은 각 요소들마다의 특성을 보
는 것이 아니라, 요소들 간의 전체적인 연결성을 통해서 지각 한다는 것이
다. 게슈탈트 지각법칙으로 유사성, 연속성, 근접성, 폐쇄성의 법칙의 구성
요소가 있다. 이는 인간이 시각적으로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대한 원리이며 
인지심리학, 시각심리학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유사성의 법칙은 형태, 크기, 색, 방향 등과 같은 유사한 자극들을 연결 
지어 그룹화 시켜 보는 경향이다. 연속성의 법칙은 단일한 방향으로 이루어
진 형태들을 집단화하는 것이다. 근접성의 법칙은 서로 가까이 있는 시각요
소들을 하나의 덩어리로 무리지어 보려는 것이다. 폐쇄성의 법칙은 인간의 
긴장과 불안을 잠식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구조와 의미를 완전하게 만들려는 
경향으로 지각하는 것이다. 이처럼 게슈탈트 심리학은 일반적으로 사물을 
사물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보도록 하는 힘을 길러준다.42) 
공간을 표현하는 바닥, 벽, 천장, 제품, 디스플레이, 가구, 색채, 재료, 재질 
등과 같은 물리적인 요소를 연속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앞서 제시한 지각
법칙에 의해서 공간을 인지한다. 공간디자인에서 시지각적 연속성은 연속적 
공간체험을 유도를 얻으며, 이러한 게슈탈트 지각법칙에 의해서 적용된 공
간은 방향성에 의한 시선의 축으로 인해서 시각적 힘의 작용에 의해서 이용
자의 움직임을 유발시킨다고 한다.43)

41) 이영주, 이정교. “게슈탈트 지각법칙에 의한 공간디자인의 시지각적 연속성

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제5권 3호 통권 13호. 2010. 09.

p.48

42) 송석원, 이정교. “게슈탈트 시 지각심리를 적용한 백화점 제화 브랜드샵 공간디

자인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제5권 2호 통권12호. 2010.06. p.14

43) 이영주, 이정교. ibid. p.56.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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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니스 공간에서 나타난 인간의 심리나 행동을 디자인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조형적으로 디스플레이, 동선, 재질, 색감, 형태 등을 도구로 사용한
다. 인간의 심리와 이런 조형적인 부분들은 서로 연관성 있다. 사람들은 이
런 조형적인 모습을 인지하여 비즈니스 공간을 선택한다. 시·지각 이론적 
배경으로 접근한 게슈탈트 지각의 법칙을 이용한 비즈니스 공간을 인식하는 
인간은 시각적으로 불완전하거나 불규칙해도 안정된 이미지로 찾으려 한다. 
이러한 특성은 게슈탈트가 설명하는 ‘안정적인 인식적 틀을 추구하는’ 인간 
인지심리의 보편적 특성과 일맥상통한다.44) 조형심리학은 발전되어가고 있
는 비즈니스 공간을 디자인하는데 있어서 형태에 대한 균형과 인간이 대상
물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앎을 통해서 전략적인 디자인 방법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4) 환경심리학(Environmental Psychology)

   환경심리학은 인간의 행동과 환경의 상호 작용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이며, 환경에 포함된 여러 요인이 인간의 행동과 심리에 어떤 영
향을 주는가를 연구한다.45) 특히, 환경심리학 중에서도 환경심리 행태 연구
의 발달과정은 환경설계의 분야인 조경, 건축, 도시설계, 환경미술 등과 심
리학, 사회학, 인류학 등의 사회과학 분야가 상호 접근하는 과정46)을 말한
다.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이 발전하기 위해서 사회과학 분야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융합을 통해 발달하고 있다. 환경심리학은 공간디자인의 심리
학적 기준을 전체적으로 제시하고 발전시키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44) 김미연. “Flexible Identity의 현대적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지식

학회』. 2011. 11 p.69

45) 네이버국어사전

46) 임승빈. op. cit.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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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세기 초반에는 조경, 도시계획과 같은 전문적인 분야가 활성화 되었
다. 이러한 환경설계와 관련된 작업들은 건축가들 몫이었다. 스위스 건축가 
메이어(Meyer)는 최초로 ‘건축가들이 심리학자로부터 배울 것이 있다’라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과 심리적, 생리적인 부분들이 건물에 어떻게 영
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47) 환경심리와 인간행태에 관련된 학문은 
심리학을 기반으로 인간이 환경에 대해서 인지하며 지각과 동시에 어떠한 
태도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과정을 이해하려는 것을 말한다. 인간이 만들어
낸 인공적인 환경에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행태를 문화적, 사회
적으로 측정하여 해석하기도 한다. 인간의 심리와 행태는 서로 분리할 수 
없는 상생관계이다. 환경심리학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삶의 터전인 공간에서 
쾌적한 삶을 살기위해서 환경심리와 인간의 행태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Proshansky는 “인간행태 및 경험과 인조환경의 경험적 이론적 
관계성을 정립하고자 하는 노력이다”라고 했다.

    인간이 환경을 지각하며 인지하는 것은 연속된 하나의 과정이다. 지각
은 인간의 감각기관인 시각, 촉각, 후각, 미각, 청각으로 다섯 가지 오감으
로 인해서 반응하여 외부의 환경을 받아들이며, 인지는 인간이 어떻게 아는
지에 대한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지각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깁슨(Gibson)은 주어진 환경과 형태와 물리적인 자극을 통한 지원성
(affordance)에 의해서 지각하며 행위가 바뀌는 것에 대한 기능적 의미를 
지각함은 환경이 가지고 있는 의미 파악을 하는 것은 중요한 역할이다. 즉, 
인간이 행위를 유발하는 물리적 형태의 구축 환경을 행태장치(behavior 
setting)라 하고, 행태장치 안에서 공간 이용자들이 만들어내는 비물질적인 
행태회로(behavior circuit)를 행위체계(activity systems)라 한다. 48) 비즈니

47) Broadbent, Geoffrey Bunt, Richard, Llorens, Tomás, Meaning and

behaviour in the built environment, Chichester : John Wiley & Sons,

c1980. 재구성

48) 권영걸. op. cit. pp.47-48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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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공간을 디자인 하는데 있어서 인간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기 위한 인간의 
움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행위를 실현하고 이것을 실체화 한 행태 장치를 
디자인해야 하며, 각 개인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야기되는 평상적인 행
동과 다른 그리고 인간의 특정 행위체계를 바탕으로 설계해야 한다. 물리적
이고 인공적인 공간을 디자인하는 것은 행위체계를 설계 기초로 바탕을 두
어야 한다. 

    비즈니스 공간은 사람들의 경제활동이나 의식주를 해결하는 사고파는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으로써 직접적으로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
다. 디자인이 어떻게 됐는지에 따라서 비즈니스 공간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빈도수, 심리와 행위체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 고로,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을 
하는데 있어서 비즈니스 공간과 인간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 서로
의 관계를 예측, 검토, 문제해결, 디자인, 관리, 설계 등을 해야 할 지에 대
해서 검토하는 방법으로 환경심리학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환경심리학은 
지속적으로 인간이 환경을 적응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환경심리학 이론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전까지는 건축설계자와 실내디
자이너의 주된 관심이 외형적 미적 기준에 치우진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다
고 한다.49) 이러한 영향은 비즈니스 공간에서도 이용자들이 자신의 만족과 
행위에 대한 가치추구를 하며, 자아실현하는 계기가 되어서 미적 기준을 넘
어 언급되고 있다. 

    환경심리학 분야에서 주로 비즈니스 공간 환경을 물리적 환경 배경 음
악, 조명 등), 디자인 환경(디스플레이, 제품 배열 등), 그리고 사회적 환경
(종업원과 소비자와의 만남 등)의 세 가지 측면으로 분류하고 있다.50) 

49) 류호창. “공간디자인의 환경심리학적 접근”. 건국대 실내디자인학과 교수. p23

50) Baker, Julie, Leonard L. Berry, and Parasuraman. “The Marketing Impact

of Branch Facility Design”. Journal of Retail Banking, Vol.10, No.2. 1988.

pp.33-42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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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환경은 특히 비즈니스 공간을 사람들을 유인하는 영향력을 가진
다고 할 수 있겠다. 비즈니스 공간의 환경을 통해서 고객들의 반응과 행위
가 나타난다는 것은 환경심리학과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에 이용된 색채는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51) 비즈니스 공간
디자인을 통한 쾌락, 흥분, 우월성이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발견하였다.52) 비즈니스 공간디자인 내부의 환경 변수들인 미적 요소들, 기
능적 요소들, 사회적 접촉 요소들로 인해 영향을 미친 영향에 대해 연구하
였다.53)이러한 연구들은 고차원적으로 되고 있는 비즈니스공간에 영향력을 
주고 있다. 디자이너들은 비즈니스 공간을 디자인할 때 인간의 심리적 현상
에 대한 기준을 환경심리학적 측면으로 고려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인간의 
심리를 기본으로 하는 학문은 서로가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하
나의 영역으로 뚜렷하게 분리할 수 없다고 할 수 있겠다. 

5) 행동경제학( Behavioral Economics )

    일부 심리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은 강화 계획에 관한 연구와 경제학 사이
의 유사점을 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실험 경제학(experimental economics) 
혹은 행동 경제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태동시켰다.54) 비즈니스 공간디자인
에서 사람들의 이용행태를 예상하고 계획하여 공간 안에서 이용자가 어떻게 

51) Bellizzi, Joseph A., Ayn E. Crowley, and Ronald W. Hasty. “The Effects

of Color in Store Design” Journal of Retail Banking, Vol.59, No.1. 1988.

pp.21-45 재구성

52) Donnavan, Robert J. and Jhon R. Rossiter. “Store Atmosphere: An

Environemental Psychology Approach”Journal of Retail Banking, Vol.58,

No.1. 1988. pp.34-57 재구성

53) Baker, Julie, Dhruv Grewal, and A. Parasuraman. “The Influence of

Store Environement on Quality Inferences and Store Image”.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Vol.22, No4. 1994. pp.328-339 재구성

54) 네이버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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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제품을 살지에 대한 고민으로 행동경제학의 학문적인 연구도 공간디자
인에서 빠질 수 없는 연구라고 할 수 있겠다. 
 
    사이먼과 카너먼이라는 학자들이 탄생시킨 행동경제학은 심리학과 경제
학을 접목시킨 것으로 인간이 이성적이면서 합리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많은 
구매패턴을 학문적으로 설명한 것을 말한다. 비즈니스 공간은 외부에서나 내
부에서 비즈니스적인 행위가 이루어진다. 
    현대에는 스페이스 마케팅의 입체 광고 형식으로 비즈니스 공간디자인
을 통해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인다. 이것은 인간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디
자인된 비즈니스 공간에 다가가게 함으로 행동경제학적 측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즉,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이 내포된 특성은 인간행동과 경제의 활
성화를 통해서 활성화 작용이 더해진다는 것이다. 인간의 행위, 인지 심리, 
경제학을 포함하는 행동경제학의 접근 범위가 초(超) 비즈니스 공간화 현상
이 일어나는데 한몫 한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선택 설계자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 설계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유권자의 투표용지를 디자인
하는 사람, 자녀에게 교육방식을 설명해주는 부모님, 물건을 판매하는 세일
즈맨, 환자에게 다양한 치료법을 안내해주는 의사도 선택 설계자이다. 중립
적인 설계란 존재할 수 없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소한 것들일지라도 인간의 
행동방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요소란 없다. 경제
적 인센티브나 인간에게 선택의 제한을 두거나 금지시키는 것을 크게 변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상 가능한 방향으로 인간의 움직임을 의식적으로 관
여시켜서 인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넛지를 행한다고 한다. 선
택 설계자의 취하는 하나의 방식 중의 하나이다. 예를 들면, 컴퓨터에 프로
그램을 설치할 때 우리는 세 가지의 옵션을 볼 수 있다. 권장 설치, 사용자
정의 설치, 설치 무시라는 표시와 함께 이러한 요소들 중에서 선택해야 한
다. 지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선택되어 설치된다. 이를 디폴트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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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ault option)이라하는데 인간은 이런 강한 성향을 따르려 하기에 이것이 
가져오는 결과는 부드럽지만 강력한 힘을 보여주고 인간의 행동방식을 현격
하게 변화시키는 넛지의 힘을 보여준다.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의 많은 주요 문제들을 넛지와 인센티브를 적절하게 배치하고 활용함으로써 
모든 이들의 자유를 보존할 수 있다.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가들은 노련하게 판매를 하기위해 어떤 수단과 방
법을 쓰려고 하는데 특히 기업이 내리는 결정이나 선택에서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초보자이며 이런 전문가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다. 인간은 다양한 경험과 즉각적인 피드백 그리고 다양
한 정보를 통해 의사결정과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잘 못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용자는 여러 곳의 비즈니스 
공간에 가기 위해 갈 곳을 선택하는데,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생각들과 질문
들을 던져본다. 이제는 이런 공간 선택 또한 넛지가 가해지고 있는 또 다른 
현상이 비즈니스 공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의도하지 않
아도 의도해도 인간의 모든 선택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비의도적
인 넛지 또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한다. 기업들은 과도한 힘을 행사하는 
것 명령, 금지, 강제적 요구보다 넛지를 선호하고 있다. 현대 비즈니스 공간 
또한, 기업이 운영하기 때문이 이런 넛지를 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디자인의 영
역 외의 행동경제학에 대한 연구를 주의 깊게 다룬 다면, 비즈니스적인 공
간에서 인간에 삶을 크게 향상시키는 동시에 이용자와 기업가에게 큰 유익
을 제공 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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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2 현대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의 요소

1) 디스플레이(Display)

    디스플레이의 의미는 상품을 전시하거나 진열한다. 또는 테마 있게 기
획하여 공간을 어떻게 실현할지 관련해서 목적 설정을 하여 상품과 작품을 
계획하는 것이다.

