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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전통적인 브랜딩 과정에서 디자인이 제품 생산 과정 중 극히 일부에만 

제한적으로 개입하는 브랜드 디자인 프로세스에 주목한다. 이러한 현상은 

디자인이 상의 본질을 충분히 반 하지 못한 채 지엽적인 문제의 해결에만 

몰두하게 되는 문제를 낳을 수 있다. 더욱이 이런 브랜딩 경쟁에서조차 소외받고 

있는 지역특산물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괄적으로 개발한 브랜드를 

그 로 사용하는 경우가 부분이다. 이 경우 매우 제한적인 시각으로 브랜딩 된 

상은 오히려 이 과정에서 고유한 가치를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 이에 한 

안으로 등장한 것이 최근 부각되고 있는 농산물의 재배와 유통과 판매를 

통합한 ‘6 차산업1’ 개념이며, 이 개념을 디자인적 관점과 결합하여 ‘통합적인 

브랜딩에서 디자인 중심의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분절적인 브랜드 디자인 프로세스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본질에 한 통합적인 

고려가 없이 단계별로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해 진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특산물이 가진 가치, 생산자의 수고, 산지의 지역적 이야기가 평가절하되기 

쉬우며, 특산물이 고유한 가치를 잃어버린채 평준화되기 쉽다. 또한 거시적인 

상품군의 시각문화가 나아가야할 발전적인 방향에 관한 고민없이 개별적인 

제품의 강력한 통일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에만 집중한다면 시각문화의 

발전은 곧 한계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또한 브랜드의 실체에 한 깊은 고민이 

없이 만들어진 단편적인 결과물은 오히려 상의 본질을 호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상의 본질에 한 깊이 있는 성찰과 함께 상품의 기획단계부터 

생산과정과 소비까지를 아우르는 전체적인 시각을 통해 전체를 계획하고 부분을 

                                                

1 6 차산업은 일본 오이타현 오오야마농협이 펼쳐온 지역활성화 사례분석을 통해 제안되었다. 농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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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워나가는 브랜드 디자인이 필요하다.  

 

아직까지는 강력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바탕으로 다양한 매체 속에 통일성과 

명확성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브랜드 디자인이 주를 이뤘다면 통합적 브랜딩은 

디자이너의 시각을 제품의 기획, 생산, 유통단계로 확장시켜 단순 정보의 

주입에서 한걸음 나아간 브랜딩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그래픽 디자이너의 역할을 

변화시켜 통합적인 새로운 시각으로 상을 바라보고 통합적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 브랜드가 새로운 차원으로 정보와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것이 또 

다른 차원의 시각문화로 나아가는 시발점으로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브랜드라는 개념이 상표에서 확장하여 포괄적인 가치를 

담아내는 쪽으로 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통합적인 브랜딩에서 브랜드의 가치를 

창조적으로 재구성하고 조율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써 디자인이 가장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디자인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통합브랜딩에 한 다양한 실험과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의 상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지역특산물'로 선택했다. 지역특산물은 아직은 

경쟁적인 브랜딩을 하지않은 상이며, 그 자체가 생산되거나 채집되는 

과정에서의 풍부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또한 지역특산물은 각 지역의 고유한 

지역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나 1 차산업이 위기인 시점에서 

공익성의 관점에서도 연구할 가치를 가지고있다.    

 

지역특산물을 상으로 통합브랜딩의 관점에서 디자인 중심의 브랜드 디자인을 

시도해봄으로써  브랜드의 기획자로서 그래픽디자인의 역할을 확장시켜 새로운 

차원의 브랜딩을 제안하고자 하 으며,  그로 인해 브랜드가 가지는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 차원을 넘어 새로운 개념의 플랫폼을 통해 상을 적극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장을 만들도록 의도하 다. 통합적으로 브랜드를 관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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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율하는 것은 단순히 양적인 통합을 통해서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관점으로 여러 산업들을 적절하게 조율함으로써 유기적인 통합을 일으켜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소비하고 나눌 수 있는 안적인 브랜딩 방법론이 될 

것으로 기 한다.   

 

 

 

 

 

 

 

 

 

 

 

 

 

 

 

 

주요어 6 차산업, 통합 브랜딩 디자인 방법론, 지역특산물 

학   번 201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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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가 소비하는 거의 모든 상은 브랜딩의 상이 되고 있다. 기술의 평준화로 

유무형의 제품들이 거의 비슷한 수준의 제품경쟁력을 갖춘 시 에 브랜드의 

양적인 성장은 어찌보면 필연적이다. 이는 연초에 발표되는 국내기업의 

사업목표에 ‘글로벌브랜드육성’ 이라는 과제가 자주 등장하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 이러한 경쟁적인 브랜드 난립으로 인해서 기업과 소비자에게 모두 

부정적인 향을 미칠것이라는 시각2도 존재한다. 이는 브랜드가 양적으로는 

성장하 지만 질적인 성장이 이에 미치지 못했기에 생겨난 문제다.  

 

이를 시각문화의 관점에서 보자면 수많은 브랜드들의 경쟁적인 행보로 인해서 

시장은 발빠르게 새 브랜드를 내놓고, 새로운 디자인을 입히고,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디자인을 바꾼다.  이미지는 빠른 속도로 생산되고 소비되고 또 다시 

개량 redesign된다. 이런 경쟁적인 브랜딩은 디자인에도 그 로 향을 준다. 

‘우리가 생산하고 사용하는, 그리하여 그 자체로 우리 삶의 환경을 이루고 있는 

각종 생활용품이나 공간 그리고 이미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드러나게 

마련’3이라는 최범의 말처럼 마트에서 일어나는 시각적인 환경에서 우리의 삶을 

엿볼 수 있다면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피튀기는 

마케팅 전쟁일 것이다.  

 

브랜딩이라는 개념이 1960 년 에 등장한 이후에 1980 년 에 도약기를 이루며 

1990 년 에 전성기를 이루는 시간을 거치며 브랜드가 심볼이나 로고의 형태로만 

존재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브랜드는 스토리를 갖고, 통일된 컬러와 형태를 

갖게되며 점점 더 통합적인 형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그래픽디자이너들은 이를 

                                                

2 이연수, LG 주간경제 7p , 2004.3.10  
3 최범, 한국디자인어디로가는가, 안그라픽스, 2008, 82p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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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으로 탄탄하게 구축하는 방법적인 성취를 이룬다. 그러나 경쟁에만 초점을 

맞춘 브랜딩을 위한 디자인은 당장의 효율적인 경쟁에서 필요없는 컨텐츠를 

외면하고, 빠르고 효율적인 응책으로서의 강점을 부각시키는 쪽으로 

발전하 다. 

 

이는 디자이닝이 디자이너에 의한 의미부여 encoding 과정이라면, 일상에서의 

경험은 그것을 나름 로 해석 decoding하고 사용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4는 

말과 연결시켜보면 브랜드를 디자인하고 이를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이라면 

의미부여의 과정과 해석의 과정이 계속해서 유기적인 향을 주고 받으며 

선순환의 과정을 통해서 브랜드가 일상이라는 문화적인 배경에서 자신의 정체성 

혹은 진정성을 획득하며 반짝하고 사라지는 브랜드가 아니라 문화적인 환경에 

뿌리를 내리고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따라서 의미부여와 

해석의 관계는 단선적인 인과관계가 아니라 계속해서 서로 향을 주고받는 

관계이다. 따라서 그 제품의 고유한 스토리와 경험을 일방적으로 외치는 것에서 

한걸음 나아가 그 브랜드가 발 붙이고 있는 사회와 문화라는 토양에 뿌리내리기 

위한 움직임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래픽디자인에서 브랜딩을 다루는 여러가지 방법론이 

안정기에 접어들었지만 다시 한 번 변혁이 필요한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현실 인식 속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유동적인 방법론과 다차원적 

시각으로 다뤄져야하는 상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브랜딩되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을 찾고자 하 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연구범위를  제주의 

지역특산물로 제한하여  깊이있는 연구작품을 완성하고 그 가능성을 가시적으로 

확인하고자하 다.  

 

                                                

4 최범, 한국디자인어디로가는가, 안그라픽스, 2008, 17p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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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브랜딩이 포화 상태에 이르는 현시점의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의 

일환으로 형성된 시각문화의 현상 및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그래픽디자인이 현재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한다.  이 과정에서 

브랜딩 상 범위를  확장하여 새롭게 정의한 ‘6 차 산업’이라는 개념을 착안하여 

디자인 중심의 통합 브랜딩을 제안하고자 하 다. 

 

브랜딩은 브랜드를 관리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한다. 브랜딩에서 디자인은 

브랜드를 만들고 관리하기 위한 모든 행위에 포함되는 시각적 요소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브랜딩의 상은 식품, 의복, 아파트 등의 의식주에서부터 

크게는 행위, 지역 등으로 그 상이 수적으로 방 하며 그 범위도 넓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브랜딩의 상들 가운데 국내 지방에서 재배되고 가공되고 

생산된 ‘지역특산물’로 그 범위를 제한하 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지역특산물이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단계 중에 유일하게 판매단계에서만 

자본이 개입한 브랜딩의 상으로 존재해왔기 때문에 브랜딩에 관한 자유로운 

실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지역특산물의 풍부한 스토리 때문이다. 다른 

제품들이 개발 단계에서부터 의미 지어지기 위해 브랜드 컨셉부터 스토리를 

계획하고 철저한 계획 아래 브랜드 디자인의 과정을 겪는 것과는 반 로 

지역특산물은 본연에 가지고 있던 풍부한 스토리가 유통단계에서 사라져버리고 

일반 명사화 된다는 특징이 있다. 제품의 컨텐츠가 자본의 논리에서 

유실되어버리는 과정은 생산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손해를 끼친다. 

셋째로는 지역특산물이 기본으로 하는 '지역성' 때문이다. 깊은 뿌리 없이 

경쟁만을 위해 만들어지는 브랜드를 지양하고자 할 때 그 브랜드의 근원은 

다양할 수 있지만 지역성은 그에 한 좋은 답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넷째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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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산업 중심의 농어촌이 어려움을 겪는 현재 한민국의 현실에서 공익적 

관점에서 연구해볼 가치가 있는 상이기 때문이다. 

 

또한 브랜딩이라는 개념이 특정 제조사에서 만든 제품 등에 자신의 고유성과 

차별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부분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브랜딩이라는 개념이 포함하는 상을 제품군 단위로 확장시켜 제품군을 

브랜딩하는 것으로 개념적 범위를 확장했다. 연구의 상을 제한하 으나 연구의 

상이 가지는 개념의 범위를 확장시킴으로 인해 브랜딩에 한 새로운 시각과 

방법론을 실험하기에 용이하도록 하 다.  

 

먼저 연구 상을 보는 관점으로 6 차산업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이유는 

6 차산업이 기존에 따로따로 존재하던 현상을 하나의 맥락으로 통합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6 차 산업이 생산, 가공, 

서비스의 다른 범주의 산업을 하나로 묶는 개념이라면 IMC5나 IBC6는 

커뮤니케이션 매체간의 통합적인 사고를 강조하는 개념이다. 6 차산업과 IMC 의 

개념은 그 개념에 차이는 있지만 매체간에 혹은 산업간의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지역특산물’이라는 상을 6 차산업이라는 통합적인 시각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의 새로운 가능성에 주목하 고, 이를 통해 매체간의 통합브랜딩의 개념이 

                                                

5 IMC 는 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통합마케팅커뮤니케이션)의 약자로 마케팅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의 도구의 통합 또는 다양한 도구를 사용한다는 개념을 말한다. (박준형, 
통합브랜드커뮤니케이션, 이콘출판, 2012, 56p)  
6IBC 는 Integrated Brand Communication(통합브랜드커뮤니케이션)의 약자로 고객, 내부구성원, 

이해관계자 및 대중들로 하여금 통합브랜드를 경험하게 하여 기업 또는 브랜드와 호의적인 관계를 

맺고, 이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게 하기 위해, 기업의 모든 행위를 브랜드와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관점으로 규정하고 전사적 경영차원에서 통합적,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박준형, 

통합브랜드커뮤니케이션,이콘출판, 2012, 71p)  
 



 14 

필요성을 제기하 다.  나아가 ‘매체간 통합 브랜딩 방법론’을 찾기 위해 브랜드 

디자인의 고전적인 방법론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현상들을 관찰하고, 이를 

분석하여 매체간 통합 브랜딩의 방법론을 추출하고자 하 다. 이렇게 추출한 

방법론은 귀납적인 방법으로 모든 경우를 포괄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이 연구와 

비슷한 맥락을 가진 상에게 선택적으로 적용하면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론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 된다.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새로운 ‘매체간 통합 브랜딩’의  작업물의 상으로 

‘제주’의 ‘지역특산물’을 상으로 삼아 연구과제를 수행하 다. 이를 통해 

연구하고자한 매체간통합브랜딩을 현실화하고자 하 다. ‘제주 지역특산물’의 

브랜딩은 특정한 기업이나 농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가치를  재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제주 지역특산물’ 자체로서의 

통합적인 시각에서의 새로운 인식은 개별적인 브랜드의 로고나 브랜드 스토리를 

넘어선 상에 한 진중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깊이있는 인식을 가능하도록 

하고 이로 인해 건강하고 합리적인 소비까지 가능하도록 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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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브랜드 디자인의 개념과 인식변화 

1) 브랜드와 브랜드 디자인의 개념 확장 

브랜드는 어떤 경제적인 생산자를 구별하는 지각된 이미지와 경험의 집합이며 

보다 좁게는 어떤 상품이나 상품이나 회사를 나타내는 상표, 표지이다.  브랜드는 

특히 기업의 무형자산으로 소비자와 시장에서 그 기업이 나타내는 가치를 

나타낸다. 마케팅, 광, 홍보, 제품디자인 등에 직접 사용되며, 문화나 경제에 있어 

현 의  산업소비사회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7 이는 위키백과에서 

찾을 수 있는 브랜드의 정의이다.   

 

브랜드는 하나의 제품을 다른 제품과 차별화하기 위한 제조자의 표식으로  

시작하 지만 소비라는 행위가 가지는 의미와 위상이 확 됨에 따라서 브랜드가 

가지는 의미도 계속해서 변화를 겪어왔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브랜드는 그 

상 자체가 콜라와 같은 제품에서 주거공간인 아파트, 국가 등으로 넓어지고 

있으며 브랜딩이 되는 분야를 보면 그 범위가 점점 더 넓어져 브랜딩 되는 상의 

크기와 양이 모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브랜드가 다루는 상 

뿐이 아니라 브랜드 자체가 가지는 의미의 변화도 큰폭으로 일어났다.  

 

량생산의 붐이 일어나던 시 에는 브랜드가 브랜드의 ‘핵심 메시지’ 혹은 ‘핵심 

가치’를 주입하다시피 일방적으로 전달하면 , 그 가치를 소유하고 싶은 

소비자들은 가치 추구를 구매로 연결지어 소유하고자하는 가치와 함께 브랜드의 

상을 소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시 에 브랜드가 가져야할 가장 큰 

미덕은 ‘통일성’이었다.  같은 제품이어도 다양한 브랜드들이 등장하면서 

브랜드는 남들과 차별화되는 통일성있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해야만이 

소비자에게 자신을 각인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브랜드의 목소리가 된 

                                                

7 위키백과, 브랜드의 정의 http://ko.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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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가치는 얼마 가지않아 벽에 부딪힌다. 소비자들은 곧 하나로 강하게 

통일되있고 단편적인 메시지만을 전달하는 브랜드에 실증을 내고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또한 이는 ‘보다 나아보이는 삶’에 한 답은 줄 수 있었지만 ‘보다 나은 

삶’ 에 한 근원적인 가치추구에서는 명백한 한계를 지닌다.  이는 다른 방식으로 

보기에서 존버거가 이야기한 광고의 속성과도 맥이 닿는다.  

