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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브랜드가 상업공간의 역할 그리고 디자인에 미친  

향에 대한 역사적 고찰 

-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소여정 

서울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부 공업디자인 전공  

 

 

2010년도 중반에 들어선 지금, 브랜드의 개념은 한국사회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마케팅 전문가 레지스 메케나(Regis Mckenna)는 

2000년 경 잡지 Business 2.0에서 소비자들은 더 이상 브랜드를 숭배하지 

않는다며 이를 “브랜드의 죽음’이라고 말했다. 무조건적인 명품보다 

개성이 중요해지며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가치관이 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브랜드가 표현된 공간인 상업공간의 역할과 디자인도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브랜드 관련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마케팅의 관점에 

한정되어있다. 마케팅, 브랜드 이론을 적용하여 공간을 디자인하거나, 해당 

이론이 반 될 수 있는 디자인 요소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둔다. 또한 

해당 연구들은 주로 연구시기를 기점으로 관찰을 수행한다. 이렇게 연구의 

범위와 시점이 제한된 연구들은 현재 브랜드와 상업공간의 급격한 변화를 

설명하기 부족하다. 그리고 이후의 변화에 대응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반면 이 연구에서는 국내 시장에서 브랜드와 상업공간의 변화를 

거시적 관점에서 관찰하 다. 공시적 측면에서 상업지향의 마케팅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포함한 관점에서 브랜드를 관찰했다. 

통시적 측면에서는 국내에 브랜드가 도입되기 이전 시기부터 현재까지 긴 

시간의 축을 두고 관찰했다. 이를 통해 국내 브랜드와 상업공간의 

발달단계를 정리했다. 그리고 이들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변화요인의 

상관관계를 분석하 다.  



 

 

 

 

ii 

연구결과 국내브랜드의 발달 과정은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중, 

후반까지 ‘브랜드 부재기’, 1970년대 중,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의 

‘브랜드 성장기’,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의 ‘브랜드 패권기’로 

나타난다. 현재 국내 브랜드 패러다임은 점차 ‘브랜드 다변기’로 나아가고 

있다.  

브랜드 패러다임의 발달과정을 정리하며 향후 브랜드와 상업공간에 

향을 미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변화요인을 추출할 수 있었다. 

변화요인에 따라 향후 브랜드와 상업공간의 변화를 예상해 보면 

거시적으로는 소비자의 브랜드 인식이 더욱 확대, 심화되는 반면, 

상업공간의 역할과 디자인은 단순화와 확대 두 가지 방향으로 양극화되어 

발달할 것이다. 미시적으로는 ‘실용을 추구하는’ 또는 ‘브랜드 

편집샵으로서의’ 특징을 가진 상업공간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결과적으로 연구를 통해 브랜드 발달패러다임을 정의하 으며 이들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요인의 접한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거시적 관점에서의 향후 변화요인과 상업공간의 디자인 변화를 예측해 볼 

수 있었다. 브랜드와 상업공간의 개념이 급변하고 있는 오늘날에는 과거를 

통해 배워야 시간을 앞서가는 디자인적 안목을 갖출 수 있다. 그러기 위해 

브랜드와 상업공간을 분석하는 이 연구의 거시적 관점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브랜드, 브랜딩, 상업 공간, 공간 디자인 

학  번 : 2013-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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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개요 

1.1. 연구 배경 

 

마케팅 전문가 레지스 메케나(Regis Mckenna)는 2000년 경 잡지 

Business 2.0에서 소비자들은 더는 브랜드를 숭배하지 않는다며 이를 

“브랜드의 죽음’이라고 말했다. 명품시장에서 브랜드 로고가 없는 일명 

Logoless 브랜드의 매출이 증가하고, 무조건적인 명품보다 개성이 

중요해지는 Nobrand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가치관이 변화한 것을 보여준다. 이에따라 브랜드가 표현된 

공간인 상업공간 또한 변화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매장은 단순히 상품을 진열하는 공간이 아니다. 