    디스플레이는 판매 증진을 위한 상품 연출 즉, 고객의 판매 욕구를 충
동하여 연출로 유도시키는 기술로서 단순한 상품의 나열이 아니라 진열된 
상품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표현하는 보다 기술적인 연출이며 색상, 조명효
과, 고객의 시선 각도, 인근 매장과의 차별화, 소도구와의 조화, 연관 상품
의 보조적 역할, 이들 전체가 주는 메시지가 포함된 종합적인 시각예술55)이
다. 이러한 조화는 단순히 매장을 아름답게 연출한다는 차원을 넘어 상품 
이미지를 소비자의 취향에 맞추는 작업이며 소비자가 마음속으로부터 원하
는 상품을 제안하는 기법이다. 즉 디스플레이는 상품에 정보가치를 부가하
고 브랜드의 메시지를 전달하여 이미지를 형성하게 하므로 판매활동에 있어
서 경영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요소의 역할을 한다.56)디스플레이를 구체화할 
때에는 단순한 전시 ·장식 등에 그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쾌적하게 시각화
(視覺化)하며, 전시목적의 효과를 다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그러기 위
하여, 목적 ·테마를 잘 분석하여 색채심리 ·형태심리 ·소재 감의 연구를 기
본으로 해서, 혼란되기 쉬운 환경 하에서의 관중의 발길의 유도와 동선(動
線)의 결정, 그 시점(視點)의 이동에 따라서 변화하는 공간과 이에 대한 구

55) 張恩榮 “VMD(Visual Merchandising)로서의 의류매장 디스플레이가 의복 구

매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복식학회. 16 권. 1991년 5월. p.212

56) 최형민 외 2. “국내패션업체의 디스플레이 실무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복식

학회, 50 권, 6호. 2000. 09. pp17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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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식(構成意識) 등을 움직여서, 조명효과는 물론, 장소에 따라서는 음향효
과 ·구조계산(構造計算)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요소에 걸치는 종합적 
시야에 바탕을 둔 계획과 신선한 지각을 필요로 한다.57)지속적으로 발전하
여 고차원적인 비즈니스 공간을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심리적, 행태
적 측면을 고려한 디스플레이를 해야 한다. 이는 방문자가 행태적 시각적으
로 안정감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디스플레이 된 공간을 통해서 유대감이 
형성될 것이다. 앞으로의 디스플레이는 상품에 진열과 단순한 판매 마케팅
을 위한 것이 아닌 인간이 시각적으로 느껴지는 심리 상태를 고려한 고차원
적인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이 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2) 재료58)

    재료의 사전적 의미는 어떠한 물건을 표현하거나 물질적으로 만들기 위
해서 바탕이 되는 역할이다. 재료는 건축디자인에 있어서 공간의 의복을 여
기듯이 현대건축에 있어서 사회적 문화적 기능을 수용하는 공간의 의복이라 
할 수 있다59)비즈니스 공간디자인의 외적인 모습을 표현하는 재료를 통해
서 차별화된 개성을 나타낸다. 이는 이미지 표현방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효
과적으로 흡수될 수 있는데 가장 인간의 감각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는 재
료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재료의 인지적 성질 요소의 분류에 의한 질감, 
촉감, 양감, 색감, 투과도를 통해 분류된 재료는 공간 표현방법에 따라 실내
공간 이미지를 다양하게 표현해 준다. 현시대에서 더욱더 재료는 마감재와 
단순한 시각적 즐거움을 넘어서 각각의 비즈니스 공간이 지닌 이미지와 상
관성을 가지고 표현된다.60)비즈니스 공간에서 재료의 적용은 차별적인 공간

57) 네이버 지식백과

58) 엄희란. “현대 비즈니스 공간비즈니스 공간에서 재료와 공간의 상관성에 관

한 연구”.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pp.7-9 재구성

59) 최용수. “브랜드 이미지와 재료의 표현성 연구: 루이뷔통 매장에서 나타나는

재료의 표현성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제14권 6호 통권

53호 2005.12 p.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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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지각 공간으로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다.61) 재료를 통해서도 방문자들은 브랜드의 이미지를 기억한다. 이제는 단
순한 기능적인 재료가 아닌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차원 높은 심리적
인 역할을 하는 재료로 쓰이고 있다. 인간의 인식의 변화에 따라 고차원적
인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으로 되어가기 때문에 비즈니스 공간을 구성하는 재
료 또한 인간의 시각적 심리를 고려하는 고차원적으로 변화한다고 할 수 있
겠다. 디자인 재료는 기술이 건축에 영향을 주어 건축의 형태와 이를 인지
하는 인간의 행태에 변화를 일으키는 기술의 변용의 촉매제이며, 디자인의  
증폭제이다.62) 디자이너는 비즈니스 공간을 디자인에 사용되는 재료를 인간
의 시각 심리학을 토대로 이해하여 적용시키는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3) 재질

    재질은 시각적이며 촉각적인 감각을 이끌어낸다. 직물의 짜임과 조직의 
표면 상태인 재질을 통해 느껴지는 질감은 시각적이며 촉각적인 감각을 끌
어내어 더욱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63)한다. 재질은 인간의 심리 상태를 편안
하게 또는 불안하게 하는 등 변화한다. 즉,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의 재질을 
지각함에 있어서 시각적 판단이 인간의 심리에 영향을 준다. 이를 직접 손
으로 재료를 만지지 않고도 시각적으로 감지되는 재질감을 ‘시각적 촉감’이
라 의미한다.64) 인간이 비즈니스 공간을 지나칠 때 재료의 재질을 인지하여 
공간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방문을 하게 된다. 따라서 비즈니스 공간에서는 
60) 엄희란.op. cit. p.56

61) 이곡숙 외 2. “ 비즈니스 공간에서 시·지각 공간유도를 위한 재료 표현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제20권 2호 통 권 85호 . 2011.

04. p.175

62) 손혜희 외 2. “스마트 재료를 통해 나타나는 디자인 적용 및 표현 특성 분

석” 『디자인 융·복합학회』, Vo1.11. no.4. 2012. 08. p.4

63) 네이버 지식백과

64) 권현정, 권은숙. “ 시각적 촉감과 색채 감성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한국

색채학회』. Vol.2002. No.1. 2002. 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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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재가 그 지각을 담당하는데 중요한 역할65)이다. 공간에 쓰인 재료의 재
질을 통해서 비즈니스 공간을 방문하는 이용자들은 다양한 공간의 분위기로 
지각 한다. 재질에 대한 기능적인 한계점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는 시각
심리학을 토대로 재질을 선택하고 디자인에 적용해야 된다고 판단된다. 향
후 고차원화 되어가는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이 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4) 색채

    비즈니스 공간에 표현되는 색채는 브랜드들의 특징과 기업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소비자는 상품을 이름보다는 색이나 모양으로 기억하
는 것이 더 쉽다66) 고 한다. 색채는 단순히 물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인간
의 신체 생리적인 측면, 더 나아가 정서  심리적적인 측면에까지 영향을 준
다.67) 그렇기 때문에 색채는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이 완성되기까지의 가장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요소이다. 디자이너는 비즈니스 공간 디자인의 색채
를 소비자들의 감성과 심리를 바탕으로 선택해야한다. 특히 난색계열의 색
상은 소비자들에게 따뜻한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친근감을 주어 브랜드에 
호감을 갖게 하며, 가독성과 명시도가 높기 때문에 소비자가 기억할 수 있
도록 도와주는 역할68)을 한다. 색채에 의한 차별화는 감성을 구분하여 궁극
적으로 소비자의 기호를 구분하는 것을 뜻하며 각각의 색채가 가지는 이미
지와 상징의 힘은 매우 크다69) 고 한다. 인간이 비즈니스 공간을 방문하는 

65) 이곡숙, 서지은. “비즈니스 공간에서 마감재 표현에 의한 시각 적 촉감 연구”.

『대한건축학회』. Vol.27 No.9. 2011. 09. p.46

66) 김경희. “명품브랜드의 상징색채 이미지에 관한연구”. 『한국상품학회』.

Vol.25 No.2 2007. p.113

67) 노문식 외 2. “체험적 공간 연출을 적용한 공간의 색채분석에 관한 연구 :

비즈니스 공간비즈니스 공간과 전시공간을 중심으로”.『한국색채학회』.

2007. p.1

68) 서성희, 천정임. “색채가 브랜드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커뮤

니케이션 디자인협회 시각디자인학회』. Vol.- No.14. 2003.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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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선택 여부는 색채가 관여한다고 볼 수 있다. 색채는 공간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인간의 움직임을 유발시키는 적극적인 조형언어이다.70)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인 색채 또한 인간의 시·지각을 이용한 심리와 
행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고차원화 되어가는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이 완
성되기 위한 한 부분으로 디자인 되어야 한다. 

5) 동선71) 

    동선 이란 사람이 움직이는 방향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간의 행동은 공
간 내에서 이루어지고 존재하는데 그 움직임의 자취이다.72) 동선은 비즈니
스 공간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요소이다. 고객이 상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이
동하는 행로로 고객과 상품, 고객과 판매사원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73) 
사람이 이동하는 것을 예측하여 상품을 배치하는 것을 동선계획이라고 한
다. 동선계획은 비즈니스 공간구성의 기본으로서 고객의 흐름을 의도대로 
조정 할 수 있는 레이아웃이다. 동선계획은 고객과 직원의 움직임을 일정한 
선으로 표시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계획하고 조정하는 것을 의미
한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동선계획은 단순히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
라 비즈니스 공간 전체가 잘 보이게 하여 분류된 상품을 폭넓게 볼 수 있게 

69) 이수진·박연선. “브랜드이미지 형성을 위한 파사드 색채디자인에 관한 연

구”. 『한국색채디자인학회 』. Vol.2 No.3. 2006. p.51

70) 권영걸·이하나 “이동과 선호판단의 지각효과를 고려한 환경색채 연구”. 『서울

대학교 미술대학 조형연구소』. vol.25 2003 p.13

71) 이규연. “고객 동선과 시점에 따른 매장 공간구성과 연출에 관한 연구 : 백

화점내 남성 트래디셔널 캐쥬얼 브랜드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

문.2005.p.11

72) 김수희. “ 백화점 의류매장공간특성에 따른 고객동선과 반응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p.8

73) 윤감근 외3. “VMD에따른 백화점 여성 캐쥬얼 매장 구성계획에 관한 사례 연

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제13권 2호 통권 43호. 2004.04. p.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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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상품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쾌적한 쇼핑을 제공하고 효율적
인 비즈니스공간구성이 이루어지게 하며 판매자에게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
여주는 역할을 한다.74) 동선은 이용자의 시각을 개방하며 접근성을 높인다. 
특히, 인간의 행태와 심리를 연관성 있게 브랜드의 특성과 공간의 연관성을 
고려해야 한다. 동선은 공간의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며 디스플레
이를 할 때에 중요한 요소이다.

74) 이현경. “리테일샵의 USP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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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3 현대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의 수단

1) 서비스 디자인

    제3의 공간 안에서 중요한 요소인 경험과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디자
인의 관점에서 구성하는 것을 서비스 디자인이라한다. 스페이스 마케팅에서 
서비스디자인은 디자인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디자인 방법론을 생각하는 것
이다. 현대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에서 서비스 디자인은 대부분의 비즈니스 
공간 내에 자리 잡고 있다. 기획을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비즈니스가 활성
화되기 위해 디자인을 이용한 서비스 디자인이 생겼다고 할 수 있다. 기업
과 이용자의 관점을 균형 있게 하기 위해 이용자의 잠재 니즈를 발견하고, 
이해 관계자의 욕구 발견, 다양하고 체계적이며 집중화, 맥락적인 리서치를 
통하여 표준화를 한다. 현 시대는 공간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받
고 있는 느낌과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느낌 사이의 작은 차이는 매우 큰 경
험의 차이를 준다. 이런 소소한 느낌과 감정은 공간의 이용자가 공간을 평
가하면서 기업의 브랜드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서비스디자인은 
서비스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감성 및 경험을 기
반으로 한다.75) 
 
    현대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에서 서비스 디자인은 디자인적인 사고와  서
비스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분야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기획과 경영적인 사
고 또 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용자의 경험과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략, 
시스템, 프로세스의 유무형적 요소를 구성하는 활동이기에 인간중심적 접근
방식을 이용해야 한다. 서비스 디자인에 있어 부가가치의 완성은 인간(User 
Environment Architecture)의 관점뿐만 아니라 사회적(Social Environment 
Architecture)관점 그리고 서비스의 제공자 및 기업(Business Environment 

75) 이경아 외 2. “감성-경험 기반의 서비스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 『한

국디지털디자인학회』. Vol.13 No.1. 2013. p.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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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ure)의 관점에서도 다각도로 접근해야 한다.76) 

    미국의 경우 비즈니스 중심사고로 서비스 디자인이 사업을 중심으로 구
성되어지며, 유럽의 경우 복지중심의 사고로 공공사업을 중심으로 서비스디
자인이 이루어진다. 주변 환경과 고객의 needs 에 맞추어 서비스디자인이 
구성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서비스 디자인과 비슷한 개념으로 공공디
자인을 말할 수 있다. 즉, 서비스 디자인이란 이용자가 비즈니스 공간 안에
서 갖게 되는 모든 유무형적 요소를 이용자의 가치실현에 집중화된 리서치
를 통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의 잠재된 욕구를 반영하고 이것을 창
의적, 전략적, 효율적,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가시화 된 방법으로, 이용자와 
서비스제공자에게 높은 가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적 디자인을 구
성하는 활동인 것이다.77) 서비스 디자인은 높은 가치의 서비스를 경험한 이
용자에게 새로운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낸다. 