광고에서는 한 제조회사의 상표가 다른 회사의 상표와 서로 경쟁한다… 광고가 단지 

경쟁적인 메시지의 집합인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언어로서 다 함께 

공통된 제안을 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무엇인가를 더 사들임으로써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생활이 변할 것이라고 제안한다. 8 

하지만 소비자는 이제 더 이상 브랜드가 내세우는 달콤한 유혹의 이야기에 

수동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려고 한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단편적인 가치를 

소비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한층 더 의식있고 가치있는 소비를 원하기 시작했다.  

존 버거의 이야기처럼 아직까지의 소비자들은 자신의 매력을 더해 줄 수 있는 

상품, 브랜드, 혹은 광고를 소비하면서 매력을 찾아 헤메 다면  현재와 미래의 

소비자들은 자신의 삶을 의미있게 만들어줄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이며 고민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진정한 소비를 원하기 시작하 다.  소비자들은 수동적으로 

브랜드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들의 삶에 모습에 맞는 브랜드의 가치를 찾고,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비하면서 자신의 삶을 

반추한다.  

 

2) 브랜드와 디자인의 필수불가결한 관계 

브랜드는 시각적인 현상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지닌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브랜드는  무형자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형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를 실제화하는 것이 시각적으로 감지되는 형태들이다.  물론 언어도 

                                                

8 존버거, 최민옮김, 다른방식으로 보기,  2013, 150p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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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이 가능하지만 부분의 브랜드들이 매장으로 상품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브랜드의 가치를 가시화하는 부분의 몫은 시각적으로 보이는 

결과물이 맡는다고 단정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  또한 이러한 시각적인 

결과물을 관장하는 것은 부분이 디자이너의 몫이다. 따라서 브랜드의 역은 

디자이너의 역할을 완전히 배제하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역이다.  브랜드 

디자인은 이러한 무형자산인 브랜드를 가시화하는  시각물 전반에 관여한다.  

 

전통적으로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방식은 브랜드명을 만들고, 심볼, 로고 등을 

통해서 시각화하는 상징물을 만들어 시각화된 상징물을 다양한 매체에 확장하고 

적용한다. 이 과정은 기본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특정한 가치를 시각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브랜드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허상’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가구나 자동차의 경우와 같이 브랜드가 다루는 상이 유형으로 

존재하는 상인 경우도 있으나 카드회사나 보험사의 경우와 같이 상 자체도 

무형인 경우에는 무형에서 가시적인 형태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또한 유형의 

상을 브랜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브랜딩하는 과정에서는 또 다른 차원의 

무형적인 가치를 내포하여 새롭게 시각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브랜드의 무형의 가치를 시각화하는 과정에서 무형의 가치를 시각화 할 수 있는 

조형요소를 운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디자이너의 몫이지만 이는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다.  브랜드 디자인이 ‘허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은 브랜드의 핵심적인 

가치를 시각적으로 설득력있게 전달하지 못하면 그 브랜드는 그 가치를 중간에서 

잃어버리거나 없는 가치를 가진 것처럼 포장된 브랜드가 되기 십상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따라서 브랜드를 다루는 디자이너는 자신이 만들어내야할 브랜드에 

관해서 깊은 이해와 통찰의 과정을 거친 후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매체, 조형언어에 해서 섬세한 이해와 실험을 통하여 브랜드의 본래적인 

가치를 명확하게 전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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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브랜드 디자인의 메시지 약화 

광고는  쾌락을 찾으려는 인간의 자연스런 욕구를 일깨워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광고는 쾌락의 실제적인 대상을 제공할 수 없다. 어떤 쾌락을 

얻는 본래의 방식을 떠나서 정말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9 

존버거의 말을 광고 신 브랜드에 입하여 생각해보면 브랜드가 만들어내는 

시각물들이 브랜드의 본질이 아닌 허상으로써 소비되고 버려지는 것으로 

연결된다. 브랜드의 상이 무형의 서비스이건, 유형의 물건이건 브랜드가 

유,무형의 상품을 생산하고 유통하고, 홍보하고 소비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질의 시각적인 부분을 브랜드 디자인이 담당한다.  

 

이러한 시각적 결과물들은 브랜드와 함께 소비되고 만들어지고 결국에는 

버려진다.  브랜드의 홍보물이나 책자는 우리가 서점에서 사는 책처럼 오랫동안 

책장에 꽂혀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지, 브랜드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시각물들은 현업의 디자이너들이 매 시즌마다 새롭게 디자인해서 내보내지만 그 

시즌이 지나고나면 바로 디자인이 폐기되는 이유는 무엇일지 이런 의문에 한 

진지한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브랜드 시각물들의 짧은 생명력의 원인이  브랜드가 만들어내는 시각적인 

표현법의 문제로 보이지는 않는다. 현재 인쇄술이나 기타 기술의 발달로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아낼 그릇인 시각물의 완성도를 

높이는 기술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모두 완성의 단계이다.  브랜드의 스타일, 

조형성, 그것을 구현하는 기술력의 문제를 극복하 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이 

시각물들이 담아내는 내용의 진정성에 한 믿음이 줄어들고 있다.  

                                                

9 같은책, 16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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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내용의 문제라는 가정을 해보는 것이 가능하다.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판매에 한 경쟁이 치열한 시 를 살아가는 소비자들은 앞서 언급한 

브랜드를 소비함으로써 브랜드가 내세우는 가치와  나의 경험을 동일화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임을 체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동일화가 불가능한 

이유는 브랜드가 만들어내는 시각물들의 주요 내용이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설득하고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기 때문이다. 브랜드가 자신의 이익때문에 

알아주었으면 하는  소비자에게 더는 매력적이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  또한 

이러한 메시지는 브랜드의 필요에 따라 지나치게 자주 반복적으로 내보내진다. 

 

따라서 메시지가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오는 일방적인 내용전달과 

소비자의 필요와는 무관한 잦은 빈도로 인해 소비자가 메시지에 해 피로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브랜드가 소비자의 입장에서 알고 

싶어하고, 알면 도움이 되는 메시지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할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브랜드 컨셉, 제품설명, 신제품 출시 

등과 같이 브랜드와 관련된 1 차적인 정보들은 이제 더이상 소비자들에게 

매력있는 정보가 아니다. 브랜드의 취향을 이해하고 즐길 줄 아하는 

소비자들에게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정보, 깊이있는 정보, 어디서도 

쉽게 보지 못할 정보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여주는 정보를 담아내야한다. 

따라서 브랜드 디자인이 브랜드를 가시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때 일방적인 브랜드 

컨셉의 전달에서 한걸음 나아가 이러한 내용전달의 필요성을 인식해야한다. 

나아가 정보의 내용까지도 디자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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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브랜드 디자인의 구현과정과 한계  

브랜드 디자인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디자이너의 역할에 한 이해가 

우선되어야한다.  노먼포터는 디자이너의 역할에 해서 ‘디자이너는 

예술가인가’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디자이너는 간접적으로 일하고 소통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의 창조적 작업은 결국 

도급업자나 제조업자 등 집행자에게 전하는 지시의 형태를 취한다는 사실이다… 

통상 디자이너는 제작 관리에도 책임지지만, 화가나 조각가처럼 자신의 눈과 

손으로 직접적 피드백을 얻지는 못한다… 간단히 말해 디자이너는 (먼저 최선의 

방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동의를 얻은 다음) 지시하는 사람이고, 그 작업에는 

언제나 타인이 여럿 관여하며, 디자이너는 그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주어야 

한다.10 

노먼포터가 언급한 것처럼  디자이너는 디자인이 현실화되는(양산되는) 과정에 

‘간접적’으로 개입한다. 디자인이 하나의 완성된 제품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과 머리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디자이너는 순수한 

‘조형미’나 ‘스타일’에만 매달릴 수 없다. 조형미가 다른 생산의 과정, 마케팅의 

과정과 어떠한 식으로 조화를 이룰지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이 필수적이다.  

이는  바꾸어 생각하면 디자인이 디자이너의 독단적인 생각으로만 결정될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것이 브랜드 디자인 과정이 중요한 이유이다. 브랜드 

디자인의 역할과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브랜드 디자인 과정에 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한다.  

 

1) 브랜드 디자인 구현 과정 : 전통적 브랜드 디자인 과정 

디자이너가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고 관리하기위해 시각적인 결과물을 

만들고자 하는 전 과정을 디자이닝 브랜드 아이덴티티 designing brand identity라고 할 수 

                                                

10 알렉스 콜스 엮음, 디자인과 미술 1945 년 이후의 관계와 실천, 워크룸, 2013, 36~3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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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본 논문에서 이러한 과정에 한 언급을 한 이유는 브랜딩에서 디자이너가 

수행하고 있는 프로세스를 이해함으로써 브랜드가 만들어낸 시각적인 결과물을 

디자이너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함이다. 

[표 1]은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5 단계로 보고 이를 설명하고 있다. 

하나의 브랜드가 탄생하기 리서치를 하고 이를 토 로 전략을 수립하고, 그것을 

하나의 정체성으로 만들어 시각적으로 구현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는 아이덴티티 시스템을 만들며 통일된 아이덴티티 

시스템을 토 로 브랜드 관리를 한다는 과정이다. 이는 경우에 따라서 약간의 

변형은 있을 수 있지만 브랜드를 만드는데 가장 일반적인 과정 중에  하나이다.  

 

 표 1.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축 5 단계 로드맵, 엘리나 휠러  

이러한 프로세스에 디자이너는 특별히 3 단계와 4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이런 프로세스 속에서 디자이너는 1,2 단계을 통해 마케팅이나 전력의 

관점으로 분석한 데이터를 가지고 브랜드라는 무형의 개념에 형태를 부여하는 

디자이닝의 과정을 거친다. 1,2 단계에서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은 다양한 정보를 

모아서 그것을 분해하고 분석하여 하나의 핵심 메시지를 추출하는 과정이다. 

이는 과육으로 엑기스를 짜내는 과정과 비슷할 것이다. 브랜드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 하나의 단어로 추출되는 과정은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는 이후에 브랜드의 통일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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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후 3,4 단계에서 

디자이너들이 시각화하기 위해 한번 더 이 단어를 다시 분석하고 이미지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칠 때 상과 실제 디자이닝된 브랜드 아이덴티티 사이에 

간극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이 후에 아이덴티티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응용항목에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간극은 더욱 커질 수 있다. [표 2]는 

이러한 과정에서 오는 브랜드 상실체와 디자이닝된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간극을 나타낸다.   

 

 표 2 . 브랜드대상, 브랜드, 디자이닝 브랜드 아이덴티티 관계도 

이는 요약하면 전략적인 분석을 통해 한마디로 압축되어 나온 브랜드 핵심 

메시지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어플리케이션들은 브랜드의 

상이 되는 실체를 담아내지 못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뜻이다. 또한 

이러한 가능성 이외에도 디자인의 개입이 제한된 단계에서만 이루어짐으로 인해 

위와 같은 현상이 심화될 위험성을 내포한다.   

 

2)  브랜드디자인 구현과정의 한계 :  생산에서 판매까지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축 5 단계를 제품이 실제로 생산되어 판매되는 단계까지로 

확장시켜서 입해볼 필요가 있다. 브랜딩이 다루는 제품은 그 범위가 

쥬스에서부터 전자제품, 아파트에서 보험상품, 서비스까지도 포함하지만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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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에서는 그 중에 실제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제조업으로 그 범위를 

제한한다. 제조업의 제품은 크게 기획 - 생산 – 유통 – 판매의 4 단계로 

진행된다. 그런데 위의 프로세스로 입해 생각해보면 아직까지 디자이너들은 

4 단계 중에 생산과 판매 단계에서만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전체 제품 

개발단계 중에서 일부의 단계에서만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제품 개발 단계에서 디자이너의 개입 

 

또한 생산과 판매과정에서 개입하는 주체는 생산과정에서는 주로 제조업체에 

속한 디자이너나 제조업체에서 아웃소싱한 디자인회사이며, 판매과정에서는 

유통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과 관련된 디자이너이다.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디자이너는 주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고 이를 다양한 매체에 적용시키는 

역할을 하고, 판매과정에 개입하는 디자이너는 판매를 돕는 매장디스플레이나 

POP 디자인 등에 담당한다. 생산과 판매단계의 디자이너가 각자의 역에서 

디자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이 제품 개발 단계에서 분절적으로 개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상에 한 아이덴티티를 구축한 생산에서의 디자인이 

판매단계로 와서 또 한번 더 해석되고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브랜드가 자로 잰 듯 통일된 형태를 갖추어야하기 때문에 동일한 디자이너가 

혹은 동일한 디자인 회사가 제품의 개발 단계의 전 과정을 관리해야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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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는 아니다. [표 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획에서 전달된 A 라는 

의미가 디자이너에 의해서 B 라는 시각적인 결과물로 구현되고 그 B 라는 

결과물은 또 다시 유통을 거쳐 판매의 과정을 겪을 때 만나게 될 또 다른 

디자이너에게 전달되어 디자이너가 해석하는 또 다른 결과물 C 로써 새로운 

형태를 갖게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구전동화처럼 가장 처음의 의미가 

조금씩 변행되어 전달되어 궁극에는 처음의 의미가 훼손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디자이너는 이 과정 속에서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시각에서 브랜드를 조망하지 못한채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립하기 위해 

통일성을 구현해 내야한다는 매우 단기적이고 지엽적인 목표의식을 가진 채 

디자인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나 이러한 현상은 브랜딩에 한 자본의 개입이 적고 전략적인 브랜딩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특산농산물의 경우에는 더욱 심화된다. 농산물을 

재배하는 부분의 농가에서는 이런 브랜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자본이나 

노하우가 부족하며 부분이 지방자치단체나 농협에서 지역별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서 포장재에 적용해서 유통되는 것이 부분이다. 최근들어 

백화점이나 프리미엄 마트에서 식자재에 한 소비자의 새로운 요구를 반 하여 

특정 농장과 직거래 장터를 열거나 특정농장의 농산물을 고정적으로 납품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재배 농가가 가지고 있는 제품력보다는 유통업체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신뢰’, ’공공성’ 의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경우가 많아서 농산물 자체의 가치를 

증진하기위한 브랜드의 확립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2.3.  브랜드 디자인의 의미생산과 문화 

고전적인 디자이닝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취하는 자세가 가지는 한계 중에 하나가 

브랜드에서 다루는 이야기거리가 제품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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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됨으로써 브랜드가 발붙이고있는 현실과 문화의 복잡한 맥락을 단순화하여 

메시지의 간결함, 명확함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메시지는 

명료하고 기억하기쉽지만 브랜드의 키워드를 넘어선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라는 

궁금증이나 기 감을 주지 못한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몇몇의 활동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브랜드가 다양한 문화를 반 하고 이를 소비하기 위한 

구심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현 카드가 보여주는 활동은 이러한 좋은 예시가 된다. 현 카드는 일반적인 

카드 회사들이 가지는 브랜드에 한 관점을 과감하게 버리고, 카드회사가 

하나의 문화적인 소구층을 집결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관점을 도입했다. 카드회사가 카드와 관련된 

서비스만을 기획하고 디자인했다면 얻지못했을 결과를 브랜드 상을 재정의 

함으로써 얻어낸 예라고 할 수 있다.  

 

현 카드가 가장 신선하게 접근한 것은 카드사의 덤이라고 생각되던 카드 

이용고객에게 주는 문화적인 혜택을 포함한 서비스를 직접 디자인하고 

기획했다는 것이다.  스포츠를 결합한 슈퍼매치, 초 형 음악 콘서트 슈퍼콘서트, 

전시등을 기획하여 문화를 소비하고자하는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감을 

제공한다. 이는 행사를 통해 기업이 얼마의 이윤을 얻는지와 연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 가지는 가치를 다른 차원으로 연결하고, 소비자가 기업이 

제공하는 단순한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데서 벗어나서 기업의 핵심가치를 스스로 

소비하고, 나누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겪도록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현 카드의 착한가게 ‘드림실현 프로젝트’는 이 같은 움직임을 보여준다. 