매장이 전시장이 되기도 하고 이벤트 공간이 되기도 한다. 인터넷, 모바일 

등 여러 채널이 매장의 역할을 대신한다. ‘쇼루밍’이라는 단어는 매장에서 

상품을 살펴보기만 하고 구매는 인터넷에서 하는 소비패턴을 지칭한다. 이 

신조어는 상업공간의 역할변화를 보여준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편집샵은 

한 브랜드의 특징이 아니라, 여러 브랜드의 제품이 모여서 만드는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이는 상업공간의 디자인 변화를 암시한다. 이런 

변화를 반 하듯, 훌륭한 상업공간을 디자인하려는 연구들이 2000년을 

기점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  

그 사례로 2000년 이후 

공간디자인 분야에서 '스페이스 

마케팅', '공간 디자인 마케팅'과 

같은 개념이 대두되었다. 이 

개념들은 공간을 통해 기업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표출하고 

소비자와 브랜드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높이는데 초점을 

둔 개념이다. 그 외에 현재 

상업공간의 공간디자인과 관련하여 진행된 연구들은 대부분 마케팅 및 

브랜드 이론을 적용하여 공간을 디자인하거나, 이 이론과 관련하여 공간의 

[그림1-1] 2000~2014년 브랜드, 상업공간 

관련 선행연구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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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요소를 분석하는 연구이다. 이들은 모두 마케팅 관점을 

기반으로한다. 또한 연구시기를 기점으로 단기간 관찰을 수행하거나 

해외의 브랜드 발달, 상업공간 발달사를 기반으로 연구한다.  

반면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브랜드와 상업공간의 변화 자체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다. 이 연구는 한국에서의 브랜드가 등장하던 시기부터 

브랜드로 인해 상업공간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관찰하며, 향후 브랜드 

외에 상업공간의 변화에 향을 미칠 변수를 발견하고 향후 상업공간 

디자인의 변화 방향에 대하여 예측한다. 연구의 배경을 정확히 하기 위해 

현재 브랜드, 마케팅, 공간디자인과 관련하여 논의 되고 있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Riss에서 디자인과 공간을 포함하며, 브랜드 혹은 마케팅을 포함하는 

제목으로 Keyword 검색을 이용하면1 총 97개의 연구논문이 검색된다. 그 

중 학위논문은 45개, 학술지 논문은 52개이다. 이 중 브랜드에 의하여 

나타난 변화를 관찰하는 데 초점을 둔 연구는 거의 없다. 기존의 연구를 

유형화 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마케팅 효과, 브랜딩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공간디자인 및 디자인 전략을 연구하는 논문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전략을 적용한 공간디자인 혹은 디자인 마케팅 연구'와 같은 연구명을 

가지고 있으며, 총 59개의 논문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97개의 관련 

논문의 60%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두 번째는 특정한 공간, 공간유형을 대상으로 하여, 브랜드 및 마케팅 

환경과 관련된 공간디자인의 디자인 요소와 특성을 분석하는 논문이다. 

27개의 논문이 이에 해당한다. 

세 번째는 브랜드 이미지, 아이덴티티에 향을 미치는 공간의 

구성요소를 분석하는 연구이다. 10개의 논문이 이에 해당한다. 

네 번째는 시간의 범위를 두고 공간디자인의 변화를 고찰하는 연구로, 

이 연구와 비슷한 접근 방법을 가지고 있는 연구이다. 이는 김재옥(2011), 

김선희(2001), 박성신, 이상호(2008)의 연구 3개로 매우 적다.  

김재옥(2011)의 연구는 1988년 이후 국가브랜드 마케팅 전략으로서 

공간디자인의 특성을 분석하 으나, 이는 Expo의 한국관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이다.2  

                                                
1 2014년 4월 7일 기준. 

2 김재옥, "국가브랜드 마케팅 전략으로서 세계박람회 expo 전시관의 공간디자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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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2001)의 연구는 마케팅 환경변화를 기준으로 

실내디자인계획의 변화를 고찰하 다. 그러나 이 연구의 대상은 백화점의 

실내디자인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주로 현대의 마케팅 환경변화를 

파악하여 이를 디자인계획에 반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3 

세 개의 논문 중 이 논문과 가장 유사한 논문은 박성신, 

이상호(2008)의 학술지 논문이다. 박성신, 이상호(2008)의 논문은 

공간디자인 마케팅의 개념과 출현배경을 마케팅 공간의 역사적 고찰을 

통해 밝히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마케팅 공간의 변화가 전반적으로 

서술되어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마케팅 이론의 발달, 변화를 관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이를 통해 공간디자인을 이용한 '마케팅'의 변화를 

관찰한다는 점에서 이 논문과 차이가 있다.  