2) 감성 디자인

    인간이 어떠한 대상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느끼는 것을 감성이라 한다. 
감성은 이성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느낌, 인상, 기분이란 의미이며, 대상을 
오관으로 감각하고 지각하여 심리적으로 판단하게 된다.78)

    감성디자인이란 소비자들의 감성적 요구를 개념적으로 파악하고 디자이
너나 팀의 주관적인 해석을 토대로 디자인하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들의 감
성적 요구가 다양화되고 개성화 된다는 것은 더 이상 디자이너의 주관적인 
감성해석만으로 소비자들의 요구를 대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79) 지

76) 이성필 외 3. “서비스혁신 디자인 기초연구”. 『한국디자인학회』. 통권 제90

호 Vol 23 No.4. 2010. p.171

77) 윤성원, 서비스 디자인시대가 온다, 한국디자인진흥원

78) 이상일, 김정호, “감성 디자인이 실내공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디자인 연

구”. 『한국가구학회지』. Vol.23 No.3, 2012 .7. p.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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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으로 요구되는 인간의 욕구와 심리적인 상태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디
자인에 적용해야 한다. 고차원적인 비즈니스 공간으로 되고 있는 현시대의 
상황에 맞게 인간이 감성적으로 느끼는 형태, 색채, 이미지, 재질, 조명 등
을 고려한 인간의 심리 상태와 행태를 통해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물리적 형태나 행태적 조건의 구현은 내재된 이미지를 번안해내는 과정이
며, 공간 이용자는 이때 물리적 공간을 단순히 사용하고 소비하는 것이 아
니라, 그 대상 공간의 이미지 체계 내에서 이미지를 소비80)하게 되기 때문
이다. 

    계속해서 발전하는 비즈니스 공간을 디자인하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상태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감성을 비
즈니스 공간에 가미하여 디자인하는 방법은 고차원적인 비즈니스 공간이 구
성되는 조건에 부합한다. 즉, 사용자의 감성욕구에는 감각적 욕구부터 고차
원적인 정서적 욕구까지 스펙트럼이 넓으며 사용자가 직접 언급할 수 있는 
욕구뿐 아니라 직접 언급할 수 없는 숨겨진 욕구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
을 파악하여 디자인에 적용시킴으로서 공간계획에 있어 사용자의 감성욕구
를 만족시킬 수 있다.81)

3) 경험 디자인

    경험(經驗)의 사전적 정의는 naver 교육학 용서사전에서 어떤 사건을 
직접적으로 관찰하거나 행동에 참가함으로써 얻어진 결과로서의 기술 지식 
실천 등으로 개인의 삶을 형성하는 의식적인 사실이며, 경험에는 경험하는 
주체로서의 마음과 경험되는 대상으로서의 객체인 사물이 다 포함된다고 나

79) 조아영. “감성디자인을 통한 식품 브랜드 아이덴티티 연구”. 서울대학교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p 24-27 재구성

80) 권영걸. 『공간디자인 16강』도서출판 국제. 2001. p.296

81) 유용우. “감성디자인 적용된 미래 주거 공간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02. 재인용: “감성디자인이 실내공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디자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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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있다. 국립 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경험은 ① 자신이 실제로 해 보
거나 겪어 봄 또는 거기서 얻은 지식이나 기능. ② (철학) 객관적 대상에 
대한 감각이나 지각 작용에 의하여 깨닫게 되는 내용. 이라고 나와 있다. 
즉, 인간이 환경과 어떠한 대상을 토대로 외적 활동으로 시지각적으로 얻어
지는 것을 내적 활동을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나타내며 또다시 이러한 것들
을 수용하여 지속적으로 되풀이되는 것을 경험이라고 한다. 경험이란 인간
이 겪는 다양한 사건들을 의미하지만 경험 디자인에서의 경험이란 보다 적
극적인 사용자 참여라는 방법을 통하여 환상, 느낌, 재미 등과 관련된 적하
거나, 비일상적 경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82) 경험이 구성되는 것은 경
험 디자인의 객체인 환경으로 사용자와 상호관계하게 되는 실질적 대상83) 
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인간과 환경간의 상호관계의 결과가 디자인 실체에 
반영된 것을 경험 디자인이라 한다.84) 

    이용자가 비즈니스 공간의 구성을 통해서 경험하는 행태적 특성, 심리
적인 반응 등을 통해서 비즈니스 공간을 디자인 하는 것이 인간과 환경과의 
균형 있게 하는 것임으로 고차원적인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이 되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4) 미디어 공간 디자인

    21세기 소셜 네트워크 시대가 되면서 비즈니스 공간도 마찬가지로 미
디어가 적용된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미디어 공간은 사람들에게 무수히 
많은 정보를 간단하게 알기 쉽도록 공간에 LCD 스크린, 키오스크, 센서 등
의 미디어 관련 한 것들을 디자인하여 공간에 위치한다. 이런 미디어 공간
82) 윤석준. “국내 대규모 복합쇼핑몰에 나타나는 경험디자인 연구 ”. 인제대학

교 디자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1.

83) 윤세균 외2. “경험디자인의 구성과 적용 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학

회』. 통권 제54호 Vol.16 No.4 2003. p.293

84) 윤세균 외2. ibid. p.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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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은 사람들에게 편리함과 빠르게 정보를 인지하고 직접 경험하고 눈앞
에서 보이는 것을 가상으로 체험하거나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게 미디어 공
간으로 디자인 된 것을 말한다. 공간의 물리적 구축을 추구했던 기존 건축
물의 목표는 이제 정보와 디지털 미디어의 흐름과 그에 따른 인간의 감각적 
경험에 초점을 두어, 살아 숨 쉬고 변화 가능한 시스템을 통해 외피와 내피
의 구분이 없는 모호한 경계에서 유기체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피부와 같은 건축 디자인을 지향하는 흐름으로 바뀌게 되었다.85) 고차원적
으로 되어가고 있는 비즈니스 공간에 미디어를 적용할 때에는 인간의 시각
적,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하는 경험토대로 디자인해야 시대에 맞는 
공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즉, 과학과 공학의 발달로 인간-기계의 의사소통
이 가능해진 현재의 디지털시대에서 인간-공간의 의사소통의 새로운 인터
페이스의 등장이 절실히 요구되어 지고 있다.86) 

5) 스토리텔링

    현대 비즈니스 공간디자인, 제3의 공간에서부터 스토리텔링이 중요한 
부분이 됐다. story 는 보통 '처음 - 중간 - 끝' 의 구조를 가지는 말이나 
글이다. 우리는 이를 줄거리라고 한다. 줄거리는 원래 나무에서 잎이 떨어지
고 남은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사물의 중심, 핵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스토
리텔링의 핵심적 요소는 추상적이거나 논리적인 정보가 아닌 구체적, 개별
적 요소의 물리적인 시공간에서 결과와 과정을 그려내는 것으로, 어떤 이야
기를 만들거나 그 이야기를 효과적이고 인상적으로 보이도록 명확하고 설득
력 있게 의미화, 가치화 하는 행위이다.

    스토리텔링에서 telling 은 단순히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각, 촉각 

85) 권영걸 외40. 『공간디자인의 언어』. 날마다. 2011. p.372

86) 박세연. “인지과학 패러다임을 통한 오피스 공간에 관한 고찰 연구”. 『한국

공간디자인학회』. 제4권 3호 통권 11호. 2010.03.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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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른 감각을 포함하고 있다. 스토리텔링은 인쇄매체가 아닌 미디어 매체
를 통해 전달되며, 현재 상황을 강조, 공유, 상호작용하는 개념이다. 이야기
에 대한 순수한 지식이 아니라, 이야기의 경험을 전달하는 것이다. 

    스토리텔링 storytelling은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현재상황의 중요성과 
그와 맞물리는 청중의 상호작용이라는 행위적 측면을 강조해서 사람의 마음
을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소비는 상품, 서비스를 구매하기 전에 내포되어 
있는 이야기까지 구매하는 형태라고 한다. 단순히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효율적으로 전달을 함으로써, 
소비자의 마음을 열게 하고 제품에 새로운 흥미를 유발하게 하여, 그 내재
된 의미와 가치를 전달하고 이용자에게 제품을 오랫동안 기억하게 하는 방
법인 것이다.87)88) 
 
    이러한 기법은 공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에 대한 예측을 
통해 이야기를 만들어서 공간 안에 대입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것 
또한 주어진 비즈니스 공간이라는 환경 속에 디자인을 어떻게 작업할 것인
지에 대한 검토로 공간과 사람들과의 소통을 목적과 효율적으로 하는 것으
로 환경심리학의 한 수단으로 볼 수 있겠다. 

87) 한강희. 『스토리, 스토리텔링, 스토리디자인』. 푸른 상사. 2010. pp. 22-23

재구성

88) 류수영 외 5. 『스토리텔링의 이해』. 글 누림, 2007. pp.13-20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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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초 비즈니스 공간화 현상 정의 

제 2 절 초 비즈니스 공간화 현상

3. 2. 1  초 비즈니스 공간화 현상의 정의 

    기존의 대부분의 비즈니스 공간은 마케팅의 수단과 매출의 증대를 위해
서 디자인 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다차원적인 욕구와 자기만족, 지적수준 
향상, 가치 향상 등을 위한 인간 중심적인 비즈니스 공간이 조금씩 나타나
고 있다. 이러한 공간은 기존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디자인 할 수 없으며 인
간의 내적 심리에 관련된 모든 부분을 다루게 되어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정형화 할 수 없는 디자인 개념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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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공간은 자연스럽게 인간과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며 주거 공간
과 같이 친근감 있고 편안하게 방문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본래 비즈니
스 공간이 가진 상품 매매와 기업의 홍보의 기능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지는 
않지만 방문자의 정서적 만족감을 제공하기 위해 감성을 자극하기 위한 목
적의 디자인이 지배적이다. 디자이너는 비즈니스 공간을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공간, 혹은 주거 공간을 디자인 하는 관점을 가지기도 할 것이
다. 이 공간은 강제성이 없으나 오히려 사람들은 이 공간을 기억하고 각인
하게 되어 재방문하게 된다. 이렇게 디자이너들이 비즈니스 공간을 공간의 
본래 목적이 아닌 인간의 원초적인 심리를 고려하여 디자인하고 사람들은 
이러한 공간 디자인에 자연스럽게 이끌리고 재방문하게 되는 현상을 ‘초 비
즈니스 공간화 현상’이라고 정의한다.

    단,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비즈니스 공간에 다른 공간들이 가진 부가 
기능을 추가하여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복합공간의 개념과는 다르다. 복합 
공간은 큰 공간 안에 여러 기능을 가진 공간들을 나열하고 사람들의 이동거
리를 줄여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초 비즈니스 공간화 현상이 
나타나는 비즈니스 공간은 독립적인 단일 공간이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러한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혹은 휴식공간으로써 방문할 수도 있다. 

    이 현상은 현대 기업의 고도화된 마케팅 전략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
는데, 기업은 사람들이 고차원적인 자신들의 내적 욕구를 이러한 공간에서 
계속해서 충족시켜 나아가 기업의 이념, 브랜드의 느낌 등을 방문자들이 자
연스럽게 이해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디자이너가 단순히 문화공
간처럼 아름답거나, 주거공간처럼 편안함을 제공하는 공간을 디자인한다면 
이러한 기업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 그러므로 디자이너는 공간디자인이 가
지는 요소에 따른 인간의 고차원적인 심리와 욕구, 비즈니스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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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비즈니스 공간에서의 인간의 행태

3. 2. 2 초 비즈니스 공간화 현상의 구조 

    길을 걸어가면 자연스럽게 주변의 비즈니스 공간을 지속적으로 접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기업이 제공하는 광고나 로고와 같은 매체를 통
해서 브랜드와 공간을 인식하고 제품을 구매 할 것인가에 대해 판단하여 이 
공간의 방문 여부를 결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보면 브랜드에 대한 이해도와 
제품의 구매 의사가 비즈니스 공간 방문의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업은 브랜드의 정체성을 알리고 매출향상을 위해 보다 더 자극
적이고 입체적인 마케팅 수단을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에 반영한다. 그러나 
기업의 이윤창출에 국한된 기준과 목적의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은 인간의 고
차원적인 정서적 욕구 충족의 계속적인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 현대의 비즈니스 공간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적, 
정서적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제품 구매에 대한 의사와 관계없이 그 공간을 
방문하도록 하고 있다. 인간은 초월적인 비즈니스 공간을 단순히 물리적인 
비즈니스 공간으로 인지하지 않고 예술작품이나, 자기만족을 채울 수 있는 
심리적인 공간으로 인지하여 집과 같이 편안함으로 방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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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현대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에서의 배경지식, 요소, 수단의 영향 및 인간의 
행태 

    인간과 비즈니스 공간 환경에 따른 상호작용의 미적 반응인 감정적, 정
서적인 심리적 반응과 행태는 비즈니스 공간을 방문하는 방문자의 생물학적 
차이, 사회, 문화적 경험, 개성, 경험, 목표, 연상, 기대, 환경적 활동과 내적
구조, 움직임에 의해서 달라진다.89) 

    방문자와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타나는 심리들을 
내사 Nasar의 미적 반응의 개연적 모델을 기반으로 초 비즈니스 공간화 현
상 구조화시켰으며 그림 3-5에 나타내었다.90)  

    우선,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을 인지함에 있어서 인간의 정신적 정서적 
반응은 환경심리학의 큰 틀 속에서 생각할 수 있다. 다양한 문화적 경험과 
여러 가지 형태의 심리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방문자는 비즈니스 공간을 
인지하고 지각한다. 사람들은 고차원적으로 디자인되어진 비즈니

89) 김주미. “환경인지의 시각적 질과 그 효과에 관한 연구: 경영미학점 관점”.