전문적인 노하우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을 재교육하여, 해당업종에서 성공한 

전문가를 멘토로 초빙해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도록 하 다. 이 과정에서 



 27 

디자인은 가게의 아이덴티티 디자인부터 이를 적용할 인테리어까지 개입한다. 

현 카드가 보증한 착한 가게를 표시하는 아이덴티티는 일괄적으로 적용되지만 

소상공인이 가지는 고유한 스토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한다.  

 

잔통적인 디자이닝 브랜드 아이텐티티의 의미 생산 과정에서 단순히 상의 주요 

의미를 시각화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가지는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했다면, 그 

이후에 브랜드 디자인이 가져야할 관점을 모색해야 한다. 브랜드 디자인 과정의 

분절적이고 부분적인 개입이 위험한 이유는 상이 가지는 이야기와 내용을 

단순화하여 오히려 상을 잘못된 방향으로 브랜딩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상에 한 통합적인 이해와 사유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상이 

만들어지는 맥락, 소비되는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해의 

과정에서 문화에 한 사유가 따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브랜딩 되는 

모든 상은 특정한 문화적인 바탕에서 만들어지고 소비되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적인 이해와 고려는 그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들과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상에 관한 포괄적이고 능동적인 이해와 소비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러한 까닭으로 브랜드의 의미 생산이 단순히 제품이 가지는 속성에 한 

이해에서만 머물지 않고 제품이 저변에 깔고있는 사회와 문화에 한 이해를 

요구한다고 말할 수 있다.  다음장에는 지역특산물과 보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새로운 개념을 소개하며 브랜드 디자인의 역할이 확장될 가능성과 방향에 관하여 

논의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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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자인 중심의 통합 브랜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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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농업을 보는 새로운 시각 : 6 차산업 

 

생산에서 판매까지 제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디자인의 분절적이고 

제한적인 개입은 제품이 농산물일 경우에 더 극적으로 드러난다. 6 차산업은 

농업을 보는 새로운 통합적인 사고를 통해 등장한 개념이다. 그리고 이 개념은 

농업에서 브랜딩에 관여하는 디자인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기도 한다.  

 

6 차산업은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 학계, 기업에서 1 차산업을 살리기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부각되며 학술논문, 포럼, 정책으로 검토되며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6 차산업의 관점은 따로 따로 존재하던 산업을 하나로 묶음으로 인해 

새로운 차원의 부가가치가 생긴다는 것이 그 핵심으로, 농업의 6 차산업화는 그 

주체가 농업이고, 농업생산자로부터 출발하는 철저한 ‘지역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11   

 

1 차(생산) X 2 차(가공) X 3 차(판매 및 서비스) = 6 차산업 

 

농업의 6 차 산업화란 농업자나 농업생산법인의 다양한 경영체가 농업생산(1 차)에 

머무르지 않고 가공(2 차), 판매 및 서비스(3 차)까지 (1 Ⅹ 2 Ⅹ 3=6)를 포함한 

총합적인 사업 전개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12.  

 

6 차산업은 도시와 농촌을 농촌이 중심이 되어 연결하려는 의도에서 일본 

오이타현 오오야마 농협이 펼쳐온 지역활성화 사례의 분석하는 과정에서 

                                                

11 황영모, 농업생산자의 부가가치 창출전략, 농업,농촌의 6 차 산업화 해부하기,열린전북,Vol.152 

No.-[2012],33-35p 
12 소네하라 히사시, 농촌의 역습, 쿵푸컬렉티브, 19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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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되었다. 도쿄  명예교수 아미무라가 1994 년 제안한 개념으로 오오야마 

농협은 가난한 산촌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과수농업을 고차원농업으로 

발전시키고 농민이 운 하는 노천시장 등을 통해 새로운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미무라 교수는 국민소득이 1 차산업에서 2 차 산업으로 다시 

3 차산업으로 갈수록 증 되어, 그 결과 산업간 소득격차가 확립된다는 페티 

클라크 법칙을 활용하여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생산만을 

담당하던 농민이 식품가공, 농산물유통 관련 정보 서비스, 관광 등 까지를 

농업분야 주도로 되찾아오자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생산자 주도하에 농가식당, 

농촌체험, 농촌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한다.13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일본은 

2010 년 ’농산어촌 6 차 산업화에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표 4. 농업의 6 차 산업화를 위한 공급시술 단계의 혁신과정, 일본 농림수산성, 2011 

 

전통적으로 일본과 농업과 유통구조가 비슷한 국내에서도 6 차산업은 중요한 

이슈가 되고있다. 국내에서도 2013 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창조경제’를  화두로 

삼으면서 창조경제를 농업에 도입하기 위해 6 차산업이 두되었다. 2013 년 7 월 

26 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의 6 차산업화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각계의 

전문가를 모아 6 차산업화를 위하여 노력 중이다. 또한 이러한 비젼을 구체화하기 

위한 행사로 6 차산업박람회14를 개최하 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13 황영모,농업생산자의 부가가치 창출전략, 농업,농촌의 6 차산업화 해부하기,열린전북 Vol.152 No.-
[2012]  
14 6 차산업박림회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주관한 행사로 ’농업,농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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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이 나아갈 길을 6 차산업으로 보고 그에 관련된 포럼과 정책을 진행 중이다. 

가장 표적인 6 차산업의 성공사례로 꼽히는 것은 ‘임실치즈마을’로 우유를 

생산하는데 그치지 않고 치즈를 가공, 체험 관광코스도 개발하여 소득을 올리고 

있다. 게다가 지역주민을 고용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도 기역하고 있다. 

체험관광을 통해 올리는 수입(17 억원)이 농사수입(8 억원)의 2 배에 이른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기업도 6 차산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 중에 CJ 의 경우는 농업 6 차산업화를 전폭 지원하고 상생경 을 확 하기로 

하 다. 그룹계열사들이  모두 나서서 농산물의 구매액을 늘리고 농산물 재배-

가공-유통을 전방위 에서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15  

 

장상환 경상  교수는 ‘농업의 6 차산업화 추진방안’에 해서 농업, 농촌 

6 차산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고 말했다. 첫째는 

바탕이 되는 1 차산업인 농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로 농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업소득이 보장되어야한다. 이래야만 농민이 농업을 생업으로하고 

농촌에 머물수 있어야 한다. 셋째로 정부지원이 농가의 자발적 능력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라는 것이 장상환 교수의 주장이다. 이는 모두 농가의 

주체성이 확립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해서 설명하고 있다.16  

 

지역특산물을 다룰 때 6 차산업이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현재 

브랜드디자인 프로세스에서 놓치고 있는 통합적인 사고의 틀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지역특산물을 브랜딩하는 과정에서 디자인이 일부 과정에서만 개입이 

일어나더라도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시각을 갖춘다면 결과물은 단순한 

                                                                                                                        

창조를 담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2013 년 8 월 29 일부터 9 월 1 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다. 
농산가공식품, 축산가공식품, 수산가공식품, 향토전통식품, 차,음료,주류, 향토웰빙제품 등이 
전시되었다.  
15 CJ 는 농산물 구매 확대와 연구,개발 지원은 제일제당과 프레시웨이가, 푸드빌은 한식메뉴 개발을 

오쇼핑과 E&M 은 판로개척과 홍보를 각각 맡는다. 2013-9-16 SBS CNBC 유용무 기자,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593569 
16 장상환, 농업 6 차산업화의 전제조건, 한국농어민신문, 2013 년 8 월 19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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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징, 광고에 머무르지않고 다양한 매체를 유기적으로 활용한 결과물이 가능할 

것이다.  

 

3.2. 통합 브랜딩에서의 디자이너의 역할 변화 

6 차산업의 개념을 브랜드 디자인 방법론에 적용시킨 결과가 ‘디자인 중심의 통합 

브랜딩’이다.  통합브랜딩은 말 그 로 브랜딩을 하나의 산업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1 차, 2 차, 3 차산업의 과정 속에서 통합적으로 브랜딩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합적인 브랜딩 속에서 기획자로써 전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획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능한 분야가 디자인이다.  또한 무형의 브랜드를 시각화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디자이너는 브랜드에 관한 통합적인 사고 체계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시각을 가지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전의 브랜딩에서 디자이너의 역할이 특정한 과정에서 제한된 사고의 

범위 안에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그것을 시각화하는 것이었다면, 통합 

브랜딩에서의 디자이너는 브랜딩의 범위와 시작점부터를 직접 정의하는 것으로 

기획자로써의 역할을 수행한다.  브랜딩의 상을 하나의 제품으로만 제한할지 

혹은 특정한 문화의 부분으로 상정할지에 따라서 디자인의 성격과 접근 방법, 

과정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디자인 중심의 통합브랜딩에서는 상에 한 

접근 방법을 재정의하는 것부터가 디자이너의 역할이 된다.  또한 브랜딩의 

궁극적인 목표와 적용 매체를 고르는 것도 디자이너의 역할의 일부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 중심의 통합브랜딩에서 디자이너가 취해야할 방법론을 

현재까지 일어나고 있는 시각적 자산들에서 귀납적으로 찾고자 하 다. 다음 

장에서는 사례연구를 통해 디자인 중심의  통합브랜딩 방법론을 도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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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자인중심의 통합 브랜딩 사례연구 및 방법론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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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스토리를 살린 브랜딩 

량생산과 규모 유통업체를 통해서 판매되는 제품들의 부분이 전략적으로 

차별화된 브랜드를 만들어내기 위해 스토리를 만들고, 그 스토리에 따라서 

제품의 내용물, 디자인, 제품의 레시피나 구성 등을 만들고 적용시켜왔다. 이와는 

다르게 상이 본래 가지고 있던 스토리의 힘이 디자인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서 하나의 시각적인 결과물을 낳거나 혹은 잠재되어있는 스토리를 

추출하여 시각화함으로써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낸 사례들을 분석한다.  

 

1) 와인 

와인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가 되었고, 그 문화를 향유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와인동호회나 강좌 와인서적에서 자신이 문화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기위해서 노력한다. 음료나 술을 마시기 위해서 공부하는 수고까지 

해야한다. 무엇인가 사람들이 찾는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획하고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제품의 진입장벽을 낮춰야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진입장벽이 높은 와인이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다는 점은 

쉽게 기억되고 받아들여지는 것 이외에 무엇인가 다른 고차원적인 욕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와인은 역사, 정치, 종교, 지리, 예술, 과학 등 어디 한군데 걸치지 않은 분야가 

없을 만큼 그 스펙트럼이 넓다. 인류 문명의 발달과 함께 와인 역시 발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7 와인은 오랜세월 동안 쌓여서 하나의 문화적인 지층을 

이루고 있다. 와인을 들여다보면 와인과 관련된 와인병, 와인잔, 코르크, 참나무통, 

라벨 등이 그 역사와 문화를 오롯이 받아내면서 근원적인 가치를 지켜내고 있다. 

                                                

17 조정용, 올댓와인, 해냄,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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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병은 두가지 모양이다. 하나는 어깨가 각진 모양이고, 나머지는 어깨가 무너진 

모양이다. 전자는 보르도, 후자는 부르고뉴의 모양이다. 보르도는 카베르네 

소비뇽을 위주로 와인을 만든다. 그 포도의 두꺼운 껍질에서 나온 타닌 성분이 

숙성되면서 많은 찌꺼기를 양산한다. 따를 때 이런 침전물이 잔에 들어가지 않고 

턱에 걸리도록 어깨를 만든 것이다. 부르고뉴는 껍질이 그다지 두껍지 않아 

보르도보다 침전물이 많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어깨선 없이 유선으로 

외형처리된 병을 쓴다.  18 

 

경험이 적층되어 보르도와 브루고뉴의 와인병은 다른 모양을 갖게 된다. 이는 

디자이너의 자의적인 의도에서 오는 조형미와는 다른 이유로 고유한 형태를 갖게 

되었다. 경험과 스토리에서 나온 이 형태에 해서 와인을 마시는 즐기는 

사람들은 또 다른 감흥을 느끼게 한다. 와인잔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와인의 

종류에 따라 가장 최상의 상태로 와인을 음미하기 위해 지름이 커지거나 

작아지고 잔의 길이 역시 짧아지거나 길어지며 각도가 바뀐다. 하지만 와인잔은 

민무늬여야 하고, 와인의 상태를 잘 관찰하기 위해서 투명해야하며 와인과 입술 

간의 거리를 줄이기 위해 얇아야한다. 또한 와인의 향이 올라오도록 돌리기 

위해서 가벼워야한다. 이러한 와인잔의 특성은 실용적인 관점에서 잘 

깨지거나하는 불편을 주기도 하지만 이런 와인잔의 전통은 유지될 것이다.  

 

와인의 라벨은 와인을 이루는 요소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압축적인 스토리를 

전달하는 매체이다. 캘리포니아의 라벨 디자이너 칼드웨이는 ‘라벨은 현 문명의 

아이콘이다. 와인 생산 지역의 문화적, 정신적 가치를 상징하고 알리는 예술적인 

기능을 한다’19라고 말했다. 와인 라벨이 시각적으로 형상화고 있는 예술적인 

경지까지 가지 않더라도 와인의 라벨은 일단 와인의 원료가 되는 포도의 수확 

                                                

18 조정용, 올댓와인, 해냄, 2006 
19 칼드웨이, 척하우스, 아이콘:와인 라벨의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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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인 빈티지가 담긴다. 이는 유럽의 날씨가 변화무쌍하여 수확에 향을 

준다는 역사적, 지역적인 특성을 담아낸다. 또한 와이너리 이름, 포도품종, 

와인생산지역, 생산국가, 와인의 생산과 병입20 주체의 정보와 용량, 와인의 종류, 

알콜 함량등이 담긴다. 와인 라벨은 표적인 와인의 생산국인 이태리, 프랑스, 

독일, 미국, 칠레의 라벨이 비슷한 정보를 담고 있지만 각자가 다른 정보의 배열과 

타이포그래피, 이미지를 사용함으로 인해 각 국이 다른 정체성을 가진다. 

 

그림 1 . 미국, 칠레, 프랑스, 독일, 이태리 와인라벨 : 국가별로 역사와 문화가 적층되어 각기 다른 

양식을 갖게 된 와인 라벨 디자인 

 

와인의 역사와 함께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발전한 디자인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이 스토리들이 인공적으로 가공되거나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 의 

디자인된 사물들은 인위적인 의도를 가지고 다듬어지고 스토리가 입혀지기 

때문에 판에 짜여진듯한 통일성을 가지게 되지만 와인처럼 오랜 세월동안 가지고 

있는 날씨나 원료나 거기에 존재하는 양조장, 사람, 지방에 관한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세월 속에서 쌓이고 압축되어서 생겨난 자연스러운 형태나 멋, 

                                                

20 영어로 bottling 이라고 하는데 와인을 오크통에서 병에 넣는 과정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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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형태가 가지는 그럴수밖에 없는 정당성이 와인의 그것을 따르지 

못한다. 와인과 관련된 디자인들이 자연스럽고 멋스러울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이러한 실제로 존재하는 디자인의 소재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러 의도하지 않아도 와인과 관련된 용품들부터 와인을 즐길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와인과 어울리는 문화생활까지 그 지평을 넓혀갈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2) SSG 푸드마켓 

신세계백화점이 만든 프리미엄 식재료점인 SSG 푸드마켓은 ‘이성과 감성의 조화, 

혼의 조화’를 핵심가치로 추구하는 가운데 엄선된 좋은 품질의 상품과 생산자 

및 산지의 이야기로 고객과 진정한 소통을 펼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다른 

유통분야에 비해 뒤쳐져 있던 식품 유통분야의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의 

진일보로 평가받고 있다.21 SSG 푸드마켓은 프리미엄을 지향하며 다양한 

마케팅을 구사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하는 부분은 그 중에도 

SSG 마켓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다.   