그 외에 공간디자인의 변화를 시간을 두고 고찰한 관련 연구는 

정은화(2004)와 강인경(2009)이 있다. 정은화(2004)는 21세기 사회, 문화 

트렌드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실내디자인 트렌드를 연구하 다. 이 연구는 

공간디자인의 변화를 거시적으로 관찰하는 관점이 비슷하다. 그러나 연구 

대상을 멀티플렉스 화관의 서비스 공간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4 

강인경(2009)은 뉴미디어 환경에서 공간디자인 프로세스의 변화를 

살펴본다. 이 연구의 경우 미디어가 등장한 1990년대 이후의 시기를 

다루고 있으며, 그 대상은 뉴미디어가 적용된 공간으로 한정된다.5 

이외에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특정 업태의 공간의 변화를 분석한 

연구들이 더 존재한다. 그런 선행연구들은 본 연구에서 사례와 시대 

환경을 조사하는데 참고가 되었으나 일부 업태로 관찰대상이 

한정되어있으며 브랜드의 변화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연구로 ‘한국 

다방 실내디자인의 시대구분과 공간특성에 관한 연구, 오선희 (2014)’ 

등이 있다.  

                                                                                                                     

에 관한 연구 : 1988년 이후 Expo참가 한국관의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2011). 

3 김선희, "마케팅 환경변화를 고려한 백화점 복합문화공간 실내 디자인 계획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2001). 

4 정은화, "사회, 문화적 변화에 따른 21세기 초 실내디자인 트렌드 연구 : 멀티플렉스 영

화관의 서비스공간 계획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2004). 

5 강인경, "뉴미디어 환경에서 공간디자인 프로세스 변화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2009). 



 

 

 

 

6 

1.2. 연구 목적 

 

연구의 목적은 선행연구와 다른 거시적 관점에서 브랜드와 

상업공간을 바라보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거시적 관점은 첫 번째로는 

‘통시적’ 관점이다. 근대 이후 국내 

상업공간의 공간 디자인 변화를 

관찰한다. 이를 통해 현대의 브랜드 

상업공간의 시기별 변모를 이해한다. 

그 과정에서 브랜드 개념이 나타나는 

시기를 전, 후하여, 브랜딩이 

상업공간의 변화에 어떠한 향을 

미쳤는지 살펴본다. 또한 브랜드 

상업공간의 공간디자인이 어떻게 

기존의 상업공간과 분리되는 특징을 

가지고 진화하게 되었는지 밝힌다. 

  두 번째로 거시적관점은 

‘공시적’ 관점이다. 앞에서 관찰된 

브랜드와 상업공간의 변화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요소가 가진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이러한 구조적 

관점을 통해 현재의 보편적인 

상업공간 공간 디자인의 패러다임이 

형성된 원인과 배경을 이해하고 

나아가 앞으로 브랜드 상업공간이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예측하려 한다. 

  

[그림 1-2] 연구의 통시적 관점 

[그림 1-3] 연구의 공시적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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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연구 대상 및 범위 

 

연구대상은 3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알기 위해 브랜드의 본 개념, 그리고 소비자와 브랜드의 

관계, 상업공간에 관련된 이론을 조사한다.  

두 번째로 브랜드의 변화에 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요인을 조사한다. 이는 시대별 사건과 사고, 혹은 정책, 

그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 및 라이프 스타일에 해당된다.  

세 번째로는 상업공간 사례를 분석한다. 보통 상업공간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이 이루어지는 사옥, 공장 혹은 

기업에서 소비자들에게 문화혜택을 제공하고자 운 하는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역시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잠정적인 상업공간의 범위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상업공간의 범위를 소비자를 대상으로 체험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매장(Market)으로 한정한다. 이후 진행되는 사례연구에서 업태별, 

규모별로 분류된 브랜드 역 내에서 일부 브랜드를 선정하여 관찰 

대상을 한정한다.   

연구의 시간적, 공간적 범위는 1960년대부터 현재 2014년 까지의 

한국이다. 1960년대를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1960년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이전시기에 비해 비교적 현대와 같은 특징의 

생활양식을 갖기 때문이다. 이는 1960년대 국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진행된 ‘조국근대화’가 일종의 기점이 되었다. 실제로 근대화라는 말 또한 

1960년대에 들어서 사회의 실천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학계에서도 

논의되기 시작했다.6  

두 번째로, 60년대 이후 국내 시장은 동질적인 소비자군이 형성되어 

계층, 직업, 지역에 차별 없이 동질화, 공유화 될 수 있는 '대중화'라는 

의미가 막 형성되는 시기 다. 이화 함께 국내 소비자 문화를 관찰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1960년대는 시기적으로 브랜드가 도입되기 전의 

시기부터 브랜드 도입 후, 발전해 나가가는 모습을 포함할 수 있는 

                                                
6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근대화,” 최종접속 7월 2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50575&cid=46634&categoryId=46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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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1960년대 이후의 국내상황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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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연구 방법 

 

연구 방법으로는 질적 연구 방법 중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연구 

방법을 활용한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기존의 거대담론이나 이론에 

기대지 않고 사물이나 사건, 경험 등에 대한 연구자의 해석과 의미부여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방법이다. 즉, 사회를 분석하기 위해 자료 이면의 

의미를 밝히고 개인의 관점을 재구성하는 것이 핵심이 되는 연구 

방법이다.7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기반하여, 이 연구는 선행연구와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국내의 중요한 사건, 사고를 선택한다. 그리고 각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요인이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상업공간의 역할과 

디자인에 미친 향을 분석한다.  