한국디자인학회 제11권 제1호 통권 23호.1998.05 p.176

90) Nasar, J.L. “Urban Design Aestheti, in Environement and Behavior”.『Sage

Publication』Vol.26. No.3. 1994. pp.380-381(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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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초 비즈니스 공간화 현상 구조화

스 공간의 외부를 바라봄으로써 다양한 감정을 나타내고 그 공간의 방문
자가 된다. 방문자는 비즈니스 공간 디자인의 내 외부적 요소인 재질, 
재료, 색채, 동선, 디스플레이를 인지하고 반응한다. 인간의 심리가 잘 
반영되어 있는 환경과 서로 상호작용하여 지적, 정서적 욕구를 충족하고 
가치 향상의 효과를 받는다면 결국 공간 자체의 가치에 의해 재방문하게 
될 것이다.

    인간의 심리, 경험과 비즈니스 공간과의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는 사실은 
공간 디자이너가 집중해야 할 부분이다. 디자이너는 이러한 비즈니스 공간
을 서비스 디자인, 감성디자인, 미디어 공간디자인, 체험 디자인, 스토리텔
링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디자인 하게 되는데 이는 환경심리학, 시각심리학, 
인지심리학, 조형심리학 등 심리학 전반의 배경지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디
자이너는 환경이 갖는 시각적 즐거움의 원리와 구체적이고 일반적인 지각원
리, 인지적 속성, 인간의 심리가 내재되어있는 공간을 형식적인 원리로 전환
시켜야 한다.

    마케팅의 기준과 상관없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만으로도 정신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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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고차원화된 비즈니스 공간을 디자인하여 이러한 
공간이 자연스럽게 활성화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공간을 디자이너의 관점에서 인간의 행태, 행위, 심리 등과 
같은 인간중심의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비즈니스 공
간이 될 것이고 방문자들은 이곳을 비즈니스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방
문할 것이다. 
 

환경

물리적, 객관적 속성

형태, 분위기, 빛, 높이, 각도, 표면, 윤곽선, 주변광,

색상, 질감, 선, 깊이, 밀도, 방향, 축성, 전망, 배치, 지

형, 다양한 향상과 패턴, 통사구조

인간

주관적, 주체적 속성

지각된 요소들의 복잡성, 다양성, 독창성, 지각적 조화

와 일관성, 구별성, 시각적인 우세성, 새로움, 미, 즐거

움, 만족, 미적가치, 전통적 삶, 양식적 가치, 역사적

의미, 개인적 표상, 표상과 관련된 의미

인간-환경

상호작용

친밀성, 접촉빈도, 크기, 거리, 관찰자의 위치, 이동,

움직임

표 3-1 인간, 환경과 인간- 환경 관계성의 속성 (김주미, 1996)
  

    표 3-1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관계는 인간과 환경의 관계의 속
성과 같다. 총체적인 환경과 인간의 관계와 같은 기준과 목적으로 고차
원화 되어가는 비즈니스 공간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환경으로 인식될 
것이다. 즉, 비즈니스 공간은 더 이상 제품을 판매하는 공간이 아닌 인
간의 정신적, 심리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고차원화된 공간이 되었으
며, 이러한 현상을 초 비즈니스 공간화 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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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3 심리학적 측면에서의 초 비즈니스 공간화 현상

    비즈니스 공간에 들어가기 위해 인간은 노력을 하지 않는다. 즉각적으
로 느껴지는 감정들로 인해 공간의 방문을 선택하는데, 이런 접근 방식은 
직각적이며 자동적인 사고방식이다. 심리학에서는 심리학자와 신경과학자들
은 인간의 모순처럼 보이는 행동에 대해 이해시키기 위해 인식체계의 한 가
지 접근방식을 직각적인 반응과 사고방식을 하는 자동적 시스템(Automatic 
Systeme)과 합리적이고 심원한 사고방식을 하는 숙고시스템(Reflective 
System)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심리학자들은 실험을 통해 
인간의 모든 인생이 대부분 자동적 시스템의 인상을 받아서 살고 있으며 인
간은 이것에 대한 출처를 모른다고 설명한다.91)

    그래서 인간은 심리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에도 불구하고 심리학은 한계
성을 가지고 있다. 심리는 인간의 본질적인 영역이지만 이론적으로는 이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논리나 인과성 있는 정보보다 알지 못하는 것으로 마음이 끌리게 되는 
초 비즈니스 공간화 현상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심리에 대한 출처를 알아내
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인지심리학92) 에서는 인간적인 요인들을 디자인
에 통합시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말한다.93) 그리고 현대 생활에
91) 리처드 탈러 캐스 선스타인. 넛지. 안진환 역. 리더스북. 2009. pp.40-45 재구

성

92) 1956년 9월 11일 메사츄세츠 공과대학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인지혁명1) (하

워드 가드너,1985)으로 불리며 극적으로 탄생한 인지심리학은 ‘인간은 자극에

대해 반응하는 자극 - 반응계’라는 견해를 ‘인간은 정보처리를 하는 부류’라는

견해로 바꾸었다. 그 후 인지심리학은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 진화심리학을

파생시켰고 , 뇌 과학과의 교류로 인지신경심리학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들

분파도 행동경제학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출처]http://cafe.naver.com/uistudy/3406

93) Donald A. Norman. 이창우, 김영진, 박창호 공역.『디자인과 인간심리』. 학지

사. 1996



- 71 -

서 심리학이 활용되지 않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심리학의 이해에 대한 필요
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다. 인간의 모든 행동과 생활에는 무엇보다도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공간 속에서 인간의 심리현상을 심
리학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94)  

94) 임창재, 김희정. 『심리학의 활용』. 형설출판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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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3. 1 인지단계에서의 인간의 심리

    오늘날, 사람들은 단순히 제품을 사기위해서 비즈니스 공간을 방문하지 
않는다. 제품의 기능은 매우 다양해졌고, 대부분의 제품이 요구되는 품질을 
가지고 있다. 디자인이 제품의 경쟁력이 되었으며 서로 비교하기도 힘들 정
도로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특히, 공간의 규모는 확대되어지고, 다원화된 양
상을 보이고 있어 공간 체험자의 진로방향에 어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러한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디자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95) 제품 구
매의 목적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가
상의 인터넷 공간을 이용한다.

    사람들은 디자인이 잘 된 비즈니스 공간, 아름다운 비즈니스 공간을 선
택하여 방문하고 공간디자인이 제공하는 정서적 즐거움을 느끼기 위하여  
비즈니스 공간을 방문하는 것을 여가생활로 여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방문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비즈니스 공간 디자인
을 인지하는 때의 심리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인간은 다섯 가지 감각기관으로  색채, 재료의 질감, 형태, 크기 등을 
지각한다. 지각과 동시에 인지의 과정이 일어나는데, 브랜드의 역사, 특징, 
제품의 특징과 성격 등을 연결 지어 조형적인 측면 등을 자기의 경험을 통
해서 심상을 통한 작업을 하여 인지하게 된다. 특히, 아름답거나 멋지고 분
위기 있는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을 보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호기심을 느끼
고 그 공간에 방문하게 된다. 이러한 복합적인 과정을 통해서 비즈니스 공
간을 방문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95) 이영주, 이정교. “게슈탈트 지각법칙에 의한 공간디자인의 시지각적 연속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제5권 3호 통권 13호. 2010. 09.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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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시각

(focal vision)

환경시각

(ambient vision)

심리적 준비

perceiver attitude
집중적 주의/의식적/능동적 확산적 주의/무의식적/수동적

시각정보의 전달경로

visual pathway
Visual cortex superior coliculus

정보와 처리형태

nature of information

processing

시간이 걸리는 처리 순간의 처리(동시적·병렬적)

일부분으로부터의 상세한 정보 넓은 범위로부터의 얇은 정보

선택에 의한 정보압축(좁은

시야)
통합에 의한 정보압축(넓은 시야)

결과와 기능

outcome/function

대상의 검출 인지
신체의 직립·이동

주의의 환기 유도

대사의 지적 이해 전체적 인상의 파악, 정서적 평가

정보원(물리적 환경)

source of information
환경내에 산재하는 물체 연속적인 넓이가 있는 시각적 표현

    인간이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있는 동안에 반드시 환경에 대한 지각과정
이 발생하는데, 인지과정 중에서 환경정보와 이미지, 환경의 성격, 구조 등
에 대한 인상 및 의미, 중요성 상징성을 포함하게 된다.96) 

 
 표 3-2 인지단계의 인간의 시각정보수송의 2형태

    (출처: 건축 환경 심리학의 최근 연구동향 세미나. 대한건축학회. 1997)

    표 3-2는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을 인지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방문자
가 능동적인 의식을 가지고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을 집중적으로 주의 했을 

96) 이낙현 “실내공간의 멘탈 이미지의 특성과 사례에 관한 연구” 『한국기초조

형학회』. p.246-247.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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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정보처리의 형태는 시간이 걸리며 일부분에 대한 상세한 정보 획득 그리
고 좁은 시야로써 선택에 의한 정보를 압축해 대상에 대해서 이해하게 된
다. 이러한 인지 과정은 동시에 비즈니스 공간디자인 한 부분만이 아닌 주
위에 둘러싼 환경에 의해서도 무의식적으로 순간적으로 정보가 처리되며, 
전체적인 시야를 가지고 정보를 압축하면서,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을 주의하
는데 있어서 다른 분위기를 유도하면서 전체적인 인상과 정서적인 평가를 
하게 하여 연속성 있는 다양한 환경과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의 관계성에 대
한 정보를 얻게 된다. 이러한 시각정보수송의 형태는 동시에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림 3-6 비즈니스 공간디자인 인지단계의 동시성
(출처: 건축 환경 심리학의 최근 연구동향 세미나. 대한건축학회. 1997)    

    인지과정을 거치면서 인간은 지속적인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공간디자인의 미적평가를 하게 된다. 미적 반응은 선호하는 감정적, 정
서적 평가로 정의할 수 있으며 대부분 정서적 반응은 즐거움과 각성의 
복합적 관계로 나타나게 된다.97) 표3-3은 인간이 시각적 질과 효과를 
내기 위한 미적 특성과 지각인지 평가 과정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97) 김주미. “환경인지의 시각적 질과 그 효과에 관한 연구”.『한국디자인학회

』. 제11권 제1호 통권 23호. 1998. p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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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3 인지단계의 미적특성과 지각인지평가 과정과의 관계 
( 출처: 환경인지의 시각적 질과 그 효과에 관한 연구. 김주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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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3. 2 공간 내에서의 인간의 심리 

    건축 내부로 들어가면서 인간은 공간에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내부에 잠식되어 공간의 일부가 된다.98) 일반적으로 디자이너는 비즈니스 
공간을 디자인할 때, 이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한다. 실내공
간을 지각한다는 것은 공간을 구분하는 물리적 구성요소들을 인식한다는 것
이며, 이는 곧 시각을 통해 구성요소들의 상호관계를 인식함으로써 가능해
진다.99) 

     특히, 사람들은 자신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변화를 가할 수 있는 환
경에 더 큰 매력과 애착심을 느낀다.100) 공간 내부에서 중요시되는 디스플
레이, 색감, 재료와 재질, 동선 등과 같은 요소들은 조형으로 디자인되어 표
현되어 진다. 이러한 조형적인 측면을 디자인 할 때는 인간의 행태와 심리
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고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기 위해서 디
자인 수단으로 서비스 디자인, 감성디자인, 미디어 공간 디자인, 경험 디자
인, 스토리텔링 등과 같은 방법을 적용하여 연결시킨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
을 디자이너는 인간의 심리적인 욕구와 행태를  상호 연결하여 공간에 반영
하여 디자인 한다. 즉, 실내공간에서 이미지의 표현에 관한 문제는 의미와 
의미전달 그리고 문화적 상황과 그것의 실제적 표현으로 귀결된다.101) 

98) 조종연, 박길용. “내부 공공영역에서의 공간인지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

학회』. 제25권 제1호 통권 제49집 2005. 10. p.168

99) 이영주, 이정교. “게슈탈트 지각법칙에 의한 공간디자인의 시지각적 연속성

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제5권 3호 통권 13호. 2010. 09.

p.48

100) 이정민, 조벽호. “상호작용 공간의 심리·행태적 의의에 관한 연구 ; 사용

자 욕구 유형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공간디자인학회』 제2권 1호 통권

3호. 2007. 08. p.97

101) 홍승대, “실내공간의 이미지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학회』

통권 제33호 Vol.12 No.4. 1999. 11. p.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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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디자인에 대한 이미지의 형성과정(서동연, 2010 p.222)

    방문자가 공간 내부의 디자인을 접하였을 경우, 인지과정 내에서 직관
적인 시각 이미지는 매우 다양한 감성적 의미를 함축적으로 포함하고, 인간
의 감성반응은 언어적 형식보다는 시각 이미지의 형식으로 인간의 인지구조 
내에서 활성화 되고 있다.102) 방문자들은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의 전체적인 
모습을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어 인지한다. 이를 통해서 개인의 만족에 따른 
공간에서의 선택과 경험을 통해 만족하게 된다. 또한, 비즈니스 공간 만족도
는 필요에 따라 이동할 수 있는 가변성이 있어 편리하고, 이용자들의 시야
가 주로 머물게 되는 벽면과 바닥에 대한 색 처리, 벽면에 적용되는 색의 
명도는 바닥에 적용되는 색의 명도보다 낮게 설정되는 조건이 공간 만족도
를 향상하는데 효과적이라 한다.103) 비즈니스 공간을 어떻게 디자인 되었느
냐에 따라서 인간의 행태가 변화되어지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실내 공
간을 구성하는 주된 요인인 실내디자인요소의 변화는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

102) 서동연, “공간 디자인에 대한 감성연상 매개로써 언어와 시각이미지 특성”

『디지털디자인학』 제10권 제2호 통권26호 2010. 04. p.388 재구성

103) 최유진 외 2. “커피전문점의 실내디자인 요소 변화에 따른 공간 만족도 분석”

『대한설비공학회』 제 24권 제4호 2012. p.375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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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접근,  행태, 체류시간 및 상품구매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104) 비즈니스 공간은 주위환경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고 인간의 삶의 
방식을 반영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인간의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
고 있다. 또한, 일상에서 접하고 있는 다양한 감각 정보들이 공간디자인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여 작용하는 지에 대한 관심은 건축공간의 환경적인 
질을 향상시킴에 기여한다.105) 비즈니스  공간 내에서 디자인을 인지하는 
인간의 사고와 심리적인 반응들은 환경, 사회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
다. 