 

 ‘소비자의 역할이 바뀌고 있다.’ <경쟁의 미래>의 저자이자, 세계적인 경  

석학인 C. K. 프라할라드와 벤카트 라마스워미는 이렇게 말했다. 소비자란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개인이며, 다양한 정보에 입각해 결정을 내리는 

주도적 주체이다. 또한 과거와 달리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으로 기업에 유용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행위자’라고 말이다. 이는 곧 시장에서 단순히 부족한 것을 

채우는 행위를 넘어, 어떤 특별한 가치를 추구하는 소비 시 가 도래했음을 

뜻한다. 이런 소비자의 동향을 민감하게 포착한 기업은 스스로 중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을 반 한 지표가 되길 자처한다. <SSG 푸드 마켓>의 탄생도 같은 

                                                

21 김영호, 우리 SSG 푸드마켓과 홍콩 City Super 비교, 이코노미세계, 2013 년 5 월 1 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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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이다. 글로벌 식문화와 우수한 식재료를 경험한 국내 소비자들은 진정한 

웰빙 라이프 실현을 최상의 가치로 삼고, 보다 ‘진정성’ 있는 식재료를 갈망하고 

있다. 예쁘고 싱그럽게 포장된 상품도 좋지만 어디서 재배되고, 언제 수확하고, 

어떻게 공급되는지에 한 과정이 더 높은 가치로 주목받고 있는 것. 때론 널리 

알려진 명품보다 스토리를 가진 부티크 상품의 가치를 더선호하는 것처럼 말이다. 

소비자는 진화하고 있다. 지금 우리의 시장은 진화하고 있는가?22 

 

기존의 소비가 마트에서 비슷비슷한 제품들 중에 이미지, 가격, 품질이 나은 

브랜드의 제품을 고르는 매우 수동적이고 제한적인 선택이었다고 규정하고 

마트에 들어가는 제품 하나하나의 경쟁력을 높이기 보다는 ‘보다 가치있고 

의미있는 소비’를 돕는 마트를 만들고, 의미있는 소비를 위해서 의미있는 소비 

행위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진정성’ 있는 식재료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언제수확하고 어떻게 공급되는지 과정을 포함한 식재료를 팔고자 했다.  

 

이는 제품의 네이밍에서 부터 드러난다. ‘초원에서 뛰놀며 자란 청보리 목장한우’, 

‘바다가 선물한 보약 노화도 활전복’ 등 제품이 가진 생산과 유통과정의 스토리를 

포함한 제품명을 지었다. 또한 SSG 푸드마트를 특별하게 만드는 다섯 가지 

상품군 중에 지정된 산지상품인 ‘지정농장’, 한국 고유의 재래 토종 종자 상품인 

‘재래토종상품’, 당일 새벽에 수확하여 입점된 ‘새벽직송상품’은 특히나 이러한 

소비자들이 억지로 찾지는 않더라도 한번쯤 의심스러워 하거나 궁금했을 법한 

상품을 하나의 상품군으로 만들어 정확하면서도 신뢰감 있게 정보를 전달하는 

예이다. 

                                                

22 http://www.ssgfoodmark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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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SSG 마켓의 5 가지 상품군 : 상품이 스토리를 가지고 5 가지 군으로 나누어 정보전달 

 

SSG 푸드마켓의 식재료에 한 스토리텔링 커뮤니케이션은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의 디스플레이에도 연결된다. 직접적으로 매장에 걸려있는 식품의 산지에서 

촬 한 사진들이 어떤 제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해 관심을 갖지 않더라도 

이러한 노력은 소비자에게 이 곳에서 파는 식재료가 제품이 경작되고 채취되는 

순간부터 확실하게 보증된 제품임을 느끼도록 한다.  

 

이런 커뮤니케이션은 SSG 푸드마켓에서 발간되는 소식지 형태의 <SMART 

CHOICE>로도 확장되어 식재료에 한 다양한 상식이나 소식을 전하기도하고, 

맛있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레시피를 제안하며, SSG 푸드마켓의 신상품들을 

소개하기도 한다. 식재료에 한 ‘의미있는 소비’를 원하는 소비자에게 식재료와 

관련된 ‘미식가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려는 것이다. 이 

뿐이아니라 홈페이지에서도 각 식재료가 오는 지방에 관한 인터뷰나 식재료의 

특징, 보는법, 레시피 등의 정보를 공유하여 소비자들이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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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와 관련된 모든것을 보게하고 차별화된 식재료를 소비하는 문화를 

향유하는 즐거움을 제공한다.  

 

그림 3 . SSG 마켓의 농수산품 사진과 매장 디스플레이 : 신안 민어, 무공해 영양 곶감, 충북 영동 

복숭아 등의 스토리를 현장감있는 사진으로 이미지화하여 소비자에게 식품에 관한 스토리를 

자연스럽게 전달하는데 주력한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정보를 얻고, SSG 마켓은 농수산물에 

대한 신뢰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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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테마히마(テマヒマ)전 

 

그림 4 . 테마히마전 포스터와 사진 

 

테마히마(テマヒマ)전23은 일본의 도호쿠지방의 식과 주를 주제로 열렸던 전시로 

도호쿠지방의 전통을 계승해온 농가, 장인의 공방을 찾아다니며 기획한 전시이다. 

테마히 마(テマヒマ)라는 말은 일본어로 ‘시간과 정성’이라는 뜻으로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만든 좋은 제품을 가리켜서 테마히마를 들였다고 표현한다고 한다.  

오랜 세월 혹독한 자연과 싸워나가며 생계를 위해 만들고 이어져온 오호쿠지방의 

전통, 편리함을 숭배하는 합리주의가 만연하여 오랜세월 이어져 내려온 일본의 

전통 모노즈쿠리 정신이 사라져가는 지금이야말로 다시금 그 정신을 들여다보고 

미래를 이어갈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기라고 생각했다.  24 

                                                

23 2012 년 4 월 27 일 부터 8 월 26 일까지 도쿄 롯폰기의 21_21 DESIGN SIGHT 에서 대지진 참사를 

겪었던 도호쿠(동북)지역의 의식주 중 식과 주를 주제로 열린 전시. <식>파트와 그래픽디자인은 
후카사와 나오토가 맡고 <주>파트와 공간디자인은 후카사와 나오토가 맡았다.  
 
24 월간디자인 2012 년 11 월 413 호, 전시디렉터 사토타쿠 



 42 

 

테마히마전은 일본의 국내 상황에 맞게 기획된 전시이지만 일본이 전통을 하는 

시각이나 방법에 관하여 생각할 여지가 있다. 전통은 시간적인 차원에서는 

오래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스토리의 차원에서는 

자연스럽게 축적된 스토리를 머금고 있는 상이라고 여길 수 있다. 많은 

스토리를 포함한 상의 스토리를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도록 의도한 것이 이 

전시 기획의 중요한 부분이다. 하나씩 따로 보게 되면 별것이 아닌 말린 

저장식품들이나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진 먹거리들은 그 스토리들이 하나씩 

차분하게 나열됨으로써 전시장을 둘러보는 사람들에게 일본의 전통을 

시각적으로 읽어내리도록 한다. 각각이 품고 있던 스토리는 한데 모임으로 

인해서 하나의 큰 맥락에서 스토리를 형성하고 그 스토리는 물건들이 놓여진 

상황이나 배치, 그리고 보여지는 순서, 그리고 스토리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으로 인해서 재배열되고 가공되어 하나의 큰 스토리로 읽힘으로써 

최종적으로 전시에 한 감흥을 느끼게 된다.  

 

그림 5 . 테마히마 전시장 모습 : 일상적인 제품들이지만 하나의 스토리로 느껴지도록 기획했다. 

저장식품들을 비닐로 진공포장하여 액자같은 역할을 하는 나무 프레임에 

끼워놓은 것은 상을 염장된 생선에서 하나의 스토리를 가진 상으로 

보이게하는 장치이다. 이러한 장치는 나무 프레임에 유리가 얹어진 전시 

테이블에서도 보이는데 일상적으로 테이블 위에 놓여진 접시지만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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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속에서 전시된 접시는 그 나름의 스토리가 있을 것이라고 여기게 되고 

관람자가 그러한 스토리를 읽어내기 위해 노력하도록 만든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전시품들이 단한 물건처럼 보이도록 의도한 것은 아니다. 만약에 

염장하여 말린 생선을 금박의 화려한 액자에 넣었다면 그것은 담백한 이야기를 

가진 컨텐츠와 프레임이 충돌을 일으키며 오히려 스토리의 전달과 몰입을 

방해했을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테마히마전의 도록에서도 연결되는데 제품의 

정직함, 단단함, 제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과장하지도 않고 축약하지도 않은 채 

있는 그 로 찍어낸 사진과 제품에 한 설명을 병치시켰다.  

 

테마히마전은 탄탄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제품을 어떤 정도로 다뤄야 가장 

스토리가 훼손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까에 관한 고민을 담아낸 

전시이다. 전통에 관련된 스토리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뜨거운 관심의 상이 

아닐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테마히마전을 디자인한 디자이너는 전통에 

한 과한 존경이나 과장이 없으며 전통을 하찮게 보지 않고 다만 전통을 있는 

그 로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전시를 기획했다. 이는 디자인하는 과정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화려한 형과 색을 만드는 것이 메시지 전달에 

효율적인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있는 그 로의 모습이 더 효과적으로 스토리를 

전달하기도 하며 디자인을 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더 훌륭한 디자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4) 스토리의 시각화와 브랜딩  

제품이 가진 스토리는 제품의 성격이나 만드는 이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현된다.  와인은 제품의 스토리가 직접적이고 서사적으로 느껴지는 경우는 

아니다. 와인의 병의 형태는 와인의 특성에 따라서 변화했지만 사전 정보가 

없다면 그 형태를 보고 와인의 특성을 유추하기는 어렵다. 또한 제품의 라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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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스토리를 서술하기보다는 와인 라벨에 관한 문법을 정확하게 인지하면 

그 와인이 가진 스토리를 읽어낼 수 있도록 기호화되서 저장하고 있다.  

 

SSG 마켓은 와인보다는 다소 직접적이고 서사적으로 읽히도록 하 다. 읽기쉽고 

직관적인 정보를 담은 네이밍을 하 고, 소비자들이 현장성을 느낌으로써 한 

눈에 신뢰할 수 있는 사진과 명확하게 서술하고 있는 식재료에 관한 스토리를 

병치하는 기법을 통해 소비자가 직접 제품의 산지를 가본 것과 같은 간접경험을 

하도록 한다. 현장성이 살아있는 사진은 때로는 백마디 말보다, 몇십장의 글보다 

더 울림을 갖고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도록 만든다.  

 

테마히마전의 경우는 있는 스토리가 있는 상을 있는 그 로 옮기되 그것을 

하나의 스토리로 볼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든 경우이다. 아주 극도로 절제된 

개입으로 효과적으로 스토리를 전달한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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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산업간 통합적 브랜딩  

1) 이타미마이 쌀 브랜딩, 사토 가시와 

일본의 이타미마이는 일본 전국에서 쌀을 모아 판매하는 회사이다. 이타미마이는 

유통과 포장을 담당하는 회사인데 유통하는 매장 별로 다른 패키지를 채택해서 

쓰는 관행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패키지가 수백가지로 늘어나게 되었고 

비효율적인 패키지를 바로잡기 위해 쌀의 디자인을 사토 가시와에게 의뢰하 다. 

본질적으로 판매하는 쌀을 같은데 유통매장 별로 다른 디자인의 패키지를 

사용한다는 것은 현재 많은 디자이너들이 마케팅이나 판매촉진의 관점에서 하는 

디자인 작업들과 비슷한 발상이다. 디자인으로 차별화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매력적인 말이지만 디자인하는 상의 본질과 멀어진다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프로젝트는 디자이너의 한 차원 나아간 인식의 변화에서 출발한다. 쌀을 

12 개의 원산지별로 나누어 12 개의 아이덴티티를 만들고 패키지 뒷면에 

원산지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지도를 그려 원산지를 표시했다. 그리고 

10 키로의 쌀을 쉽게 운반할 수 있도록 손잡이를 달았다. 12 개의 원산지 

아이덴티티는 실제로 판매되는 쌀의 속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강조한 것일 

뿐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이야기이다. 원산지 이름은 타이포그래피를 주로 

활용한 로고로 재탄생했고, 절제된 컬러사용과 뒷면에 공통적인 그래픽 요소인 

지도로 통일성과 함께 제품의 진정성을 획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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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 이타미마미사의 쌀 패키지(좌) 와 명함(우) 

유통사의 입장에서 디자인하였으나 12 개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정보를 기준으로 디자인하였으며 쌀패키지와 명함을 통일성있게 사용하여 영업을 

용이하게하였다. 생산지-유통-판매-영업까지 통합적으로 고려한 디자인. 

 

이타미마미사의 쌀 패키지 프로젝트가 의미있는 부분은 쌀을 유통하는 회사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상을 유통업체에서 쌀을 소비하는 소비자로 바꾸었다는 

점이다. 이는 ‘소비자가 왕이다’라고 하는 마케팅적인 관점에서의 의미는 아니다. 

앞에서 지적한 로 브랜드의 핵심 메시지는 량생산의 분업과정에서 조금씩 

변형되면서 생산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브랜딩되는 실체와 브랜딩된 결과물이 

멀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타미마미의 쌀 패키징도 그러한 결과물이었다. 

쌀을 소비하는 주체, 혹은 쌀의 브랜드 핵심 메시지를 소비하는 주체는 

소비자이지만 유통업체들은 부분 자신이 납품하는 유통점(소매점, 마트 등)이 

가장 주된 고객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각 산업들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하나의 목표로 나가는 듯 보이지만 그 다음 단계만을 의식하고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은 의외로 이런 허점을 갖는다. 

 

이 프로젝트가 의미있는 부분은 디자이너가 이러한 상황을 진단하고 유통업과 

판매업의 관계에서 생기는 관례를 깨고 유통업체가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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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했다는 점이다. 제품이 가진 고유한 속성을 전달하는 것은 생산, 유통, 

판매업의 어느 차원의 산업을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디자이너가 

자신이 속해있는 산업에서 종사한다는 이유로 제한된 사고를 하는 것은 지양하고 

산업의 뛰어넘은 종합적인 사고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  

 

2) D&Department Prohect :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통합적인 브랜딩 

나카오카 겐메이가 설립한 D&Department Project 는 철저하게 각 지역이 가진 

자산을 기준으로 세워진 까페겸 디자인잡화점을 표면에 내세우며 다양한 부분에 

협업과 자신들의 메시지에 걸맞는 사업 역으로 사업을 확장해 가고 있다. 

현재는 도쿄, 훗카이도, 야마나시, 시즈오카, 오키나와, 가고시마, 오사카에 분점이 

있으며, 도쿄에는 꼼데가르송과의 콜라보레이션 매장과 d47 뮤지엄까지 그 

프로젝트를 확장하는 중에 있다.  

 

2000 년 D&Department Project 를 설립했다. 최첨단에 트렌드가 있는 상품이어야만 

일본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 뿌리를 둔 사업을 통하여 

각인시켜 주고 싶다고 생각하여, 까페 겸 디자인잡화점을 표면에 내세우고 활동해 

오고 있다. 당신다움, 일본다움, 한국다움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는 만들 수 없다. 