이런 분석을 기반으로 브랜드와 상업공간의 발달 패러다임을 

정의하고, 향후 상업공간의 변화 방향을 논한다. 마지막으로 결과 분석을 

통해 본 논문의 의의와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한다.  

                                                
7  Uwe Flick et al., 질적 연구방법(파주: 한울, 2009)., 23-24, 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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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연구 체계 

 

 

 

[그림 1-4] 연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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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브랜드와 상업공간 배경 이론 고찰 

  1. 브랜드 배경 이론  

1.1. 브랜드의 개념과 범주   

가. 브랜드의 정의  

브랜드의 개념은 제조자 또는 판매자를 구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 말로 표현될 수 있는 이름(브랜드명名)이 

대표적이다. 8  그 외에도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닌 용어, 사인, 심볼을 

포함한다. 이들은 기호가 될 수도 있고, 디자인이거나 레터링이 될 수도 

있다. 위와 같은 것들은 브랜드 마크에 해당한다. 브랜드명, 브랜드 마크 

가운데에서 배타적 사용이 법적으로 보증된 것은 상표(商標:트레이드 

마크)라고 한다. 브랜딩은 이러한 브랜드에 이미지와 느낌, 아이덴티티를 

불어넣는 과정을 말한다.9 

브랜드를 구축하는 행위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는 브랜딩(Branding) 

이라는 단어의 역사를 살펴보면 브랜드(Brand) 개념의 탄생을 유추할 수 

있다. Oxford 어사전은 이 단어의 역사적 변천을 서술하고 있다. 최초로 

브랜딩(Branding)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을 때, 당시 

브랜딩(Branding)의 의미는 '외과적 수술로서 달군 인두로 표시하는 

행위로, 범죄자 혹은 팔기 위한 물품에 표식을 새기는 것’ 10이 다. 위와 

                                                
8 특정한 매주(賣主)의 제품 및 서비스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명칭·기호·디자인 등을 총

칭. 

네이버 지식백과, "브랜드." 최종접속 12월 19, 

2014.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05337&cid=40942&categoryId=3

1915 

9 네이버 지식백과, " 포지셔닝과 브랜딩." 최종접속 12월 19, 

2014.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05337&cid=40942&categoryId=31

915 

10 원문은 "The action of marking with a hot iron, as a surgical operation; or of 

burning a mark upon a criminal, or an article for sal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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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개념의 '브랜딩(Branding)'이라는 단어는 15세기에(1440년) 처음 

사용되기 시작하 으며 17, 18세기에도 이 의미로 사용되는 예시가 

나타난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브랜딩(Branding)이란 단어의 의미에 변화가 

나타난다. 브랜딩(Branding)이 마케팅 역의 단어로 쓰이기 시작하게 된 

것이다. 20세기 초반 1913년, Times지에서는 브랜딩(Branding)이라는 

단어를 '제품에 트레이드마크 혹은 브랜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정한 브랜드를 소비자가 지각하도록 홍보(프로모션)하는 것.'11 

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이는 이 시기 브랜딩의 개념이 단순한 표식을 

새기는 것에서 기업과 소비자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개념으로 변화, 

진화한 것을 보여준다. 브랜딩이라는 단어가 브랜드를 하는 행위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브랜드라는 단어의 의미가 단순한 상표에서 같은 

방식으로 확장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21세기 현재 위와 같은 정의는 

우리가 '브랜딩(Branding)'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갖는 가장 지배적인 

개념이 되었다. 

 

나. 브랜드(Brand) 개념 등장의 사회적 배경 

 

브랜딩이라는 단어 의미의 이러한 변화는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 유럽과 

미국에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드 개념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다. 