    비즈니스 공간 내부디자인과 기능 요소, 수단 등을 통한 방문자들의 경
험은 문화와 인간의 욕구를 채워주며 감성을 형성하는 상생관계라고 할 수 
있겠다. 인간의 삶의 한 부분이 된 비즈니스 공간은 내부에 이루어진 제품
과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으로의 필요한 요소와의 관계와 인간의 심리적인 부
분들은 서로가 잘 연결되어야 하나의 이미지로 형성되어 방문자에게 만족감
을 줌으로 기억에 남을 것이며 심리적으로 편안하여 집과 같이 느껴질 것이
다.

104) 최유진 외2. ibid . p.364 재인용

105) 서동연. “공간디자인과 제품디자인 간의 감성적 영향 관계”. 『디지털디

자인학』. Vol.10 No.2, 2010 p.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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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3. 3 재방문을 하게 되는 인간의 심리 

    멋진 디자인과 색감을 가진 비즈니스 공간은 인간의 심리와 행태를 변
화시킨다. 심리의 변화를 경험한 방문자는 방문 이후에 각각의 다른 형태, 
색감, 디자인으로 된 비즈니스 공간을 인지하고 기억해내며, 만족도에 따라
서 그 공간을 재방문하게 된다. 사람은 일상생활에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것을 다시 생각해내어 현재의 상태에 적응하기 위해 
‘기억’을 하게 된다. 방문자는 비즈니스 공간에서 경험한 것을 통한 총체적
으로 느껴지는 것을 심상으로 만들며, 장기적으로 기억하고 이를 통하여 안
정감을 가지면서 재방문하게 되는 것이다. 

    지속적인 재방문은 방문자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비즈니스 공간이 제시
하는 제품에 관심과 기대를 갖게 하고, 나아가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확고히 하게 되어 비즈니스 공간이 가지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방문자의 기억은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을 인지하며 지각했을 때의 호기
심과 기대감보다 방문 후 이에 대한 만족감에 큰 영향을 받는다. 공간 내외
부의 적합한 환경, 단순 명료한 디자인, 이용자에게 쾌적한 공간 제공, 다양
한 문화 경험과 마음의 터전으로 이루어진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을 전체적인 
환경으로 이용자가 지각하고 인지하여, 비즈니스 공간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는다. 인지적 이미지는 행태적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며 행태를 조절하며 
인간과 환경 사이에 교차하는 상호 작용의 결과로 생성되며 모든 과거의 경
험으로부터 구축된다.106) 비즈니스 공간과 함께 둘러싸인 환경과 디자인이 
어우러지면서 이용자와 비즈니스 공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용자는 심
리적으로 문화적 가치와 대우를 받았다는 기억을 통해서 재방문하게 되는 
것이다. 즉, 실내디자인 요소의 변화에 따른 공간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106) 조종연, 박길용. ibid. p.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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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그 공간에 대한 평가 및 다시 방문하고 싶은 정도는 변화한다.107)

107) 최유진 외 2. “커피전문점의 실내디자인 요소 변화에 따른 공간 만족도 분

석”. 『설비공학논문집』. 제24권 제4호 2012. p.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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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현대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의 사례분석

제 1 절 사례분석 방법 및 틀
 
제 2 절 사례분석
    4. 2. 1  Fashion
    4. 2. 2  Restaurant
    4. 2. 3  IT
    4. 2. 3  Car
    4. 2. 3  Contents

제 3 절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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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현대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의 사례분석

제 1 절 사례분석 방법 및 틀 

    제3장에서는 디자이너의 관점에서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의 요소와 수단
을 설명하고 비즈니스 공간의 방문자의 심리를 인지, 방문, 재방문의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여 ‘초 비즈니스 공간화 현상’에 대하여 정의하였다.  

    본 장에서는 현대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에서 나타난 초 비즈니스 공간화 
현상을 사례를 통해서 설명하고 변화된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의 개념을 제시
하고자 한다. 

    현대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은 정형화 되어있지 않고 방문자의 심리를 판
단할 수 없으며, 방문자들의 방문 목적 역시 다양하여 심리학적 사례 선정
의 기준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현대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의 
요소, 수단을 물리적으로 확인하고 판단하여 심리학적 근거를 통해 방문자
의 심리상태를 예측할 수 있으며 2000년대 이후에 디자인된 공간을 1차 사
례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현대 비즈니스 공간디자인의 사례를 Fashion, 
Restaurant, IT, Car, Contents 분야의 대표적인 공간으로 나누어 앞서 제
시한 공간디자인의 요소, 수단을 상세히 분석하고 이를 심리학적 배경지식
에 적용, 설명하여 초 비즈니스 공간화 현상을 다시 검증하였다. 

    사례분석의 틀과 도식화 방법은 다음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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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업종 대상 구분 개요

Site
Design
Year

Photo
 

Background

요소
Photo

디스
플레이
재료
재질
및 

색감
동선

수단 
스토리텔링
감성디자인
체험디자인

미디어 
공간디자인

서비스 
디자인

배경지식
환경심리학
조형심리학
시각심리학
인지심리학
행동경제학

서비스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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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공간의 인간의 행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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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업종 대상 구분 개요

Fashion Prada Store 

Site
575 Broadway, 
New York, NY 

10012 nr. Prince 
St. 

Design Rem Koolhaas 
(OMA)/ARO

Year 2001
Photo

 

Background

    이탈리아 패션업체 프라다는 ‘나일론 백’ 제품의 성공으로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미국 군용물품에 낙하산이나 텐트를 만
들던 ‘포코노’ 방수천 소재를 파격적으로 가방에 사용하였다. 투명 라텍
스에서 거울 조각에 이르기까지 특이한 소재도 적극 사용하는 프라다는 

제 2 절 사례분석

4. 2. 1  Fa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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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적이면서도 기술적으로 새로운 소재를 이용하는 패션 브랜드로 알려
져 있다.108) 뉴욕 소호(Soho)의 프라다 에피센터 플래그십 스토어는 
1999년 시작된 프라다의 에피센터 스토어(Epicenter Store)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존 판매방식의 혁신적인 대안을 위해 진행된 디자인 프로젝
트이다. 브랜드 제품의 전시와 홍보를 위해 기획된 프라다 플래그십 스
토어 중 2001년 12월 렘 쿨 하스(Rem Koolhaas)가 뉴욕에 설계한 세
계적인 건축물이다. 프라다 에피센터 소호 매장(2,520㎡)은 진원지라는 
디자인 컨셉을 구현하기 위해 디지털 미디어와 유비 쿼터스 환경이 일체
화되어 비즈니스 공간비즈니스 공간에 적용되어 디지털 환경이라는 매개
체를 통해 새로운 패션 문화를 체험하는 공간 마케팅을 제안하고 있
다.109) 프라다는 명품 브랜드이면서도 실용서오가 새로운 실험을 추구하
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반영하고 쇼핑의 기능과 개념을 새롭게 재정의 
할 수 있는 매장을 만들고자 하였다. 2001년 4월 밀라노에 있는 프라다 
전시관에서는 앞으로 지어질 프라다 매장에 관한 스케치, 이미지, 모델, 
포스터에 관한 전시회가 열렸는데 뉴욕에 지어질 매장 프로젝트를 진행
한 렘쿨하스는 ‘공간은 마케팅 도구’라고 했다.110) 프라다의 확고한 이미
지를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공간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을 나타
내고 있다.

요소
Photo

사용자들의 동선을 기준으
로 눈높이와 시선이 이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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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는 쪽으로 동선 중간이나 
벽 쪽에 선반을 배치, 벽 
공간을 활용하여 가방 구두
와 같은 액세서리를 진열함

철제 상자가 이동할 수 있
는 구조로 되어있어 다양한 
디스플레이 연출을 하게함.
(가변성) 
1층과 1층이 마주하는 계단
을 구두의 진열대로 사용됨

굴곡이 있는 바닥은 버튼을 
누르면 회전하면서 무대가 
등장한다. 새로운 공간이 
발생하여 이곳에서는 음악
공연, 강의, 이벤트, 상영, 
영화 등 문화적 행사를 위
한 무대로 복합적으로 사용
됨

진열대 사이에 설치된 스크
린은 패션쇼, 예술분야, 

프라다 모조품, 제품생산 
장면 등을 내보내고 있다. 
탈의실에 옷을 가지고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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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식별 안테나에 의해
LCD 스크린에 자신이 고
른 옷을 입은 모델의 패션
쇼 장면을 볼 수 있다

재료
 · 

재질

및

색감
  < 프라다 매장 재료 및 재질 > 

  
 

< 프라다 매장들의 다양한 
월페이퍼>

유리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외부와 내부를 개방함
(투명 소재)

바닥을 Zebra wood 소재
를 사용해서 차가움과 따뜻
함의 조화롭게 함

무채색의 공간에 벽에 월 
페이퍼를 이용해서 매번 다
른 느낌의 공간 분위기를 
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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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선

1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지하 1층과 1층을 연결하는

웨이브 구조의 바닥 : 퍼스펙티

브

지하 1층과 1층을 연결하는 
수직이동이 가능한 엘리베
이터 이용 가능함 

1층 바닥 전체가 계단으로 
된 웨이브 형태가 반대편 1
층 바닥과 연결됨

굴곡이 있는 바닥은 버튼을 
누르면 회전하면서 무대가 
등장한다. 새로운 공간이 
발생하여 이곳에서는 음악
공연, 강의, 이벤트, 상영, 
영화 등 문화적 행사를 위
한 무대로 복합적으로 사용
됨

수단 

스토리텔링 세상을 바꾸고 싶은 욕망 , 겉으로 화려하게 드러나지 않
지만 활동성 있는 도발적 욕망111)

 

감성디자인 월 페이퍼를 이용한 다양한 분위기 연출 
동적인 바닥디자인으로 인한 생동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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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의 변화와 다양한 목적의 공간으로 연출 가능
정보가 소비자들에 따라 변화 (고객맞춤 인터렉션 실현)

체험디자인

고객이 선택한 의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모습을 LCD 
스크린에서 제공 (패션쇼, 상품 재질, 제품의 작업모습)

직접 착용한 의상의 모습을 인터넷 가상 옷장으로의 연결: 
웹 클로짓(web closet)
 직원과 구매자간의 의사소통 방식으로 편리
고객의 제품의 선택, 구매, 선호품목 등이 자동기록112)  
 

미디어 
공간디자인

고객과 공간 직원 브랜드간의 인터랙션 실현
(LCD 스크린을 통한 프라다의 시즌 패션쇼 장면, 
고객이 선택한 제품의 무선식별 안테나 RFID, 
드레스 룸에서 제품을 자동으로 인식, Plasma screen을 통
해 고객자신의 모습을 앞뒤로 볼 수 있는 기능)113)

서비스 
디자인 고객의 편리를 위해 체험디자인과 미디어공간디자인 구축

배경지식

환경심리학

월 페이퍼들의 다양한 예술작품의 색감이나 이미지에 의한 
공간 분위기 변화로 물리적 공간의 한계에서 벗어나 고객
들의 심리가 종속변수. 
가변성 있는 공간을 통해서 고객들의 호기심, 흥분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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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심리학

프라다의 콘셉트, 인간의 욕망, 디자이너의 욕망과 같이 
인간의 심리를 통해서 패션과 공간에 표현

투명소재, 디스플레이의 가변적 구조, 공간의 가변적 구조, 
무채색과 월 페이퍼의 칼라 풀
바닥의 유동적인 웨이브를 통한 고객에게 호기심 유발

시각심리학

욕망을 드러내고 싶은 프라다의 공간디자인은 고객이 프라
다 스토어를 시각적으로 인지하고 인식할 때 인간의 다양
한 욕망에 대한 심리를 표출해서 각 개인 마다의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

인지심리학
미디어 공간디자인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쉽게 인지하게 하
여 지속적으로 편안하게 느낌 , 복잡한 제품들을 웹 클로
짓을 통해 단순하게 기억, 연결, 기록

행동경제학

프라다의 고가의 제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프라다 스토어
의 고급스러움과 중후함, 미디어디자인을 통한 편리함, 한 
공간에서의 다른 분위기를 만끽하는 고객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프라다 제품을 왜 구매해야하는지에 대한 합리성이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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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공간의 인간의 행태 구조

108) 안민선. “현대의 공간 프로그램 경향에 따른 공간디자인 특성 연구”. 서울

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43-44 재구성

109) 김선영 “패션 브랜드 플래그쉽 스토어로 본 실내 전시연출과 브랜드 아이

덴티티의 조형성”. 『한국기초조형학회』 통권 6권 4호. 2005. p.169 재구

성

110)“space is a marketing tool”, Rem Koolhaas, Project for Prada Part 1.