돈을 이용해서 짧은 시간에 입수하는 것도 무리이다. 그러나 일어버리는 것은 매우 

짧은 시간에 간단히 이루어진다.25  

 

D&Department Project 의 재활용은 그들이 가진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이는 다른 잡화점이 전투적으로 신제품을 개발하려는 의지를 내세우는 

것과 구별된다. “물건을 새로 만들지 않는다”라는 문장에는 이미 출시되어있는 

디자인과 제품 중에 유행에 치우치거나 잠깐의 유행을 타는 제품이 아닌 

                                                

25 나카오카 겐메이, 이정환 옮김, 디자이너 생각위를 걷다, 안그라픽스,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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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좋은 제품을 발굴하여 판매를 유도하는 것 또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의지의 표현이다. 오래 사용하는 상품만을 선택하여 판매하고, 

고객이 원하면 다시 사서 그것을 판매하는 “소비현장에서의 재활용”을 실천하고 

있다. 그 예로 역 합실에서 친숙하게 볼 수 있는 의자를 매입하여 판매하는데 

이는 앉아있기에도 편리하고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어떤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릴 

수 있다. 이를 집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사용하기에 좋으므로 추천해서 판매하는 

것은 D&Department Project 의 좋은 제품을 합리적으로 다양한 곳으로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잡화점의 기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림 7 . d&department 에서 판매 중인 제품들 

‘물건을 새로만들지 않는다’는 말을 실천하며 일본다운 좋은 제품을 소개하고, ‘소비현장의 

재활용’ 을 실천하기 위해 재활용 제품을 판매하고, 그 제품을 잘 사용하고 가져오는 손님에게 

다시 제품을 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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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 d&department 홈페이지 : 재활용의 정신을 담은 역대합실의자를 판매중이다. 

 

D&Department Project 의 또 다른 특징은 그들이 가진 지역성에 한 고민이다. 

앞에서 선언했듯이 이들은 기본적으로 일본다운 디자인에 한 고민을 가지고 

있으며 각 지역에 있는 지점을 통해서 그 고민을 현실화하고 해결하고자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지의 표현으로 각 지점마다 그 지역에 유명한 

특산물을 선택해서 판매한다.   

 

디자이너로서 미래에 디자인을 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것. 전 지역이 각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고민을 ‘디자인’으로 해결할 수 있을 때, 그곳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이 응원을 해 주고 타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설득력을 갖출 수 있다. (중략) 5 년을 지속하면 거기에 ‘디자인 문화의 싹’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와 함께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가지는 것으로 제품을 

디자인하는 사람이나 기업의 의식을 조금 씩 바꿀 수 있다. 47 개 지역에 그런 

잡화점이 존재한다면 디자인의 즐거움, 등신대의 감동을 관광사업에도 조합할 수 

있을 것이다. 26 

                                                

26 나카오카 겐메이, 디자이너와 함께하며 걷다, 안그라픽스,2010, 118-11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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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 다이몬소면 

도야마 현 다이몬에 160 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빙글빙글 말린 형태의 소면.  D&department 의 각 지역이 

가지는 고민을 디자인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지역의 훌륭한 특산물을 선택하여 설명하고 

판매한다.  

 

 
그림 10 . 분차 

도쿠시마 현 카미카츠쵸 동쪽 농원에서 수백년부터 만들어진 발효차. D&department 의 각 

지역이 가지는 고민을 디자인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지역의 훌륭한 특산물을 

선택하여 설명하고 판매한다.  

 

위의 소개한 두 가지 제품이외에도 지방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식품을 

비롯해서 지방의 전통적인 공예품으로 만들어진 식기, 테이블웨어, 주방기기 

등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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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력은  d design travel 로도 확장된다. 이는 롱라이프 디자인 테마로 

활동하는 D&Department Project 의 정신을 담아 47 개의 현에 해당 지방속에 개성, 

지역다움을 디자인관점에서 장소, 까페, 레스토랑, 호텔, 가게를 선택하고 그 

지역의 인물을  소개하는 관광 가이드로 정리한 여행 잡지형태이다.  

 

D&Department Project 의 활동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기존의 디자인이 무엇인가를 

생산하는 것에 집중했다면 이들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자신들의 

관점으로 일본의 각지역을 바라보고 고민하고 ‘선택’하 다는 것이다. 물건을 

선택해서 매장에 전시하는 행위나 지역이나 가게를 골라서 그 지역을 소개하는 

잡지를 만들어내는 행위가 사실은 같은 선택의 연장선 상에 있다. 기업의 

핵심철학을 현실화 하는데 있어서 매체나 수단에 구애 받지않고 프로젝트를 

전개한 것도 특징이다. 그래서 뜻을 같이하는 기업과의 합작이나 D&Department 

Project 의 정신을 공유할 수 있는 갤러리를 만드는 일에도 적극적이다. 이러한 

매체간의 확장이 의미있는 이유는 동일한 목표점에 관해 충분히 고민하고 그 

결과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 을 때 각 매체간의 필연성 때문에 확장이 

일어나고 이러한 확장은 각 매체간의 시너지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매체간의 확장이 디자이너의 의지로 이루어진다.  

 

D&Department Project 는 다양한 매체에 자신들이 가진 생각을 적용하고 

활용하여 자신의 철학을 실제 생활에서 구현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브랜딩에서 사용하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고 그것을 여러 

매체에 확장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다. 브랜드 아이텐티티의 어플리케이션의 

적용과정이 단순히 통일성을 획득하고 기업의 이미지를 공고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D&Department Project 는  각 매체가 본래 가지고 있는 

유기적인 특징을 적극적으로 살리고 이를 다른 매체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만든다. 한마디로 비슷한 모양으로 찍어내서 비슷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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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연적인 이유로 인해서 매체간에 확장이 일어날 수 밖에 없고, 일어나야만 

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갖는다.  

 

3) 디자이너의 매체를 뛰어넘 통합적인 사고 

이타미마시의 예처럼 디자이너가 자신이 맡은 산업 역의 일반적인 관례를 깨고 

거시적인 시각을 통해 새로운 해결책을 찾는 경우도 있고, D&Department 의 

예처럼 특정한 시각에서 출발하여 디자인적인 사고로 매체나 산업을 뛰어넘는 

사고를 통해서 매체를 뛰어넘는 도전을 지속하여 하나의 새로운 문화의 장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D&Department 는 전체 디자인 업계의 표준이 

되기위한 방법론이기 보다는 하나의 안적인 방법으로써 존재하는 방법론이다. 

하지만 6 차산업의 상인 농업처럼 고유한 스토리를 지닌 상은 이러한 

매체간의 의도된 변주와 통합으로 유기적이고 새로운 차원의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4.3. 플랫폼 형성과 브랜딩 

1) 플랫폼과 브랜딩  

디자인이라는 행위를 상을 멋지는 모습으로 탈바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는 디자인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완성해야한다는 

강박증을 내포한다. 하지만 디자인은 그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디자인이 무엇인가 결과물을 내놓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쉬운 예를 들자면 

카카오톡이라는 모바일 매신저에서 출발한 어플리케이션은 현재 모바일 

플랫폼으로 발전하여 사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역할로 변화하고 

있다. 콘텐츠 생산자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카카오페이지, 다양한 앱과 콘텐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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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하는 채팅플러스, 다양한 게임과 사용자를 연결하는 카카오게임 등이 있다.27 

카카오톡이 모바일 플랫폼이라는 개념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그에 

걸맞는 서비스를 구성하는 개념을 디자인으로 가져오면 디자인의 최종 목적이 

하나의 완성된 자동차 외관, 패키징, 책 등의 형태가 될 수도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디자인 되는 상을 여러가지 차원에서 소비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 또한 넓은 의미의 디자인이 포괄해야할 개념라는 것이다.  

 

이를 또 브랜딩이라는 분야에 적용해보면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고 

그것에 따라서 다양한 매체에 통일성을 유지하여 적용하여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내는 것이 최종 결과물이라고 생각했다면, 브랜딩한 

상을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할 수 있는 플랫폼28을 구축하는 것도 디자이너의 

완성된 결과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플랫폼은 하나의 실체로 

존재한다기 보다는 하나의 개념으로 존재한다. 이런 플랫폼은 새로운 정보가 

가치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알고 있을 법한 정보들을 특정 키워드를 

중심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2) kinfolk magazine 

kinfolk 는 미국에서 발행되는 잡지이다. Kinfolk 는 새로운 것들을 무엇인가를 

요리하고, 이야기하고, 만드는 것을 즐기고 이것을 나누는 것에 관심이 있는 

아티스트, 작가, 디자이너, 포토그래퍼, 요리사 등의 작은 모임같은 커뮤니티이다. 

이들은 좋은 음식, 캐쥬얼한 화가 사람들을 균형잡히게 하고, 에너지를 느끼게 

                                                

27 매일경제, 2012 년 12 월 26 일, 임영택기자 

28본래 기차역의 승강장 또는 무대ㆍ강단 등을 뜻하나 그 의미가 확대되어 특정 장치나 시스템 

등에서 이를 구성하는 기초가 되는 틀 또는 골격을 지칭하는 용어로, 컴퓨터 시스템ㆍ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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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이로써 이 잡지는 일상에서 소소하게 존재하는 관심사를 

예술과 디자인의 시각으로로 만들어주고, 이로 인해서 좋아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자 의도한다.  

 

 
그림 11 . kinfolk issue five 

이 잡지는 예술가, 사진가, 디자이너들 중에 요리하고, 만들고,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찾고 공유하는 곳이다. 빈티지한 이미지와 깔끔한 레이아웃은 이 잡지를 

즐기는 독자의 취향을 반영한다. 

 

Kinfolk 가 처음 발간될 때 소개된 kinfolk manifesto 를 보면 특정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나눠먹으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담겨있는 무엇인가가 탄생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받게된다. 여기에 

관점의 차이가 있다. 부분의 잡지가 디자인, 건축, 음악, 패션, 자동차와 같은 

명확한 상을 설정하고 그에 걸맞는 내용을 선택해서 잡지로 엮어냈다면 

kinfolk 는 특정한 관심사를 공유하고 싶은 계층을 정하고 그 계층의 사람들이 

공유할만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잡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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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 kinfolk manifesto 영상 

 

상을 정하고 그 상에 한 이야기를 하는 잡지는 필요하다. 그러나 잡지의 

상이 정확한 실체가 있어야한다는 생각을 뒤집었을 때 기존의 잡지에서는 하지 

못하는 이야기거리가 나오게된다. 이런 이야기거리는 앞서 언급한 플랫폼의 

기능처럼 새로운 정보, 처음 보는 정보이기 때문에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편집된 정보이며, 이러한 정보가 누군가에게는 소비하기 좋게 

구성된 정보이기 때문에 가치를 갖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런 관점의 편집은 

어떤 관점에서는 쓸모없이 버려질 수 있는 소재를 다른 시각으로 보게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Kinfolk 는 매거진의 형태로 발간되지만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그 플랫폼으로써의 

기능을 강화한다. 잡지에 실리는 레시피, 인터뷰 등을 공유함과 동시에 잡지에 

담지 못한 이야기들을 상, 사진, 글로써 더 확장하고 생산한다. 그리고 city 

guide 를 만들어 다양한 도시의 가게, 장소, 레스토랑, 바 등을 소개한다. 또한 

이들이 소개하는 톤앤 매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이 찍은 사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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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기도 한다. 이러한 확장은 단지 온라인 홍보의 도구로만 생각하면 너무 

과하고 소모적인 확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꾸준히 이런 활동을 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극 화해서 전달하도록 의도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들은 모든 상, 사진, 그래픽, 타이포그래피에서 자신들이 타겟으로 하는 

상의 취향을 반 하여 통일감을 구축한다. 빈티지한 색감, 정돈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레이아웃,  깔끔하고 압축적이지만 지나치게 모던하지 않은 

타이포그라피를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다양한 소재를 소화함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통일감을 구축하고 있다.  

 

4.4.브랜드 범위의 확장   

1) 말린고구마(ほしいも)학교 

이바라키현의 특산물 말린고구마(ほしいも) 상품의 디자인을 의뢰받은 사토 

타쿠는 ‘마을사람들 모두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지역활동을 만드는 것은 

어떨까?’라는 역제안으로 이를 말린고구마학교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로 

발전시킨다.  

  
그림 13 . 말린고구마학교와 말린고구마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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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디자이너가 상이 가진 자질에 해서 이해하고 그것에 한 신뢰와 

애정을 가짐으로써 시작된 일이다. 기록없이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맛있는 

말린고구마 만드는 방법’을 제 로 기록해 정확한 데이터로 남기기 위해서는 

원료, 역사, 농업, 경제, 환경, 기술, 물과의 관계, 조리 강좌까지 말린고구마에 

해 모든 것이 담긴 교본을 만들자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책을 

말린고구마와 함께 포장하여 판매하 고 이는 전국의 서점에서 팔리게되었고 

유례없는 참신한 방법으로 언론에 소개되며 홍보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말린고구마 심포지엄을 열어 말린고구마를 책보다 더 적극적으로 

알리는 활동을 했으며 치도리라는 까페에서는 말린고구마학교와 연계하여 

새로운 메뉴를 개발, 판매하 다.  

 

 

그림 14 . 말린고구마학교 책이 포함된 패키지 

 

말린고구마의 상품 패키징 디자인과 말린고구마학교 프로젝트는 같은 프로젝트 

같지만 전혀 다른 프로젝트이다. 말린고구마를 단순히 패키징해서 조금 더 

호감가는 세련된 이미지를 주고자 목표를 정했다면 말린고구마학교와 같은 

결과물을 내기 어려웠을 것이다. 사토 타쿠는 말린고구마라는 것을 하나의 

먹거리로 본 것이 아니라 지역문화를 담아낸 하나의 결정체로 판단했고 그 안에 

있는 담겨있는 역사, 농업, 경제, 지역, 환경을 보았다. 또한 그것을 말린고구마의 

판매라는 본래의 목적에서 확장시켜 말린고구마가 하나의 지역을 변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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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볼이 될것이라 여겼다. 따라서 말린고구마는큰 학교가 될 수 있었으며 그 

지역의 문화로 브랜드가 포괄하는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었다.  

 

 

그림 15 . 말린고구학교의 다양한 체험 및 심포지엄 활동 

 

4.5. 미디어 개념의 어플리케이션 

1) 커뮤니케이션  상품 ‘포장용 테이프’ 

본 프로젝트는 하라켄야가 디렉터로 참여한 프로젝트인 엑스포 2005 의 개최국을 

결정짓는 프레젠테이션에 포함된 내용이다. 엑스포 2005 는 ‘자연의 예지’라는 

주제로 친근한  자연과 생명으로 만들어낸 캐릭터, 이미지 등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자 했다. 이 중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커뮤니케이션 상품으로 

제작한 포장테이프다. 

 

이벤트에 볼펜이나 커피잔을 새겨서 나눠주는 것 보다 나은 안으로 독자적으로 

만든 커뮤니케이션 상품 시리즈 중 하나이다. 일본의 친근한 자연 모티프로 

남생이, 붉은붕어, 풀을 포장테이프 표면에 인쇄하 다. 이것은 모양이 예쁘게 

인쇄된 디자인 잡화가 아니다. 포장테이프를 ‘미디어’로 바라본 발상이다. 이 

포장테이프는 사용되는 시점에서 더욱 박람회의 메시지를 증식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것이 유통경로에 따라 흩어지면 다양한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될것이다. 

테이프 하나로 서류용 봉투를 200 통이나 봉할 수 있다. 즉 하나의 상품이 

200 배의 효과를 만들어내고있다. 다 쓰고나면 형태도 남지 않는다. 모든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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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로 변해버린다.  