2001

111) 조혜덕. 『명품의 조건: 샤넬에서 스와치까지 브랜드에 숨은 예술이야기』.

아트북스. 2011.

112) Sara Hart. 『Prada Flag Ship Store』, Architcturural Record 02.

McGrawHill, New York. 2002. p.87

113) 차세대 Telecommunication & IT 수익엔진 : 유비쿼터스 AutoID & M2M

R&BD 대표컨설턴트/ 기업 기 술가치 평가사 이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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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업종 대상 구분 개요

Fashion Swarovski Store

Site

Jewel Box Ginza
1F-2F8-9-15 

Ginza
104-0061 

Chuo-Ku,Tokyo, 
Japan

Design Tokujin Yoshioka

Year 2008
Photo

Background

    1885년에 오스트리아 바텐스에 스와로브스키 회사를 설립했다. 사
람들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크리스털을 만들고 좋은 크리스털을 가져다 
더욱 아름답게 가공하는 것이 스와로브스키사가 지금까지 선보이고 있는 
원칙이다. 패션과 액세서리의 새로운 디자인의 가능성을 보여준 크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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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이 박힌 봉제용 리본은 1931년에 제공되었다. 그이후로 크리스털에서 
환상적인 무지갯빛의 광채 효과를 크리스챤 디오르와 협력하여 개발했
다. 공간에 처음으로 샹들리에, 클래식 조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품을 출시하여 베르사유 궁전이나 오늘날까지 다양한 크리스털을 선보
이고 있다. 기존의 쥬얼리샵과 같은 공간, 면세점, 백화점과 같은 복합공
간에 입점하면서도 스와로브스키만의 비즈니스 공간을 보여주지 못했다. 
쥬얼리샵으로는 최초로 브랜드의 개성과 이미지를 드러내는 스와로브스
키 크리스털 월드(Swarovski Kristallwelten)가 1995년에 오스트리아 바
텐스에 창립 100주년 기념박물관으로 개장되었다. 5백만 명이 크리스털
의 매력을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경이의 방(Chambers of Wonder)
이 있는 스와로브스키의 공간으로 모여들었다. 방문객들의 크리스털 월
드의 반응이 좋아서 2003년에는 안드레 헬러(Andre Heller)가 스와로브
스키 월드를 위한 여러 개의 경이의 방(Chambre of Wonder)을 새로이 
디자인하여 규모를 확장시켰다. 스와로브스키 매장은 전 세계에 94개를 
개점하였다. 특징은 박물관, 놀이터,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
다.114) 

   2008년 일본 도쿄 긴자 거리에 스와로브스키는 첫 번째 플래그십 스
토어이다. 디자이너 도쿠진 요시오카(Tokujin Yoshioka)에 의해 디자인
되었다. 그는 스와로브스키의 상징인 크리스털의 소재를 콘셉트로  공간 
내·외부에 화려하게 연출해놓았다. 
   그는 “ 디자이너들의 주요 역할은 사물의 형태를 만드는 것이지만 촉
각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115) 스와로브스키의 공간디자인에 
의해서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인지해서 스와로브스키의 특성을 몸소 파악
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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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Photo

디스플레이

흰 벽면에 공간을 활용해 
시즌별 패션 크리스털 제품
을 진열

벽과 벽 사이에 가로와 세
로로 된 유리 보물 상자와 
같은 진열대를 왼쪽 오른쪽
에 동선과 동선 사이에 배
치되어 고객들이 자연스럽
게 제품을 구경할 수 있도
록 배치

천장에 크리스털로 자연을 
형상화한 모빌을 메달아 진
열대와 제품들과의 조화를 
이루어 디스플레이 효과를 
극대화

재료
 · 

재질

및

빛을 반사하는 크리스털의 
물성으로 새로운 ‘크리스털 
숲’을 창조한 것이다.
 
내부의 영역에서 외부의 파
사드로 확장된 크리스털 숲



- 96 -

색감

은 입구 정면의 스테인리스 
스틸 거울을 통해 지나가는 
이의 시선을 끔

각기 다른 각도로 빛을 반
사하는 1,500개의 스테인리
스 스틸 거울은 스와로브스
키의 심벌로 자리매김

LED를 사용함

크리스털의 투명함과 영롱
함을 보여줄 수 있도록 투
명. 무채색, 흰색 계열의 색
감이 표현됨

동선

스와로브스키 스토어의 입
구는 매장 내·외부의 구분
이 없는 것처럼 하여 연결
성이 보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왼쪽
으로 다양한 패션관련 크리
스털 귀걸이, 목걸이, 배지, 
키고리 등이 전시 되어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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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으로는 1층과2층을 연
결해주는 강화 투명 플라스
틱과 크리스털로 디자인된 
계단을 통해서 2층에 다다
르면 홈 액세서리가 전시되
어 있음. 이곳에서는 고객
이 주문제작(custom-made)
한 제품들이 있음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와 1
층에서 2층으로 연결되는 
공간들은 하나의 크리스털
처럼 보여 자연스러운 동선
이 이루어짐

고객들이 크리스털 궁전이
나 크리스털 숲에서 걷고 
있는 듯한 느낌

판매 공간을 넘어서 전시공
간으로서의 차별화된 매장
을 제안함

수단 

스토리텔링 크리스털 숲속’에 들어와 몽환적이고 영롱한 분위기를 경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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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디자인 고객들이 크리스털 궁전이나 크리스털 숲에서 걷고 있는 
듯한 느낌

체험디자인

고객이 선택한 의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모습을 LCD 
스크린에서 제공 (패션쇼, 상품 재질, 제품의 작업 모습)

직접 착용한 의상의 모습을 인터넷 가상 옷장으로의 연결: 
웹 클로짓(web closet)
 직원과 구매자간의 의사소통 방식으로 편리
고객의 제품의 선택, 구매, 선호품목 등이 자동기록116)  
 

미디어 
공간디자인 -

서비스 
디자인 크리스털 숲속을 체험하는 공간구현

배경지식

환경심리학
크리스털과 빛, LED를 이용해서 다양한 빛으로 공간의 다
양한 밝기와 분위기를 연출해서 고객들에게 크리스털 내부
에 있는 듯 한 심리작용 

조형심리학
스와로브스키의 크리스털의 형태적인 요소를 공간디자인에 
이용해서 인간의 소유와 욕망을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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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이나 천장의 모빌의 다이아몬드와 크리스털의 유동적
인 모빌을 이용해서 보석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형상을 표
현하여 인간이 공간에서 자기의 보석인 것과 같은 착각 유
발

시각심리학

욕망을 드러내고 싶은 프라다의 공간디자인은 고객이 프라
다 스토어를 시각적으로 인지하고 인식할 때 인간의 다양
한 욕망에 대한 심리를 표출해서 각 개인 마다의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

인지심리학 크리스털의 투명성과 빛의 영롱함을 인지하여 크리스털 숲
속에 있는 듯한 기분 

행동경제학

매장이 아닌 크리스털 숲속을 연상시켜서 자유롭게 거닐며 
자유를 만끽하며, 한 공간에서 제품을 제품보다 숲속의 요
소로 경험하게 하여 자연스러운 구매욕구와 합리성 작용

비즈니스 공간의 인간의 행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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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스와로브스키 홈페이지

115) 최혜경 외 1, 『세상에서 가장 따듯한 소통의 기술, 촉감』. 행복이 가득한

집(design.co.kr).기사내용 일부 발췌. 2008년 1월호

116) Sara Hart. 『Prada Flag Ship Store』, Architcturural Record 02.

McGrawHill, New York. 2002. 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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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
업종 대상 구분 개요

Fashion Nike Town 

Site Oxford Circus
 London, UK

Design  BDP, Nike design 
teams 

Year
 

2010

Photo

Background

    1990년 나이키는 스포츠 업계의 최고의 브랜드였다. 그때 제일 치
열하게 접전을 벌이던 아디다스가 신세대에 호소하면서 다가서고 있었
다. 이런 경쟁을 벗어나기 위해 나이키는 1960년대 학교 체육관을 기본
개념으로 매장환경을 디자인하는 전략을 세워 새로운 도약과 창조를 시
도했다. 매장환경을 통한 입체적인 전략을 세웠다는 것이다. 이용자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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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체험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층마다 골프, 테
니스, 러닝, 농구, 축구의 스포츠를 연상케 하는 레이아웃으로 구성하고 
각 스포츠를 대표하는 스타 선수들의 그래픽을 전시하여 이용자들이 자
기의 마을에서 같이 스포츠를 즐기고 공유하는 인터페이스적인 요소를 
첨가함으로써 다양한 경험을 인식하고 기억하며 편안하게 접근 할 수 있
도록 하였다. 또한 이용자가 매장을 방문했을 때 나이키 타운에 사는 주
민이 되는 것처럼 전개하고, '타운'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작은 공동체라
는 마을의 요소를 적용하여 브랜드를 공유함으로 나이키라는 공동의 이
미지를 갖게 하였다.117) 이용자들은 나이키 타운이라는 새로운 경험에 
부담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일률적 비즈니스 공간에 포
함되어진 구매의 목적을 있더라도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하는 효과를 갖
게 되었다.  또 하나의 인간의 행위를 유도해 구매에 대한 강요보다는 
나이키 타운에 대한 기억과 추억이 남아서 이용자들이 지속적으로 재방
문과 동질감을 느끼게 되어 자연스럽게 구매를 하고 싶게 만든다는 것이
다. 

   옥스퍼드 스트리트 런던 중심에 위치한 나이키 타운은 2011년 완공
되었다. 유럽의 전통건물 내부로 들어가면 모던하고 세련된 공간디자인
으로 디자인되어있다. 이곳은 이런 이유에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 나이키에 관련된 용품 또한 모두 갖춰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크
다. 

요소
Ph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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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이용자가 직접 체험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층마다 골프, 
테니스, 러닝, 농구, 축구의 
스포츠를 연상케 하는 레이
아웃으로 구성하고 각 스포
츠를 대표하는 스타 선수들
의 그래픽을 전시 
각 공간마다 스포츠에 관련
된 제품들이 나열

1층에는 기본적인 나이키 
운동화나 운동복이 진열

2층은 나이키 커스텀을 제
작 할 수 있게 미디어 공간
인 나이키 스튜디오. 고객 
맞춤형 시스템 구비 

축구 제품과 같은 경우 나
라의 대표 팀의 이름이 새
겨진 유니폼을 한 층에서 
보고 직접 디자인을 선택하
고 유명한 스포츠 선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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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새길 수 있음 

3층에는 테니스 제품을 구
경할 수 있도록 진열. 테니
스의 역동적인 동작을 표현
하는 오브제. 농구는 농구
의 시합장을 연상하게 하는 
계기판이 디스플레이

재료
 · 

재질

및

색감

 
유리, 무채색, 흰색, 갈색, 
검정색의 색감을 이용한 공
간디자인은 제품을 집중시
키게 함

조명을 이용해서 미디어 아
트 적인 공간 연출

조명, 조명 제어, 이미지 투
사 및 이동 

신발 샹들리에는 개별적으
로 사용자가 직접 내장 된 
LED에 의해 조명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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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수 있도록 약 500 켤레
의 신발

동선

 나이키 타운은 방문자들이 
달리기 경주 장에서 시합하
는 모습이 그려 질 수 있도
록 공간과 공간사이를 연
결. 방문자의 움직임이 액
티브 하게끔 유발시킴

지나가는 동선 사이로 나이
키를 상징하는 그래픽, 사
진, 제품 등이 진열 

공간과 공간 사이의 공간의 
밝기를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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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스토리텔링

스포츠를 대표하는 스타 선수들의 그래픽을 전시하여 이용
자들이 자기의 마을에서 같이 스포츠를 즐기고 공유하는 
인터페이스 적인 요소를 첨가함으로써 다양한 경험을 인식
하고 기억하며 편안하게 접근

감성디자인

스포츠 선수들의 사진을 이용해서 동질감
조명의 효과로 고객이 선수와 같이 스포트라이트의 감정
동적인 바닥디자인으로 인한 생동감 
공간마다 대표적인 스포츠들로 구분되어 집중

체험디자인

고객이 선택한 신발이나 의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모습을 모니터에서 제공 (패션쇼, 상품 재질, 스포츠선수의 
정보, 색감표현, )

고객맞춤 제품디자인 가능

미디어 
공간디자인

나이키 스튜디오 공간. 컴퓨터에서 직접 제품을 선택하여 
커스텀 제작 가능 (맞춤형 제품제작) 

서비스 
디자인

고객의 편리를 위해 체험디자인과 미디어공간디자인 
감성디자인

배경지식

환경심리학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의 그래픽과 사진을 공간에 
첨가함으로써 그 분야의 스포츠 공간에 온 듯한  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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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의 한계에서 벗어나 고객들의 심리를 변화

조형심리학

마을의 콘셉트로 공간디자인 심리적으로 편안함. 친숙한 
스포츠 공간으로 고객들이 동요

복도에 유동적인 선과 조명으로 고객에게 친근함

시각심리학 시각적으로 자기만족을 할 수 있는 스포츠 선수들과 
공간디자인을 인지하면서 각 스포츠와의 동요 

인지심리학 고객들에게 스포츠 선수들의 사진이나 제품을 통해 쉽게 
인지하게 하여 지속적으로 편안하게 느낌

행동경제학
나이키 제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나이키타운의 액티브하
고 활동적인 디자인을 통해서 공간과 매장이 하나가되는 
동질감 작용. 왜 구매해야하는지에 대한 합리성이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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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홍성용, 스페이스 마케팅, 삼성경제연구소, 2007, p.7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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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4
업종 대상 구분 개요

Cafe Starbucks118)119) 
Site

Centraal Station 
(Stationsplein 13), 

Amsterdam, 
Noord-Holland 
1012 AB, The 

Netherlands
Design Liz Muller
Year 2012

Photo

Background

    미국의 헐리웃 스타들이 파파라치들에게 사진이 찍힐 때 스타벅스 
커피를 손에 쥐고 자연스럽게 마시는 것을 볼 수 있다. 팬들은 이것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가 마시는 스타벅스의 커피를 구매한다. 동질
감과 자기를 알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시각적이고 심리적
인 결합으로 자연스럽게 스타벅스 광고가 이용자들을 통해 퍼졌다.
 