 

그림 16 . 엑스포 2005, 포장테이프디자인 

 

그래픽디자인이 특정한 사물과 관계를 맺을 때 디자인의 기능이 표면을 장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실제로 부분의 캐릭터 상품이나 팬시상품들이 같은 

노트나 파일이지만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캐릭터, 컬러, 패턴 등을 활용함으로써 

호감을 끌고 판매를 이끌어낸다. 포장 테이프 디자인 또한  결과물을 보고 그러한 

개념의 산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라켄야의 엑스포 2005 포장테이프는 

테이프를 단순한 디자인의 상이 아닌 ‘미디어’로 보고 테이프에 인쇄되는 

그래픽을 단순한 장식의 첨가 아닌 ‘ 내용’으로 보았다.  

 

이는 ‘미디어는 메시지다’라고 말한 마샬 맥루한의 주장과도 관계가 있다. 

맥루한의 명제는  메시지는 끊임없이 순환하는 정보의 역동적인 

흐름이며미디어는 그러한 흐름이 이루어지는 채널이라고 말했다. 메시지는 

가공되어 미디어채널을 통해 유통되지만 정보의 형식은 그 채널의 속성에 따라 

규정된다는 것이다.29  맥루한이 말한 미디어와 메시지의 관계를 재해석하면 

하라켄야의 엑스포 포장테이프처럼 또 다른 차원의 커뮤니케이션 상품이 등장할 

수 있다. 또한 이런한 개념을 브랜딩에서 적용시킬 때, 기존의  브랜드 디자인에서 

                                                

29 박해천, 열두줄의 20 세기 디자인사, 디자인하우스, 2010, 112-113p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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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아이텐티티를 어플리케이션에 적용시키는 단계에서  다양한 매체의 

특성에 맞게 변형 및 적용을 시켰다면, 어플리케이션을 미디어로 보고 그 

미디어에 적합한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이같은 관점의 

변화는 어플리케이션 각각이 다루는 메시지를 매체의 특성에 맞게 섬세하게 

다루게 만들며, 미디어의 특성에 한 깊이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효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 기 된다.  

 

4.6. 매체간 통합 브랜드 디자인 방법론 

 

매체간 통합 브랜드 디자인 6 가지 방법론은 위에서 언급한 6 차산업의 개념을 

지니고 있는 지역특산 농산물의 브랜드디자인을 위한 방법론으로 본 연구를 위해 

이름붙인 개념이다. 브랜드를 다루는 디자인의 방법론이 아닐지라도 브랜드와 

접목할 가능성이 보이는 사례를 중심으로 사례연구를 통하여 추출해낸 개념이다.  

매체간 통합 브랜드 디자인 방법론은 다음과 같다.  

 

스토리를 살린다. 

산업을 통합한다 

플랫폼이 된다. 

필요에 따라 브랜드의 범위를 확장한다. 

어플리케이션도 미디어이다.  

 

첫째로 스토리를 살린다. 스토리는 농산물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이다. 

농산물은 특정한 지방에서 재배됨으로 그 지역의 기후나 상황, 문화 등을 

반 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은 재배종, 경작부터 재배와 수확에 이르기까지 

과정에서의 스토리를 갖게 되며 이러한 여러 요소들로 인해서 궁극에 그 제품의 

특성이 생겨나는 스토리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러한 스토리리는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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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유통과정에서는 사라지고 훼손되었지만  본 방법론에서는 이러한 

스토리의 훼손을 막고 스토리를 하나의 그래픽 모티프나 그래픽 메시지의 

차원으로 이용하고자 한다. 

 

둘째로 산업을 통합해야한다. 이는 실제적인 생산 과정에서의 산업간의 

통합이라기 보다는 브랜드 디자인의 과정 속에서 산업간의 통합적인 사고가 

바탕이 되어야한다는 의미이다. 이타미마야 쌀 브랜딩은 유통업의 입장에서 

갖혀있었다면 나올 수 없는 아이디어다. 또한 d&department 의 경우도 

잡화점이라는 틀에만 갖혀있었다면 재활용이나 여행매거진 컨셉이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셋째로 플랫폼이 되어야한다. 기존의 브랜딩이 하나의 정체성이 통일된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전제로 하 다면 이제는 완성품보다는 브랜딩되는 상에 해서 

생각하게하고 논의하게하고 자연스럽게 소비하도록 하는 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야한다는 것이다. 아이덴티티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제품은 꽃병에 

꽂아놓은 꽃과도 같아서 아름답고 명확하지만 그 이상의 모습을 보기 힘들고 그 

생명력 또한 오래가기가 힘들다. 하지만 하나의 플랫폼으로써 화분에 뿌려진 

씨앗과도 같아서 존재하는 브랜드는 그 안에서 다양한 정보가 오가면서 그 

생명력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그 생명이 하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자라나게 된다. 6 차산업 브랜드 디자인에서 

필요한 것은 6 차산업 전체를 보는 시각의 변화이다. 플랫폼의 구축은 6 차산업을 

보는 최소한의 단서만을 주고 그 안에서 6 차산업의 소비가 가능하도록 한다.   

 

넷째는 브랜드의 범위를 확장해야한다. 무조건적인 양적인 팽창은 옳지 않지만 

브랜드가 실천적인 관점에서 행동력을 갖기 위한 관점에서는 브랜드의 확장이 

필수적이다. 특히 6 차산업에서 접목되기 쉬운 분야가 ‘교육’이다. 6 차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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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를 교육을 통해 체험하고 나누고 익히도록함으로써 그 브랜드는 박제된 

브랜드가 아니라 살아있는 브랜드가 될 수 있다.    

 

다섯째는 어플리케이션을 미디어로 보아야한다. 어플리케이션을 단지 다른 

인쇄매체에 같은 로고를 적용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자본이 부족한 6 차산업의 

특성으로 보았을 때 한계에 부딪히기 쉽다. 어플리케이션을 하나의 미디어로 

보고 이에 걸맞는 메시지를 생산해낸다면 6 차산업의 특성을 반 한 훌륭한 

미디어와 그안의 컨텐츠가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방법론은  6 차산업의 브랜드 디자인을 위해서 생겨난 개념이지만 6 차산업과 

비슷한 특성을 지닌 다른 상에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경쟁적이고 단기적인 성과를 지향하는 브랜딩이 넘쳐나는 이 시 의 하나의 

안적인 브랜딩 방법론이 될 것이라고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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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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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초당의 아침 :  식품 패키지 디자인  

(공동작업/ Chief designer :임선아, designer : 한지연, 권지연) 

 

 

 
그림 17 . 초당두부의 간편식 브랜드 초당의 아침 디자인 

초당의 아침이 가지는 지역에 기반한 신뢰감 있는 디자인을 추구하면서도 젋은이들이 호감가질 

수 있는 젋고 건강한 식품의 이미지를 가지고 가야하는 프로젝트. 전면은 타이포그라피 위주로 

단순하면서도 신뢰감을 주지만 고루하지않은 느낌을 주었다면 후면에서는 강릉의 로컬 

브랜드의 특성을 보여주기위해 강릉스토리를 추가하였고, 손글씨를 사용해 신뢰감과 함께 

초당의 아침이 정성어린 식품이라는 느낌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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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서울  기념품 디자인  

(공동작업/ Chief designer :임선아, designer : 한지연, 권지연, 손영은, 조동철, 김은지, 조은지) 

 

 
그림 18 . 서울대학교 기념품 디자인 작업 

서울대학교의 학문적인 가치를 담은 디자인 모티프를 개발하고 이를 각 기념품마다 매체의 

특성에 맞게 적용하는 디자인 작업을 진행하였다.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일괄적인 적용이 아니라 

여러 계층의 소비자와 쓰이는 상황을 생각하여 다양한 그래픽모티프(관악산,책, 

SNU,십자수,방안지 등) 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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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빠오 : 중식당 아이덴티티 디자인 

 (공동작업/ Chief designer :임선아, designer : 한지연, 권지연) 

 

 

그림 19 . 빠오 중식당 아이덴티티 및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캐쥬얼한 다이닝을 지향하는 중식당 빠오의 아이덴티티 및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을 진행하였다. 

면의 성질에 착안해서 만든 한글로고타입 빠오와 중국이 전통적으로 좋아하는 팔각형을 이용한 

로고를 만들고 이를 식당의 전체적인 요소마다 다양하게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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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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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6 차산업 브랜딩을 위한 사례연구를 분석한 결과를 매체간 통합 브랜드 

디자인 방법론으로 도출하 다. 6 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제주의 지역특산물을  

상으로 매체간 통합 브랜드 디자인 방법론을 적용하여 디자인 중심의 통합 

브랜딩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6.1. 상선정  

연구 상으로 통합적인 브랜딩에서 디자인의 역할 확장을 연구하기에 적합한 

상을 물색하 다. 본 작품연구의 목적은 개개의 농산물이나 지역, 농장을 

브랜딩함으로써 해당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지엽적이고 단기적인 목적에 있지 

않다. 기존의 브랜드가 브랜드 자체의 가치를 높이고 브랜드의 매력을 만드는 

것에 관심을 갖고 접근하 다면 본 연구는 지역특산물에 해 그것을 키우고 

가꾸는 지역인과 그 특산물이 자라는 지역이 가진 스토리를 커뮤니케이션하여 

상에 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더하는 과정에서 브랜드의 가치는 저절로 

높아지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특정한 상품의 브랜드가 아니라 

특정 지역의 특산물을 상으로 하는 브랜드를 상정하 다.  

 

이에 가장 적합한 상이 제주이다. 제주는 여러가지로 복합적인 속성을 가진 

공간이지만 무엇보다도 육지와 떨어진 지형적, 기후적 조건 때문에 농사에 

있어서도 청정지역이면서 특화된 작물이 존재하고 서울에서 제주로 여유있는 

삶을 찾아 귀농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농사와 관광이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는 

문화가 시작되는 곳이기도하다. 또한 문화적, 역사적인 컨텐츠도 풍부하다. 이에 

관해서는 뒤에 더 자세하게 기술하겠다. 

  

제주는 독특한 공간이다. 섬이라는 특성이 있어 난 성 식물이 자라고 오염에서 

먼 청정한 지역이기도 하며 기후 때문에 육지에서 자라지 않는 작물들이 

재배되기도 한다. 섬의 특수한 문화가 발달하여 먹거리 문화도 육지와 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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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 인해서 관광객들은 볼것, 먹을것에서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된다. 그 뿐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인가 신비하고 알고싶은 이야기들이 가득한 느낌을 주며, 

휴식과 자연의 치유를 얻고싶을 때 떠올리는 공간이기도 하다.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제주편에는 이런 제주의 속성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주는 구절이 

있다. 

육지인에게 제주도가 매력적이게 된 것은, 인문학적으로는 같은 한국인이면서도 

제주인만의 독특한 생활문화를 간직하고 있고, 자연적으로는 난대성식물이 

자생하고 있어 육지에서 보기 힘든 늘푸른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문으로보나 자연으로 보나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이 가득하여 그것이 

친숙하면서도 신기하게 다가옵니다. 낯설지만 그것이 내것의 또다른 모습 같기 

때문에, 말하자면 ‘낯설어서 더 좋은’ 곳이라는 말입니다.30 

 

1) 제주의 이미지를 차용한 사례 

제주의 이러한 속성 때문에 현재 많은 브랜드들이 제주가 가진 청정한 자연의  

이미지를 차용하기를 바라며 다양한 브랜드에서 그러한 시도가 계속 되고있다.    

w 오설록, 제주티뮤지엄 

우리나라의 다도 문화를 되살리고 싶다는 의지로 제주도에 땅을 개간하여 녹차를 

직접재배하기시작하 다. 제주의 최고의 자연환경이 최고의 차를 만들어냈다는 

제품의 출발부터 다도의 정신을 담아내며 제주 땅 위에 세워진 오설록 

티뮤지엄까지 제주를 모태로한 녹차 브랜드를 성장시켜나가는 중이다.  

                                                

30 유홍준, 나의문화유산답사기 7, (주)창비, 2013, 2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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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 오설록제품과 제주 오설록 티 뮤지엄의 모습 

오설록의 다도 문화에 한 진정성 있는 다년간의 노력에 오설록 티뮤지엄이 

제주의 명소로 자리를 잡았으며 오설록의  이미지와 차에 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제주라는 공간과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화까지 

포용하지 못하 으며 주민들의 삶과 공생하는 부분에서는 일정한 한계를 

가졌다고 보인다.  

  

w  이니스프리, 제주 

이니스프리는 깨긋한 자연과 건강한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청정섬, 이니스프리를 

브랜드 컨셉으로하여 그 중에도 특히 제주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제품의 

원료를 제주에서 제배해서 가지고 와서 제주그린티, 제주화산송이, 제주발효콩 

등 제품의 네이밍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이를 클린제주 캠페인 등의 활동으로 

제주에 한 관심으로 연결시켜 소비자와 소통하려고 한다. 이는 제주에서 나는 

원료를 이용하여 만든 화장품을 적절한 네이밍과 디자인으로 연결시켜 브랜드의 

컨텐츠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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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 이니스프리 제품과 이니스프리 제주관련 캠페인 이미지 

 

w 스타벅스 제주녹차 티백 

글로벌 브랜드인 스타벅스는 제주 녹차 티백을 판매하여 선물세트 등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스타벅스는 가장 표적인 글로벌브랜드이면서 각 나라에 문화를 

담아내는 텀블러나 카드등을 제작하면서 로컬의 문화를 흡수하려는 의지가 있는 

기업이다.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제주녹차가 로컬 메뉴로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제주가 가진 자원의 가능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2 . 스타벅스 제주 녹차 티백과 제주 신메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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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가 보유한 브랜드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에 각 지역이 자신의 지역을 브랜드로 만들고 관리하려는 

의지는 여러 지역에서 나타난다. 안동사과, 양고추, 철원 쌀, 나주 배 등은 각 

지역의 특산물을 중심으로 브랜드아이덴티티를 제작하고 각 특산물의 모양을 딴  

마스코트 또는 캐릭터를 개발하며 패키지나 기타 홍보물에 적용할 뿐 아니라 

지역축제를 개최하기도한다.  

 

제주도 마찬가지로 제주의 브랜드를 만들고 관리하기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아이덴티티는 제주의 자연환경과  평등가치를 지닌 

제주정신,  미래지향적가치를 담아내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에서 품질을 

인증해주는 마크를 개발하 다. 또한 돌하루방과 해녀를 소재로한 캐릭터를 

개발하 다. 31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제주전용서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제주 말은 제주의 역사적이고 지리적인  매우 독자적으로 발전해왔는데 

제주서체를 개발하고 제주의 독특한 표기법을 표기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노력한 

부분은 매우 고무적으로 보인다.  

 

그림 23 . 제주특별자치도 아이덴티티와 서체 디자인 

                                                

31 제주특별자치도 www.jeju .go.kr 의 제주상징물 소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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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제주의 브랜드가 제주도민, 특히 농산물을 재배하고 판매하려는 

농민들에게까지 적절하게 향을 미치는가에 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제주는 특이하게도 육지에 있는 농장에 비해서는 각 농장 단위로 육지인을 

상으로한 직거래 판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 중에 하나이다. 이는 

아마도 제주의 기후조건 때문에 제주에서만 주로 작물들이 존재하고, 그것들을 

제주에서 직접 구매하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존재하기때문으로 

보여진다.  

 

제주와 같이 소비자와 생산자가 물리적인 거리를 넘어서 운송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상품을 주고 받을 때에는 디자인의 역할이 더욱 더 커진다. 현재 

제주에서 소비자와 직거래를 하는 농장들은 부분 블로그나 사이트를 통해서 

거래를 하고 부분이 따로 브랜딩 작업을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소비자들을 

단골로 만들고 자신의 농장을 기억하게하기 위해서 아이들이나 자신의 이름을 

농장의 이름으로 붙이고 아이들과 재배자의 사진을 함께 게시함으로써 신뢰를 

높이고 기억에 남게 하는 기초적인 브랜딩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림 24 . 제주감귤의 패키지와 판매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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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는 현재 제주에서 판매중인 감귤, 한라봉, 레드향의 포장박스이다. 

농민들에게 아직까지 상자는 상자일 뿐이라 농협에서 만들어서 주는 상자를 사서 

쓰기도하고, 기존의 상자만으로 농장의 특성이나 농장의 홍보로는 미흡하다고 

느낄 때에는 명함을 따로 만들어서 배송시에 동봉하기도 한다. 또한 흔치 않은 

경우지만 키다리아저씨 농장처럼 캐릭터를 만들어서 브랜딩하는 경우도 있다.  

 

감귤박스로 제주의 전체의 브랜딩 현황을 진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감귤박스를 

통해서 생각해볼 문제는 제주의 고유함과 각 농장의 아이덴티티 간의 관계이다. 

제주의 심볼작업에서 응축해서 담아내려고했던 제주의 고유함은 상자라는 

매체에로 확장되면서 고유함이 사라져버리고 육지의 여타 지역에서 재배된 

작물과의 차별화가 어렵게되었다. 또한 같은 귤이라도 각각의 농장의 고유한 

정체성이나 이야기를 담아내야한다는 측면에서도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매우 중요한 문제이면서도 현실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부분이 제주의 고유성과 

농장의 정체성이 적절한 부분에서 서로를 지탱하면서 균형을 이뤄야한다는 

점이다. 둘이 떨어져서 존재하기 어렵다. 농장은 제주에 있는 다른 농장과 

경쟁해야하지만 동시에 제주라는 땅이 키워낸 산물임을 잊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런 섬세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부분에서 전문 디자이너의 능력이 

필요하다. 디자이너는 포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매우 섬세한 부분까지 

시각적으로 조율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소비자와 구매자가 의사소통하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현실적으로  각 농장에서 전문 디자이너에게 도움을 청하고 새로운 인쇄물을 

제작할 만큼의 경제적인 여유를 갖지 못한다면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펀드를 

통해서라도 이러한 작업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한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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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문화가 키워낸 소중한 농산품들이 제 목소리를 내고, 소비자에게 그 

가치를 오롯이 전달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와 비슷한 맥락의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개인들이 제주에서 관광객과 직접 소통하는 까페, 음식점, 팬션들을 

운 하며 제주의 문화를 소통하려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제주가 소유하고있는 브랜드들을 되짚어봄으로써 제주 브랜드를 운용하는 

방법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제주는 자연 환경에서오는 관습, 문화, 언어 등 그 

자원이 무궁무진하다. 이는 브랜딩에서는 스토리로 풀어낼 컨텐츠가 많은 

상이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이를 눈여겨 본 기업들이 자신이 가진 브랜드에 

제주의 컨텐츠를 함께 담아내어 기업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는 시도가 있어왔다. 

하지만 제주가 자체적으로 만들고 관리하는 브랜드에서는 조금 다른 경향이 

나타난다. 제주에 위치한 팬션, 까페, 식당 등은 따로 브랜딩을 하지 않아도 

자신이 가진 자연환경의 독특함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브랜딩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그렇지만 육지의 사람들이 제주가 아닌 육지에서 제주를 느끼게 

할 때는 상황이 다르다. 육지인에게 제주 감귤은 그저 마트에 많은 감귤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의 이야기에 흥미를 갖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디자인의 역할이다.    

 

제주는 청정지역이며 난 성기후를 이용해서 다양한 종자의 작물을 키우며 

양질의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다. 이 농작물들은 권위 있는 농산물 회인 으뜸 

농산물 전시회에서 콩, 그린키위, 옥수수, 천혜향, 콜라비 등이 우수 농산물로 

선정되었다.32 또한 제주가 섬이라서 직접 농산물을 팔기 어려운 약점 때문에 

반 로 농민들이 각 농장단위나 지역단위로 육지의 소비자와 직거래를 

적극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농장의 농산물이나 농장 자체에 한 신뢰를 

                                                

32 헤드라인제주,  원성심기자, 2013.11.11,전국 으뜸 농산물 마당, 제주 출품작 장관상 등 휩쓸어,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3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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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해야 직거래가 가능한 만큼 농장의 소식을 적극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전하고, 농장체험을 통해서 관광과 더불어 신뢰감을 얻고자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런 제주의 움직임이 흥미로운 부분은 단순히 농산물의 직거래가 일어나는 

지역이라는 것이아니라 로하스족33이 추구하는 건강함과 지속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직거래 커뮤니티가 생성되는 것이 

가능했다는 의미이다. 농장에서 직거래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당장의 편리함이나 

가격적인 측면의 매력보다는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더라도 간접경험을 통해서 

정성들여 재배한 제철 농작물을 즐기고, 직접 농장에 체험을 하며, 농장과 

공생하는 삶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이 지점에서 디자이너가 통합적인 

브랜딩의 기획자이자 디렉터로써의 역할을 실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의 직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을 가상으로 만들어서 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브랜딩하고, 플랫폼 자체의 상품이나 홍보물까지 

제작함으로써 농산물의 통합적브랜딩에서 디자인이 그 역할을 확장하는 역할에 

해서 연구를 진행하 다.  

 

                                                

33 로하스는 L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의 약자로, 건강과 지속가능함을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을 말한다.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건강의 조화를 통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이 이며, 개인 뿐만 아이라 사회와 후세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 즉 사회적 

웰빙이 로하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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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제주, 브랜딩 전략  

 

1) 제주 농산물 직거래 플랫폼  

제주의 여러 농장들은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여 일년에 몇번 수확을 한 후 그것을 

직접 소비자에게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해 판매한다. 제주에서 직접 믿을 수 있는 

농장과 거래하는 사람들은 수확철이 되기 전에 제철 작물을 예약을 하고 

농장에서 나는 제철 과일이나 채소를 먹는다. 이런 농장 중에 재배과정의 

스토리를 온라인상에서 자세하게 공유하여 소비자와 소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제 로된 먹거리를 즐기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소통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과정에서 디자이너의 개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있다. 

이에 제주의 특산물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면서, 제주의 자연을 사랑하고 

의미있는 소비를 원하는 사람들이 관심있어 할 만한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자 한다. 

 

 

 표 5 . 제주의 직거래 플랫폼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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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 플랫폼은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포괄적인 시각으로 파악하여 이를 

통해서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제주의 특산물을 가공하는 사람과의 소통을 

적절하게 조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주 애월읍의 한 농장은 농사짓는 사람이 

직접 소비자에게 온라인 공간에서 작물을 재배 상태를 알리기도하고, 수확시기, 

작물에 관한 상식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면서 소비자와 신뢰를 쌓는다. 이 

농장에서 한번 먹어본 소비자들은 그 품질을 믿고 매년 이 농장에 주문을 한다. 

하지만 새로 농장을 접한 소비자는 선뜻 농장에 관한 신뢰를 갖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경우에 신뢰를 줄 수 있는 방법은 개개인의 농장에 한 

경험뿐만 아니라 제주라는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 전체를 보증하면서도 각각의 

농장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플랫폼이다. 

 

직거래 플랫폼은 생산자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임과 

동시에 소비의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그 정보를 나눌 수 있는 플랫폼이 되기도 

한다. 또한 생산과 소비의 과정에서 기반으로하는 제주라는 지역에 관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제주의 관광과 어우러져서 하나의 지역에 관한 심층적인 

정보의 공유와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러한 직거래 

플랫폼을 통합하여 디자이닝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과정을 거칠 때, 통합적인 

기획자로써의 그래픽디자인이 어떤식으로 그 역할을 확장할 수 있는지를 작품의 

주제로 삼아서 작품연구를 진행하 다.   

 

제주특산물의 직거래 플랫폼의 전략적인 방향은 다음과 같다.  

 

¢ 제주의 이미지 차별화 

다른 지역의 농산물, 직거래장터에서 팔리는 물건과의 확실한 차별화를 추구한다. 

디자인컨셉이나 방향에 관한 스터디이후에 적절한 톤앤매너를 설정하여 

차별화된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관해서 시각적으로 분명한 느낌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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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차별화는 단지 디자인컨셉에서의 차별화가 아니라 제주에 한 심층적인 

이해를 바탕으로한 내용적, 방법론적 차별화를 의미한다.  

¢ 제주의 지역특산물에 한 정확한 정보전달  

특산물의 품종, 재배방법에 따른 특징과 파종이나 수확시기 등 소비자가 구매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며, 이러한 정보를 가공하고 재조합하는 

것 또한 브랜드 디자인의 역할로 정의한다. 

¢ 제주의 음식, 문화, 자연에 관한 소통 

직접적인 농산물의 판매와는 관계가 없을지라도 소비자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와 

관련해서 작물이 자라나는 지역에 해서 정확하게 알고 또 그 작물을 키우는 

지역의 사람들과 적절하게 소통하고 삶의 가치를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매우 개괄적인 전략이지만 위의 전략은 본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될 

것이며 이같은 가치들이 가장 조화로운 상태로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디자이너가 통합브랜딩의 방법론에서 실현해야할 과제이다.  

 

2) 제주 자연환경을 시각화한다.  

제주도에서의 경험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는 부분은 제주도의 자연이 주는 

시각적인 감동 때문이다. 육지와는 다른 풍광은 육지인의 시선을 압도한다. 

이러한 직접적인 시각적인 체험은 제주라는 공간의 아이덴티티를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제주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나타낸다. 제주의 자연을 

시각화하여 제주에 직접 와서 물건을 사지 않아도 제주의 농산품을 구입하는 

경험 속에서 제주의 자연에 한 간접적인 체험을 의도한다. 또한 제주가 가진 

자원 중에 가장 시각적인 매력과 힘을 가지고있으며 육지의 다른 지역과 

차별성을 준다.   

w 섬에서 펼쳐지는 오름의 곡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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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화산이 폭발할 때 생겨난 작은 산을 제주말로 오름이라고 하는데 이 

오름들은 육지에서는 볼 수 없는 오묘한 곡선미를 가지고 있다. 사라질듯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는 오름은 제주가 가진 자연미 중에 으뜸이다. 또한 제주에 

있는 300 개의 오름은 그 형태나 특징이 각기 달라서 다양한 형태로 응용이나 

해석이 가능하다. 

 

그림 25 . 동검은이오름의 곡선미 

 
그림 26 . 제주 오름의 곡선미 

w 자연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질감 

제주의 땅, 산능선, 억새, 유채꽃 등이 계절별로 다르게 만들어내는 질감은 훌륭한 

디자인의 결과물과도 같다. 이는 제주도의 오름의 곡선과 더불어 제주를 

아름답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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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 제주의 질감 : 유채, 억새, 돌, 이끼, 흙, 풀, 갯벌, 미역, 산등성이 

w 검은 흙빛이 만드는 색감의 비 

제주는 화산섬이기 때문에 흙이 검은빛을 띤다. 이 검은 빛은 제주의 자연을 

더욱더 신비롭게 만들어준다. 이는 제주의 나무나 풀, 억새와 꽃과 같은 다른 

자연물과 만났을 때 더 신비롭고 극적인 느낌을 주도록 돕는다. 

 

그림 28 . 제주의 풍경사진 , 김영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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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주의 문화와 풍습을 담아낸다.  

제주의 문화와 풍습은 제주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컨텐츠이다. 

이것은 브랜드를 흥미롭게 만드는 중요한 이야기거리가 된다. 제주에 있는 

다양한 문화와 풍습 중에 이 작업에 알맞은 것을 선별하고 그것을 브랜드의 

이야기거리로써 녹여내는 것은 작업의 중요한 지점이다.  

w 본향당 소지 

본향당은 제주 마을마다 있는 신당이다. 제주에 본향당은 현재 300 곳이나 

남아있는데 본향당은 미신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제주의 문화에 가까운 공간이다. 

본향당은 제주사람들, 특히 여인네들에게 혼의 동사무소, 혹은 주민센터같은 

곳이다. 모진 자연과 싸우며 살아가는 제주인들에게는 이런 식의 심신의 

카운슬링이 절 적으로 필요했다. 백색의 한지를 제주에서는 ‘소지’라고 하는데 

소원을 빌 때 소지를 가슴에 고 빈후에 본향당 나뭇가지에 소지를 묶는 것으로 

의식이 마무리된다. 이러한 의식을 유홍준은 제주문화관광의 중요한 컨텐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34 

 
그림 29 . 와흘본향당의 소지 

 

                                                

34 유홍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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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향당의 소지는 민속신앙이기보다는 제주인이 거친 자연과 싸우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또한 자연스럽게 생겨난 삶의 방식이 현재, 육지인에게도 

설득력있고 재미있게 다가온다. 이러한 삶의 방식을 체험하는 것이 제주의 

농산물을 사는 경험안으로 편입된다면, 제주의 브랜드와 그 브랜드에 속해있는 

제품들의 가치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w 해녀와 상군해녀  

“해녀는 제주의 상징이자, 제주의 정신이고, 제주의 표상입니다.” 농사기술이 

발전하기 이전에 제주는 농사를 짓기에 참으로 어려운 땅이었다.  생계를 위해서 

생겨난 직업군이 해녀이다. 제주의 여인들은 자라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물질을 

익히게되고 때가 되면 바다에 나간다. 해녀들 중에는 우두머리인 상군해녀가 

있는데 상군은 포용력있고, 남을 챙길줄 아는 심성을 지니면서도 날씨와 바다 

속의 날씨를 헤아릴 줄 아는 자가 된다. 또한 상군은 해녀 하나하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상황에 지혜롭게 비하여 해녀들을 이끌고 보호한다. 35  

상군과 해녀들의 문화는 제주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그 로 녹아있다. 이 또한 

제주 사람들이 제주도라는 사람이 살기 쉽지많은 않은 섬에서 삶을 꾸려 

왔는지에 한 단서이자 중요한 모티브가 된다.  

w 무엇이든 돌로 두른다. 

제주에는 무엇이든 돌로 두르는 풍습이 있다. 집에는 돌담, 밭에는 밭담, 무덤에는 

산담이 있듯이, 비석이고 유물이고 귀중한 것은 돌집에서 보존한다. 이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제주만의 풍광이라고 할 수 있다.36 이는 제주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할 때에도 그래픽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열려있는 재미있는 소재이면서 

귀한 것을 두른다는 의미 또한 좋다.  

                                                

35 유홍준, 나의문화유산답사기 7, 137-163p 요약발췌 
36 같은책, 215p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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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 제주 밭담과 돌담 

 

 

6.3. 그래픽 모티프 개발  

제주의 자연환경의 특성을 시각화 하는 것이 이 작업의 출발점이다. 제주의 

농산품, 농산품을 가공한 제품, 제주의 관광자원의 근원은 모두 제주의 

자연환경이다. 제주의 자연이 주는 감동과 여운을 그 로 모티프로 담아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실사를 넣는다고해도 자연이 주는 감동을 그 로 

표현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제주를 브랜드화하기 위해서는 자연의 조형요소를 

십분 활용하면서도 제주가 가지는 문화적인 가치를 간결하게 담아낼 브랜드의 

그래픽 모티프가 필요했다. 그래서 제주의 특징적인 사물에서 형태와 색, 선과 면 

그리고 점을 빌려와서 그래픽모티프를 개발하 다. 그 모티프가 된 소재는 오름, 

돌, 나무, 억새, 꽃, 제주도의 지정학적 형상이다.  

 

그림 31 . 그래픽모티브 개발 과정  : 오름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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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 그래픽모티브 개발과정 : 오름 -2 

 
그림 33 . 그래픽모티브 개발과정  : 제주의 돌 

 

하지만 이와 같은 자연물의 형태를 그래픽적 패턴으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자연에서 받는 느낌이나 감동을 전달할 수 있는가에 관한 의문이 생긴다. 