  5. 2. 2  Restau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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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대 초반에 등장한 여피(yuppie)문화는 젊은 전문직 고소득층
의 소비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를 말한다. 같은 시점에서 1987년 시애틀
에서 시작된 스타벅스는 바쁜 일상 속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에게 테이크
아웃(Take-out)이라는 커피를 들고 다니면서 마실 수 있도록 하는 편리
함과 스타벅스 컵의 로고를 보이게 하여 신분을 나타내는 행위의 유행을 
만들었다.120)

    일반적으로 커피는 사람들에게 마시는 것이고 카페는 사람들에게 즐
기는 공간으로 상당히 익숙한 것이었기 때문에 카페와 비즈니스와의 만
남은 생각하지 못했다. 스타벅스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은 공간 구성이다. 
시각적으로 커피를 연상시킬 수 있게 커피색과 로스팅 과정을 전체적으
로 보여 주는듯한 인상이 들게 원두색깔인 초록색계열은 스타벅스 마크
에 대입시키고 커피의 연한 크림색과 갈색을 결합해 공간 안을 따뜻한 
느낌과 분위기 있는 공간으로 연출했다. 구조는 입구부터 스타벅스의 로
고가 보이는 디자인의 커피 잔, 머그잔, 보온병, 원두커피, 차, 등을 배치
해 이용자들에게 스타벅스의 커피를 마실 때 고급스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게 하고 자연스럽게 구매의 욕구를 불러일으키게 했다. 입구에 들어서
면 주문받을 수 있는 공간과 테이크아웃 할 수 있는 공간, 커피를 마시
며 대화할 수 있는 세 개의 공간으로 나뉜다. 특히나 커피를 마실 수 있
는 곳의 구조는 1명 내지 6명까지 수용 가능한 테이블과 의자를 배치하
고 개인적으로 편안하게 책을 읽거나 공부하는 공간과 다수의 인원이 회
의 할 수 있는 공간이 구성 되어있다. 스타벅스는 스타벅스 이용자들에
게 특별함을 주고 커피의 대한 인식을 자연스럽게 바꾸어 놓았다.

    스타벅스의 공간을 이용한 마케팅은 지금까지도 다른 커피숍에 영향
을 주어 콘셉트와 디자인은 다르지만 공간의 활용과 구조는 같은 맥락에
서 공간디자인이 되고 있다. 이는 스타벅스가 이런 공간디자인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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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증대에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 왔기 때문에 다른 기업도 이것을 모방
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손실을 막기 위해 하나의 성공적인 사례
를 표방하는 것이다. 

요소
Photo

디스플레이

입구부터 스타벅스의 로고
가 보이는 디자인의 커피 
잔, 머그잔, 보온병, 원두커
피, 차, 등을 배치해 이용자
들에게 스타벅스의 커피를 
마실 때 고급스런 이미지 
가지게 함

그 옆으로는 주문할 수 있
는 바가 위치

재료
 · 

재질

및

색감

원목을 이용해서 커피의 분
위기를 살림

기존의 건물의 타일, 바닥
재 등을 그대로 재활용. 천
장에 1,876 조각의 원목기
둥으로  서로 다른 길이로 
하여 리듬감 표현. 잔잔한 
물결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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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은 고풍스런 델프트 타일
(Delft tiles)과 자전거 바퀴 
튜브가 사용

장식들은 재활용과 현지에
서 생산되는 재료를 사용

동선

테이크아웃 할 수 있는 공
간, 커피를 마시며 대화할 
수 있는 공간, 개인적인 공
간이 가능

수단

스토리텔링 네덜란드 전통 노가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고풍스러움과 커
피를 체험할 수 있는 실험실의 콘셉트로 공간디자인

감성디자인

밴드공연, 시 낭독 등 다양한 행사가 가능한 문화공간으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
동적인 바닥디자인으로 인한 생동감 
다양한 목적의 공간으로 연출 가능

체험디자인 공간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 가능 
미디어 

공간디자인 -



- 113 -

서비스 
디자인

개인 로스터리 카페처럼 핸드드립 커피도 제공
다양한 방법으로 커피를 추출하는 방식을 시도 (소비자의 
요구에 맞춤)

배경지식

환경심리학

네덜란드 지역에 활용되고 있는 제품들과 재활용 용품을 
사용하여 지역의 푸근함과 친환경적인 요소로 고객들에게 
친근함

조형심리학 지역의 특색과 재활용품을 이용한 재질, 재료를 이용해서 
푸근함으로 공간에 표현

시각심리학
커피의 따뜻함을 살리는 나무소재로 천장과 벽 책상 의자 
등을 설치하여 사람들에게 따듯한 공간 선사 

인지심리학 네덜란드 전통농장의 느낌을 살려 커피의 신선함을  
인지하게 하여 지속적으로 편안하게 느낌, 따뜻하게 인지

행동경제학
커피를 마시는데 매장의 푸근함과 고풍스러움은 , 미디고
객에게 개인의 공간이자 집의 공간이 되도록 고객들의 행
위를 자연스럽게 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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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http : hypertext transfer protocol <출처: 커피 & 컬쳐 작성자: 이지씨>

119) http://espressofreak.co.kr/70134608011 <출처 : 작성자:에스프레소 프릭>

120) 홍성용.『스페이스 마케팅』. 삼성경제연구소. 2007. pp.120-123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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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5
업종 대상 구분 개요

IT Apple Store121)
Site

Fifth Avenue 
767 Fifth Avenue 

New York, NY 
10153 

Design Bohlin Cywinsky 
Jackson

Year 2002
Photo

Background

    과거의 애플사는 애플 컴퓨터 컴퍼니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 하드
웨어적인 요소만을 생각하고 인간의 편의성, 기능성, 기업의 이윤을 위해 
제품판매를 해왔다. 시대가 바뀌고 수준 높은 삶에 대한 열망이 높아짐
에 따라 편리함과 심미성을 더욱더 강조하기 시작했고, 애플은 하드웨어
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환경으로 진화되었다. 이제는 애플은 
하드웨어도 소프트웨어 회사도 아닌 이 두 가지와 더불어 모든 문화를 
양산하고 그 이상의 것을 내포하게 되었다. 철학과도 같은 개념이 담겨
있는 애플이라는 명칭은 문화적 브랜드가 되었고 국제 경쟁력 기업으로 
거듭났다.

4. 2. 3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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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신분을 넘어서 남녀노소 연령층 불문하고 다양한 이용자 집단
을 구성하고 있는 애플사는 애플을 사랑하는 사람을 뜻하는 '잡스 신'이 
라는 신조어가 나올 만큼 많은 애용자들을 보유하고 있다. 애플이 곧 스
티브 잡스이며 스티브 잡스가 곧 애플이다. 스티브 잡스가 말하는 애플
의 철학인 디자인경영은 디자인 자체의 이상과 본연의 가치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122)

   애플 스토어는 2001년 버지니아 주의 타이슨스 코너 쇼핑몰에 첫 매
장을 개시한 후 현재 전 세계 각국에 약 400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다. 
2001년 애플 스토어가 처음 개시됐을 때 많은 사람들은 ‘미래의 모든 
상거래는 온라인으로 옮겨갈 것’이라며 애플 스토어의 실패를 예상. 스
티브 잡스는 “사람들은 단지 컴퓨터를 사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를 어떻
게 사용하고 활용하는지 알고 싶어 한다”며 “이러한 솔루션에 집중할 수 
있는 곳이 애플 스토어”라고 주장했다. 잡스의 예상은 적중). 현재 전 세
계 애플스토어는 390곳에 달한다. 애플은 우산과 양산, 음료수와 스낵을 
제공하며 방문자들을 환영하고 격려하고 있다.123)

요소
Photo

디스플레이
컴퓨터로 카메라, 사진, 동
영상을 다루고 뮤직플레이
어와 노래, 책, 잡지도 컴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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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로 이용 하게 끔 할 수 
있도록 고객들이 하고 싶어 
하는 행위 중심으로 공간을 
구성하고 디자인 함

재료
 · 

재질

및

색감

네 장의 커다란 유리판으로 
된 애플 스토어의 디자인
(오토클레이브 : 고온, 고압
에서 합성, 분해, 승화, 추
출 등의 화학 처리를 내열 
, 내압성 용기)

유리 발판 및 티타늄이 혼
합된 유리 지지대를 특징으
로 하는 투명 계단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유
리 박판 여러 장을 붙여서 
만든 유리판 

온전한 재료, 색의 농담, 순
도가 적절함
모노톤계열, 투명한 색감

121) 월터아이작슨. 안진환 역. 『스티브 잡스 Steve Jobs. 민음사. 2011. pp.

581-595

122) 주성재. “애플 CEO 스티브잡스의 인문학적 사고를 적용한 디자인 경영 연

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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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선

애플스토어는 한눈에 공간
의 구조와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됨 

애플스토어의 내부구조는 
고객이 하고 싶어 하는 행
위 중심으로 동선이 만들어
짐 

수단

스토리텔링 고객이 원하는 목적들의 행위 중심, 최고의 서비스

감성디자인 애플스토어의 심플하고 투명함 재료와 공간의 심플한 디자
인은 감성을 자극 

체험디자인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된 공간 디자인 

미디어 
공간디자인

컴퓨터로 카메라, 사진, 동영상을 다루고 뮤직플레이어와 
노래, 책, 잡지도 컴퓨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
간이 디자인 됨 

서비스 
디자인

‘지니어스 바’를 디자인해서 매장 안에 있는 바로 맥에 관
련된 능통한 직원들을 배치하여 고객들에게 서비스와 편리
함을 제공



- 119 -

배경지식

환경심리학
애플스토어의 유리로 된 공간디자인은 주위환경과의 조화
를 이룸. 단순함과 투명함의 재료의 요소와 디자인은 사람
들을 부담감 없이 쉽게 다가가게 함 

조형심리학
큐브 형태의 입구, 독특한 계단, 유리, 바우하우스적 미감, 
미니멀리즘(절차 수 최소화)의 최대한의 표현으로 세련되
고 심플함을 느끼게 함 

시각심리학
보석함처럼 반짝이는 애플스토어의 디자인, 외부에 투명한 
유리로 되어있지만 내부가 보이지 않아 호기심 유발

인지심리학 심플, 세련, 투명한 유리상자의 깨끗함은 사람들에게 부담
감 없는 디자인으로 인지하게 함 

행동경제학

고객이 자유롭게 제품을 구경하고 공간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공간디자인이 됨. 애플과 관련된 공간 제품 디
자인 방식은 고객의 경험전반을 철저히 제어 제품디자인부
터 판매방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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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출처> http://www.besuccess.com/?p=297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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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6
업종 대상 구분 개요

Car Bmw mini
Site New Zeland
Design Bmw 
Year 2010

Photo

       

Background

    1957년 BMC사는 알렉이시고니스 2세에게 영국 소형차량 모리스 
마이너 (Morris Minor)를 BASE로 작고 넓은 실내 공간(Small outside! 
Bigger inside!) 콘셉트에 미니어처 같은 자동차를 개발 제안을 했다.
미니어처라는 개발 콘셉트로 현재 "미니"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재미난 일화로는 영국의 유명한 여성복 디자이너인 Mary Quant 가 미
니의 깜찍한 모습에 영감을 얻어 미니스커트를 만들었다고 한다.
1994년 BMW에서 귀여운 미니가 생산되고 있다.124)

4. 2. 3  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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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Photo

디스
플레이

매장외관우측천장에 BMW 
mini를 거꾸로 전시함

전시된 스페셜 디스플레이 존과 
방문객을 위한 인터넷공간이 갖
춰짐

미니와 관련된 콘텐츠 상품들 
진열, 티셔츠, 인형, 각종 문구
류 등 진열

재료
재질
및 

색감

BMW 전시 공간은 차량의 이
미지에 걸맞은 모던한 블랙 컬
러의 바닥, 벽면

조명의 붉은색과 흰색을 공간에 
적용하여 도시적인 이미지
 

124) http://kkimoo.egloos.com/2880000 <출처 : WOODY's EGLOO 작성자 :

WO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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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선

매장의 입구부터 공간 내 외부
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동선을 
유도

방문객을 위한 인터넷 공간

수단 

스토리텔링 편안한 전시 공간 또는 디자인된 주차 공간

감성디자인
애플스토어의 심플하고 투명함 재료와 공간의 심플한 디
자인은 감성을 자극 하는 디자인 

체험디자인 시뮬레이션을 통한 가상 체험, 인터넷 공간,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된 공간 디자인 

미디어 
공간디자인

Mini를 시승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한 운전할 수 있게 공간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

자동차를 직접 시승해볼 수 있는 공간, 방문객을 위한 라
운지, 어린이를 위한 미니자동차 장난감 등이 진열 돼 있
는 공간 디자인 

미니에 관련된 문구, 인형, 자동차장난감, 인터넷 공간, 휴
식 공간, 시뮬레이션 공간을 통해서 방문객들이 남녀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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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와 상관없이 즐길 수 있도록 서비스되어 디자인 됨 
배경지식

환경심리학
LED를 이용한 붉은색, 파란색, 흰색 조명을 이용해서  도
시의 밤의 모습과 같은 환경 연출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미디어 시대의 도시환경에 있는 것 같은 심리작용 

조형심리학
LED 조명의 색감과 심플한 구조로 자동차의 디자인을 두
드러지게 하며, 자동차이상의 예술품처럼 보여 전시회에 
온 것 같은 심리작용

시각심리학
어두운색과 원색의 조명으로 인한 도시의 야경에 장난감 
자동차 같은 조형의 시각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다른 세상
에 온 듯 한 심리작용

인지심리학 자동차 장난감 가게 같은 이미지로 방문객들에게 친근하
게 누구나 다가갈 수 있도록 심리작용

행동경제학

도시의 밤에 미니를 타고 도시를 거닐어야 할 거 같은 행
동을 유발하여 공간에서 차를 시뮬레이션으로 직접 시승
하도록 행동을 유발 하며 인터넷과 라운지 공간을 통해 
미니에 대한 정보를 더 얻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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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공간의 인간의 행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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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7
업종 대상 구분 개요

Card  House Of Purple125)
Site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48-6

휘오레 빌딩 1층
Design 현대카드
Year 2011

Photo

 

Background

    1997년부터 현대 카드는 카드의 디자인을 변경시키기 시작했다.  
현대 카드는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로 들어가면서 자동차와 관련된 카드
의 혜택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2005년도부터는 스포츠 선수들과의 
슈퍼매치를 고객들에게 선보이면서 현대카드에 고객들이 몰려들기 시작
했다. 와인 테스팅, 유명인 초빙, 세계적인 가수 콘서트 등을 하면서 
2007년도에는 M포인트 오프라인 샵을 국내 최초로 오픈했다. 지속적으
로 문화와 관련된 혜택이 들어가는 카드를 제공했다. 

4. 2. 3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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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도에는 퍼플카드를 소지하는 고객에게  House of the Purple을 
제공해주었다. 이곳에서는 고품격 서비스와 공간디자인을 통해서 문화를 
즐기게 되었다. 

   소수의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하우스 오브 퍼플의 공간은 고객들에게 
카드라는 개념보다는 고급스럽고 세련된 공간에서 즐기는 공간이 되어버
린 것이다. 

  요소
Photo

디스
플레이

에스프레소 받침에서 빈티지 
스피커까지 곳곳에 비치된 
150여 가지에 이르는 오브제
가 진열 됨 

세계적으로 엄선된 작품들인 
디자인 계열의 가구와 적재
적소에 배치된 오브제

125) http://www.houseofthepurple.com <출처: 현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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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재질
및 

색감

the Purple의 취향으로 디자
인과 오브제를 구성

고급 벨루어 커튼은 천장에
서 내려와 퍼플 컨시어지 데
스크를 넘어 광택이 흐르는 
검은색 나무 바닥

각각의 공간마다 색다른 공
간 연출 : 자연의 공간, 따
뜻한 공간, 흥미진진한 공간 

동선

거실과 서재로 나뉜 House 
of the Purple은 두 공간을 
독립적이면서도 안락하게 사
용할 수 있도록 함 

입구는 특별하게 디자인되었
습니다. 대극장의 초입에서 
느껴지는 대담함과 우아함이 
교차

House of the Purple로 통하
는 관문은 온난한 감성으로 
가득합니다. 완벽한 비율과 
조화를 추구한 구성으로 극
적인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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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라운지가 아닌 거
실이 있음 

레스토랑이 아니라 키친인 
몸과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엔터테인먼트 공간

도시의 숨겨진 비밀의 정원

수단 

스토리텔링

 
House of the Purple은 ‘House’이지만
‘Home’의 콘셉트를 추구

감성디자인

빈티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함께 한다면 
활력과 편안함, 서재에 꽂힌 독특한 책
청량한 녹색 엽록소를 폐부 깊이 들이 마시며, 유기적으로 
조성된 정원을 감상할 수 있도록 공간을 디자인 함 

체험디자인
House of the Purple을 통해 비밀스러운 입구 너머 
존재하는 특별한 소수의 세계와 조우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열리는 이 숨겨진 테라스

미디어 
공간디자인 -



- 130 -

서비스 
디자인

바에서 최고급 와인을 음미, 작품 감상할 수 있도록 공간
을 구성 ( 음악과, 만찬, 엔터테인먼트 공간 )

배경지식

환경심리학

거실에는 세상의 모든 계절을 표현함. 공간은 푸른 새벽인 
동시에 붉은 저녁을 보여줌

1950년대 공상 과학의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공간과 
부드러운 조명이 자리한 은밀한 밤의 공간으로 한 
공간에서 다양한 기분을 느낌 

조형심리학 가지각색의 작품과 공간의 빈티지한 느낌을 통해 감정이 
다양하게 표출 됨
 

시각심리학
공간의 다양한 조명의 변화와 계절을 표현, 다양한 
작품들, 각 공간마다의 다른 분위기 연출로 인하여 
한집에서 색다른 기분이 들게 함 

인지심리학 퍼플의 묘한 색감으로 사람들을 자극하여 공간에 
궁금증을 불러일으킴

행동경제학
고객의 심리를 파악하여 공간마다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고객들의 경험과 감성을 자극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디자
인하고 다양한 작품으로 공간을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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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공간의 인간의 행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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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소결

그림 4-1 소비자의 제품 구매 행태 변화

    소비자의 제품 구매 행태는 기업의 광고를 통해서 비즈니스 공간을 방
문하거나 제품을 구매하거나 구경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공간을 방문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 종래의 비즈니스 공간은 오직 제품을 진열하는 공간이고 구
입하는 장소였다. 비즈니스 공간은 소비자에게 제품을 구매하는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제품의 선택권, 제품의 질과 수준이 동등해지면서 기업은 스페이스 마
케팅이라는 기법으로 비즈니스 공간에 디자인을 가미시켰다. 제품을 전시하
는 형태, 체험을 하는 행위, 사람들의 여가 공간, 놀이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 등으로 변해가고 있다. 
  
    디자인된 비즈니스 공간을 통해서 비즈니스의 공간구성 또한 사람들을 
만족시켰다. 비즈니스 공간에 대한 인식은 기업의 이윤창출과 제품을 사는 
공간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제는 비즈니스 공간이라 할 수 없는 
사람들의 심리를 위로해주거나 즐길 수 있는 자유로운 고차원화된 공간이 
되었다. 이는 기업에서의 이윤창출이나 마케팅으로의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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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분석 결과, 비즈니스 공간에 대하는 인간의 행태 구조는 공통적으
로 6가지 형태의 구조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4-2 비즈니스 공간의 인간의 행태 구조

  

    특히, 한 가지 추가된 내용은 인간이 비즈니스 공간을 공간디자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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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지하여 인간의 욕구충족, 지적요구, 가치향상, 브랜드 정체성확립, 
제품의 판매촉진은 결국 공간디자인으로 인한 인간의 정신적 정서적 만
족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공간이 활성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과 환경과 비즈니스 공간에 관련된 배경지식, 수단, 요소의 
관계성을 토대로 디자인된 공간이라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재방문하게 되
고 공간디자인이 가지는 가치만으로도 활성화 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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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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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결론

제 5 장  결론

    비즈니스 공간은 인간의 목적에 의해 기능성과 의미가 발전하였고, 현
대에는 기업의 고도화된 마케팅 전략이 더해지면서 휴식과 생산의 공간, 숨
을 쉬며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공간으로 변했다. 즉 비즈니스 공간은 환경, 
문화, 인간의 심리를 내제하는 융합적 기능을 띄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비즈니스 공간을 디자인 할 때, 디자인의 목적에 따라 인간이 
물리적인 대상이나, 주변 환경과의 상호관계를 심도 있게 고찰하고 분석하
여 이를 적절히 이용하는 것은 디자이너로서 중요한 덕목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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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이너는 단순한 비즈니스의 도구로써 매매의 촉진, 이윤 창출의 한
정된 기준으로 공간을 디자인하는 개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람들의 지적 
수준과 욕구가 높아지면서 더 이상 단순히 눈에 띄거나 즐거움을 주는 공간
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오히려 매출 상승의 목적으로 자
극적이며 과도하게 마케팅 디자인된 공간은 사람들에게 기업이나 브랜드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한다. 그러므로 단순한 기업 마케팅의 수단으로써 현
대 비즈니스 공간의 디자인은 지양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대 비즈니스 공간 디자인의 인식 변화의 필요
성을 가지고 이러한 변화의 근거, 요소, 배경 지식을 고찰하여 초 비즈니스 
공간화 현상이라 명명하였고 그 의미를 상세히 기술하였다. 현대 비즈니스 
공간디자인 중에서도 공간에 의한 활성화를 보여주고 있는 기존의 비즈니스 
공간을 연구 범위로 정하고, 표현된 디자인의 조형적인 요소를 분석하여 어
떠한 디자인 수단으로써 이용되었고 이에 대한 동기를 찾음으로써 연관된 
인간의 심리를 문헌 연구를 통해 고찰하였다.

    인간의 지적수준, 가치의 변화와 욕구에 대한 심리를 심리학 관점에서 
접근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적 수단, 조형적으로 표현하는 공간
디자인의 요소들이 융합되어 있을 때, 비즈니스 공간은 본래의 독립적인 디
자인적인 특징만으로도 그 공간은 활성화 된다. 이렇게 디자인된 비즈니스 
공간은 인간의 행위와 성향에 상호 영향을 미치며 단순한 매매의 공간이 아
닌, 인간의 심적 휴식과 치유의 장소로 기존의 비즈니스 공간의 범위를 넘
어서는 공간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초 비즈니스 공간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초 비즈니스 공간화 현상은 본 연구에서 분석, 제시한 사례의 공간들 
외에도 총체적인 인간의 심리, 개인과 사회, 나아가 인간과 환경의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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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해가 공간디자인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으며, 

    초 비즈니스 공간화 현상은 인간의 문화 가치를 실현하는 고차원화 된 
비즈니스 공간이 되어 방문자들이 재방문하여 공간이 활성화되는 현상으로 
비즈니스 공간을 디자인하는데 있어서 ‘공간디자인이 주체다’라는 정의에 잘 
부합한다. 이는 공간이 그 주체로써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으로 인간의 생
명력처럼 고차원적인 공간으로 무한한 변신을 할 것을 기대하며, 지속가능
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가치를 지향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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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changing phenomena of 
contemporary business space design to 

hyper-business space

Yu, Ji Hee
Industrial Design, Dept. of Craft &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Enterprises have been making efforts for the demonstration effect of 
business space design in order to demonstrate its brand image effectively 
through differentiated product design, packing, advertisement and logo. They 
construct a special brand image effect through spaced buildings to easily 
distinguish them from other brands and provide the positive aspect of brand 
according to the paradigm shift of customer's emotion. For such strategy 
demanded by enterprise, architects or designers express their own design style 
with an appropriate interpretation. They are now in the era that they have to 
think even about non-design domain such as psychology, behavior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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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ities, business adminstration and philosophy which are beyond the design 
domain in order to satisfy not only the personal expression of architect or 
designer but also high dimensional desires such as cultural desire, value desire, 
behavioral desire and relaxation of the visitors to business space design. 

   Business space design has been formed in the relations with the separated 
domains and developed into a comprehensive one appropriate to human based 
on harmony and balance with various fields. The existing business space design 
has been changing its concept and viewpoint due to various variables. 
Consequently, even though there are continuously growing social environment 
and human demand for knowledge and views, architects and designers did not 
break from the concepts and thoughts of conventional business space design in 
their actual design even though they are well aware of them.  

   Based on such problem recognition, this study explored the concept of 
modern business space design that is changing in the working-level viewpoint 
through humanity contemplation and specific case analysis, and analyzed it in 
detail into design's background knowledge, elements and means and proposed 
them. 

   The major elements of space design such as display, quality of material, 
raw material, color and traffic line that appear in modern business space design 
are used as a means of empirical design, media design, service design and 
storytelling, which can be explained in a deep relation with cognitive 
psychology, architectural psychology, environmental psychology and behavioral 
economics related to the relations between human psychology and business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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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 that time, business space has a spatial meaning as a subject for design 
and also a spatial meaning as an object that people recognizes and uses such 
space. For designers, psychology becomes dominant criteria rather than simple 
consideration in space design, and such design characteristics show that it 
cannot be considered as a same concept as that of simple business space design 
for product sales or promotion. People no longer recognize business space as a 
simple business space but as a space that people enjoy the design value that 
the space itself has and, accordingly, seek for emotional and cultural value in 
good quality. The deep mutual interaction between even a small element of 
space and human psychology shows that it is no longer an appearance of a 
visitor of business space.      

   In the strict sense, business space can be no longer recognized  as a simple 
business space in the past either by the designer who designs it or by the 
visitors who visit this space. The author named the series of change in the 
concept of modern business space as a phenomenon of hyper-business space. 
For the space designers who have a responsibility to establish a fundamental 
principle for business space design and lead the sustainable business space, it is 
absolutely necessary to recognize the change in such concept. Hence, the 
author intended to call the attention to the necessity of change in viewpoint, 
rather than to propose a concrete design solution for business space design, 
that architects or designers, when they design a business space, should 
concentrate more on the people's internal elements such as psychology based 
on their understanding for the phenomenon of hyper-business space that the 
author suggested.       

   Space designers should have a psychological specialty that can treat human 
psychology beyond the viewpoint of designing business space in a si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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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y method and commercial values only. For designing a business space, the 
phenomenon of hyper-business space will be continuously demanded not as a 
business space from the viewpoint of business management but as a design 
space for designers, which shall provide a clue to the solution and a foothold 
to satisfy people's desire, not only for business space design but also for the 
overall problem of space design.

Keywords : Hyper-Business Space,  Business Space, Business Space Design, 
Cognitive Psychology, Gestalt Psychology
Student Number : 2010-2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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