소비자와 농민사이의 진솔한 커뮤니케이션을 내세운 직거래 플랫폼에는 너무 

가벼운 이미지이기도하다.  그리고 또한 너무 실사를 위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은 또한 기존의 농산물에 관한 디자인과의 차별점을 찾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디자이너가 상에 한 성찰을 통해 낸 결과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결과물인지에 한 의문이 생겼다.  이러한 고민 끝에 조금 더 고차원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서비스인 제주 직거래 플랫폼에 적합한 조형적인 해석은 제주의 

자연을 단순화한 형태와 제주의 살아있는 질감을 결합한 미니멀한 형태를 

채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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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름, 돌, 바람, 물허벅, 정주석과 정낭  

제주는 돌, 바람, 여자가 많아서 삼다도라하고 도둑, 문, 거지가 없다고하 다. 

제주의 거친 자연환경과 싸우기위해서 주민들이 한데 뭉쳐서 살아온 고된 세월이 

쌓여서 생겨난 말이다. 이러한 제주를 표하는 오브제들을 모았다. 오름, 돌, 

바람, 물허벅, 정주석과 정낭이 그것이다.  오름은 화산섬 제주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형이고, 돌은 화산이 분출해서 생긴 현무암의 색감과 질감이 제주의 풍광에 

가장 큰 비감을 만들어내는 부분이다.  또한 바람과 싸우느라 건축법 등이 따로 

발달한 제주인 만큼 바람을 포함시켰고 제주여인의 고된 삶을 나타내는 

오브제로써 물허벅을 선택했다. 또한 도둑이 없고 모두가 함께 모여사는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문 신에 제주인에게 존재해온 정주석과 정낭을 오브제로 

선정하 다. 각 오브제들의 형태를 단순화하고 각자의 고유한 질감과 결합하여 

가장  기본적인 재료가 될 제주 직거래 플랫폼의 기본 형태를 완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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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  제주도리 그래픽 모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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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모티브는 제주의 자연을 함축적으로 담아내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제주의 특징적인 속성을 반 한 다섯가지 소재를 가장 미니멀하지만 너무 

딱딱하지 않은 형태로 표현하고, 그 소재에 각각의 스토리를 담아낸 질감을 

망점으로 처리하여 은은하게 보이도록 하 다.  돌은 현무암의 질감, 오름은 산 

등성이의 질감, 바람은 바람에 누운 억새를, 여자는 땅의 질감을 은은하게 

보이도록 하여 미니멀하지만 제주의 디테일한 질감이 살아있는 깊이있는 형태를 

완성하 다.  

 

 

그림 35 . 제주도리 B.I. 

 

제주도리 네이밍은 육지와 제주를 잇는 다리라는 뜻을 담아서 제주어로 다리를 

뜻하는 도리를 사용하 다. 제주도리는 하나의 플랫폼 브랜드로써 정보의 전달의 

목적이 가장 강하게 쓰일 예정이기때문에 특별히 심볼이나 여타의 형태적인 

해석을 자제하고 제주도리라는 글자를 그 로 사용하 다. 신에 제주의 

소박하면서 꾸밈없는 느낌을 살려 레터링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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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제주도리 B.I 와 그래픽모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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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매체적용 

제주의 직거래 플랫폼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제주의 직거래 플랫폼이 적용해야할 

매체를  기능에 따라 크게 세가지로 분류하여서 생각하 다.  첫째는 플랫폼의 

기본 기능인 농산물의 직거래를 위한 정보를 설명하는 기능이다. 이는 다양한 

형태가 있겠지만 본 작업에서는 뉴스레터와 제품을 소개하는  카드를 제작하는 

것으로 제한하 다. 둘째는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지역특산물을 운반하는 

도구이며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만나는제품의 패키징이다. 제품은 농·수산물과 

농·수산물 가공품이며 제주의 문화적가치를 담아낸 공예품일 수도있다. 소비자가 

제품을 받을 때 가장 즉각적으로 제품에 한 감흥을 느낄 수 있는 지점이 또한 

패키징이다. 셋째는 플랫폼의 문화적가치를 공유하고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을 

위한 기념품적인 성격을 지닌 제품군이다. 이는 직거래 플랫폼의 브랜드가 단지 

제품의 거래에만 머무르지 않고 소비자들이 문화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상임을 

보여준다. 각각의 제품군의 세부적인 특성과 작업 방향에 관해서는 다음장에 

자세히 서술하 다. 

 

 표 6 . 제주 직거래 플랫폼 적용매체 

직거래 플랫폼이 적용해야할 상 매체를 분류함으로써 매체들이 소비자와 

어떠한 메시지를 커뮤니케이션할 컨텐츠와 그 컨텐츠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목적을 명확하게 상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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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 전달 : 뉴스레터, 농산물 카드, 엽서  

u 뉴스레터 : 제주도리 소식지   

뉴스레터는  좋은 땅에서 제철에 나는 건강한 농·수산물을 먹기 위해서 기다리고, 

그농·수산물을 수확하고 먹는 기쁨을 주변의 지인들과 나누고싶어하는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소비자를 위한 정보의 창고이다.  이는 직거래를 한 

소비자에게 전달되어 제주에서 나는농·수산물에 한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할 

뿐 아니라 제주의 농산물을 즐기는 소비자들이 관심있어할만한 자연환경, 역사, 

문화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담은 소식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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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 제주도리 소식지 ,100x15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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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농산물 미니 브로슈어 

각각의 농산물의 패키징에 삽입될 각각의 농산물에 관한 브로슈어이다. 

브로슈어에는 각 농산물의 종, 재배방식에 관한 정보 뿐만아니라 농산물을 

맛있게 저장하는 법이나 제철 농산물을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까지 

소개한다.  

 

그림 38 . 감귤,한라봉 미니브로슈어 

u 엽서  

엽서는 각 농장의 농산물이 여물어 수확을 앞둔 시점을 기준으로 제작된다. 

엽서에는 농작물이 자라는 과정에 한 이야기, 수확이나 저장, 판매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있으며 ‘제주도리’에서 한번이라도 구매한 적이 있는 소비자들은 

엽서를 통해서 자신이 관심있어하는 농작물의 수확의 시기와 농장 정보 등을 

접할 수 있게 된다.  

2) 제품포장 : 농·수산물과 가공품 패키지  

농·수산물과 기타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택배나 

기타 운송업체를 통해서 받게 되는 제품의 포장이 주는 인상은 중요하다. 너무 

과한 포장은 자칫하면 정직한 제품이기 보다는 값비싼 제품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며 차별화 되지않은 포장은 제주도리의 제품의 정체성을 약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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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노톤의 패키지는 현재 많이 있는 알록달록한 패키지 속에서 제품을 차별화를 

하며 그래픽 모티프에서 강조한 질감은 모노톤의 단순함을 줄이고 독특한 제품의 

정체성을 완성하 다.  

 

그림 39 . 한라봉 선물용 박스한라봉 선물용 박스는 얇은 나무박스로 제작되며 포인트 컬러 

이외에는 거의 모두 그레이계열로 이미지를 통일하는데 집중하였다.  한라봉 박스는 가장 중요한 

정보 이외에는 표기하지 않고 박스에 각 농장에 대한 정보를 따로 넣어서 박스에만 존재하는 

죽은 정보가 아니라 ‘살아있는’ 정보로 구매자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의도했다.  

 

그림 40 . 한라봉 잼, 쥬스 패키지 디자인 

한라봉 가공품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품의 내용물이 잘 보이는 용기를 선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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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한 믿음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그래픽은 제한적으로 사용하 다. 

박스와 마찬가지로 포인트컬러를 사용하 다. 전체적으로 흰색과 챠콜그레이의 

톤을 유지하면서도 각 가공품의 특성과 어울리도록 유도하 다.  

3) 기념품 : 달력, 에코백  

u 달력  

농·수산물의 수확과 재배시기를 주제로한 달력이다.  건강하고 좋은 농·수산물을 

먹는 문제는 제철 과일을 즐기는 것과도 연결된다. 따라서 제철 농작물의 

수확시기에 관한 정보는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농산물을 즐기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정보이다. 이는 현재 제주의 과일을 먹는 소비자 

이외에도 제주의 그래픽 모티브에 호감을 가지고 달력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도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가능하다.   

 

그림 41 . 제주 도리 농산물 수확 달력 

 

u 에코백  

제주 직거래 플랫폼은 단지 제주의 작물 뿐 아니라 제철에 나는 건강한 농산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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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기를 원하는 소비자를 위한 플랫폼이다. 이러한 문화를 나누고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자연보호의 의미가 있는 에코백을 제작하여 메시지를 나누는 것 또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플랫폼에서 필요하다.  

 

그림 42 . 제주도리 에코백  

u 제주도리 기념카드 

 

그림 43 . 제주도리 기념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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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서울대학교미술관 MoA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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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브랜드는  상품이나 회사를 나타내는 상표, 표지를 나타내는 의미로 쓰 던 

출발과는 다르게  그 의미가 끊임없이 확장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브랜드는 지각된 이미지와 경험의 집합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이렇게 브랜드가 그 개념을 확장하는 사이에 디자이너들은 브랜드라는 무형의 

개념을 시각적인 언어로 풀어내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브랜드가 

그 개념을 확장해온 사이에 디자이너들은 애초에 수행하던 역할 로 브랜딩에서 

부분부분 자신이 맡은 부분에서만 제한된 시각으로 디자인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로 인해서 브랜드 자체는 진화했지만 브랜드를 다루는 디자인은 차별화에 관한 

고민과 기술적인 발전에만 천착하여 근원적으로 브랜드라는 개념이 확장됨에 

따른 디자이너의 역할의 변화와 그에 따른 방법론에 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던 현실인식에서 이 연구를 시작하 다.  

 

우선 전통적인 브랜드 디자인의 방법론과 제품의 생산에서 소비의 과정 속에서 

디자이너의 개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현실을 파악하 다. 디자인 분야는 

아니지만 최근 농업분야에서 6 차산업이라는 개념이 두되면서 생산단계를 

통합함으로써 새로운 차원의 이익과 문화를 창출하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이를 통해서 디자이너가 제품생산과정에서 전반을 아우르는 

통찰력으로 브랜드 전반을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디자인하는 ‘디자인이 중심이 된 

통합브랜딩’을 제안하 다. 통합브랜딩의 방법론은 현재 다양한 디자인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향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5 가지 방법론을 도출하 다.  

 

스토리를 살린다. 

산업을 통합한다 

플랫폼이 된다. 



 99 

필요에 따라 브랜드의 범위를 확장한다. 

어플리케이션도 미디어이다.  

 

통합브랜딩의 핵심은 디자인이 브랜드 전반에 관해서 통찰을 통해서 아이디어와 

디자인 적용 매체 등을 선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론에 가장 적합한 연구의 

상은 6 차산업의 개념과도 연결되는 특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그와 연결된 

관광산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 상을 제주로 정하고 작품 

연구를 진행하 다. 제주는 육지와 떨어진 자연환경때문에 오염이 없는 

청정지역이며, 섬이라는 특성과 난 성 기후때문에  소비자들과 직거래를 

선호하는 농장들이 많으며 이는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디자인이 농산물이 담고 있는 이야기나 가치를 섬세하게 

전달하고 그것을 재생산할 논의의 장을 만들고 우리의 문화적인 삶과 가치를 

반 하는 역할에 소극적이었다고 판단하 다. 그래서 이러한 경향을 극복하기 

위해서 비 리적인 프로젝트로써 이러한 문화를 담아낼 만한 방안으로 제주의 

청정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의 브랜딩을 가상으로 진행하 다.  

이러한 작품연구의 결과로 제주가 가진 고유함을 전달함과 동시에 다른 

농산물과의 차별점을 찾고, 소비자와 새로운 농산물을 바라보는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매체를 조율하고 그 매체를 소비자와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돕는 

수단으로써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 다.  본 연구의 의의는 디자인 

중신의 통합브랜딩을 통해서 브랜딩의 상인 제주가 가지는 가치의 본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제주의 농산물의 재배와 가공, 그리고 그와 관련된 

관광까지를 통합된 시각으로 묶어서 브랜딩하는 시도에 의의가 있다. 이는  상호 

경쟁적인 브랜딩보다는 상에 한 심도 있는 이해와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시점에서 하나의 안이 될 수 있는 브랜딩의 방향으로써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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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xpanded Role of Graphic Design  

in Integrated Branding  
- Focusing on regional specialties  

 
Seona Lim 

Department of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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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focuses on the brand design process of traditional branding 

methodologies which involves design exclusively in limited phases of production. 

Such phenomenon is problematic in that design in such case focuses only on 

solving peripheral problems without reflecting sufficiently the very essence of the 

product. Regional specialties are even neglected in the branding competition of 

such type; brands applied to these products are made en bloc by local 

governments. In this case, the regional specialties that are branded with this 

microscopic viewpoint might face risks of losing their own values and stories. 

The countermeasure recently drawing attention for this problem is the notion so-

called the senary industry in which cultivation, distribution, and sale of the 

agricultural products are integrated. Based on this notion, this paper aims to 

suggest the design-oriented methodology in the realm of 'integrated branding'. 

  

The segmented process of brand design which concentrates on the immediate 

tasks at each segmentation lacks integrated consideration for the essence itself. As 

a result, intrinsic values of a product, efforts of producers, and regional stories of 

the producing area are often underestimated, leading to the downward 

standardization of product value. In addition, development of visual culture 

would face a limit in the near future if it pays attention only on creating the 

uniform images for individual goods without contemplating the macroscopic 

and expansive directions towards which the product’s visual culture should 

proceed. Also, the superficial outcome without considering the true natur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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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 which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aspects in branding, can result in 

misleading the essence of the product. Therefore, a brand design that plans the 

entire picture and compensates the peripheral defects through careful 

introspection for the product's nature as well as through a broadened perspective 

that collectively embraces every process from planning to production and 

consumption is currently in need. The notion of the senary industry, newly 

emerged in the agriculture field, can offer distinctive perspectives on directions 

for this new, integrative branding methodology. 

 

Whereas traditional brand design centered upon efficient conveyance of 

uniformity and clarity in various forms of media with a powerful brand identity 

as its basis, integrated branding opens possibilities to the next generation of 

branding which steps ahead the current phase of mere injection of information 

by expanding the scope of designer perspectives to the extent where planning, 

manufacturing and distribution are all considered. Such evolution of integrative 

designer perspectives can enable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and experience of 

the brand at a totally new level and can serve as a milestone to the next 

dimension of visual culture. The notion of brand is currently expanding its 

boundary to a more value-comprehensive direction; at this point design is the 

most adequate element of branding that can methodologically execute the 

creative reconstruction and adjustment of brand value in integrated branding. 

Various experiments and research on integrated branding will be required in 

order for design to do so. 

  

Regional specialties produced in Korea were selected as the object of research. 

Regional specialties generally are not the main target for active branding, and in 

the meantime, they own plentiful narratives regarding their cultivation and 

collection. Also, those products' unique regional characteristics are worth in-

depth research in terms of public benefit in times of regional economic crisis or 

primary industries crisis. 
 

This study consists of brand designing of regional specialties within the frame of 

integrated design, an attempt to propose a new dimension of branding by 

broadening the role of graphic design. The work intended to enable consumers 

to consume through a new platform of information provision, beyond the mere 

unilateral deliverance of brand-derived messages. Managing and tuning a b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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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n integrative manner does not quantitatively combine tasks of diverse 

industries and sectors; it is rather like a chemical fusion, or an adequate 

harmonization of several industries that creates new cultures to be consumed 

and shared, all in one perspective. 

 

 

Key words: regional specialties, integrative branding, graphic design, senary 

industry br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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