브랜드 개념이 등장하게 된 첫 번째 사회적 배경으로 1880년대 동력과 

                                                                                                                     

Oxford English Dictionary, "Branding." 최종접속 12월 19, 2014. http://proxy-

net.snu.ac.kr/5b74a2d/_Lib_Proxy_Url/www.oed.com/view/Entry/22645?rskey=1qAH

Rz&result=1&isAdvanced=false#eid 

11 원문은 "Marketing. The application of a trade mark or brand to a product; the 

promotion of consumer awareness of a particular brand of goods or services."이다. 

위에서 언급된 Times의 내용은 1913년  9월 22일 사용되었다. 그 사례의 원문은 다음

과 같다. “Hitherto trade influences have been unfavourable to the use of 

manufacturers' trade marks... Pronounced commercial successes have, however, 

been made in the branding of piece goods for home consumption.” 

출처 : 앞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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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의 발달을 들 수 있다. 1880년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동력과 기계의 

발명이 본격화되면서 대량생산이 가능해진다.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의 

진보는 제품의 생산공정을 표준화 시켰고, 성분이나 기능면에서 차이가 

없는 제품들이 대량으로 시장에 쏟아졌다. 반면 생산의 증가로 인해 

소비창출의 필요성이 증가했고 기업간의 경쟁은 심화되었다.  

대량생산된 제품으로 경쟁하던 기업들은 자사 제품이 특별하다는 

인상을 주고 싶어했다. 결국 다른 제품과 차별되는 개성을 만드는 것이 

필요했다. 더불어 소비자의 임금 증가와 제품의 가격하락은 소비자가 

상품의 가격 외에 상품의 가치나 개성을 중요시 하게 되는 환경을 

조성하 다. 이 때 자사 제품과 최종 소비자 사이에 확고한 관계를 맺어줄 

수 있는 것으로 브랜드의 개념이 등장하게 된다. 브랜드는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민감도를 완화하고 가격경쟁의 의미를 최소화 할 수 있어 

기업들에게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잡게 된다. 12  에드리언 포티는 <욕망의 

사물 디자인의 사회사>에서, 1885년 레버비누의 사례를 통해 당시 브랜드 

개념이 발아하던 시기를 서술하고 있다.  

19세기 말 국사회에서는 세탁용 비누와 청소용 비누의 생산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었다. 1880년대까지 제조업자들은 각 지역별로 비누 생산을 

독점하고 있었으며, 제품의 품질 차이도 거의 없었다. 그래서 당시 

생산업자들 간에는 거의 경쟁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레버비누는 

노동계층을 겨냥한 판매전략을 시작하 다. 이를 위해 제품을 차별화하는  

상표 제작('선라이트' 비누)과 광고전략이 도입되었다. 특정 계층의 수요를 

만들어 내기 위해 상업적인 의도를 가진 디자인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레버비누의 성공에 대하여 에드리언 포티는 "노동계층의 시장을 

구별해서 공략하고 효과적인 상품광고가 가능하도록 제품을 디자인 하고 

포장한 점이었다."13고 정리하고 있다.14   

레버비누 사례는 제조업분야에서 판매를 위해 광고와 제품 차별화 

전략을 이용하는 '브랜딩' 행위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다른 

상품과 충분히 구별되는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초창기 브랜드 

행위 다. 이후 제조업 분야에서 이러한 차별화 전략이 자리잡게 되면서 

'브랜딩(Branding)'의 개념 역시 확고해 졌을 것이다.   

                                                
12 양정혜, 광고의 역사(파주: 한울, 2009), 57-60. 

13 Adrian Forty and 허보윤, 욕망의 사물, 디자인의 사회사(서울: 일빛, 2004), 99. 

14 Ibid., 97-100. 



 

 

 

 

16 

광고의 역사 또한 브랜딩이 탄생한 사회적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광고는 1800년대  중반부터 등장한다. 1800년대 후반에서 제1차 

세계대전에 이르는 시기에는 근대 광고의 개념이 발전한다. 이 시기 

기업의 광고 의존도가 증가하고 광고는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한다. 유명한 

스타 광고인들이 대거 등장하 으며 이들이 당시 고안한 다양한 

크리에이트 기법, 예를 들어 카피라이팅의 원칙 등은 오늘날의 광고 제작 

기술에도 향력을 가진다. 광고시장의 급격한 증가는 당시 브랜드 개념의 

확장과 연결되어있다. 광고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소비자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확보하는 도구로 사용되었고 브랜드가 발달할수록 기업 

행위에서의 중요성 또한 증가하게 된다.  

 

다. 브랜드의 범주 

 

책과 논문에서 정의하고 있는 브랜드 개념을 현실에 대입해 살펴보면 

실로 브랜드의 범위는 방대하다. 단순히 기업의 이름이나 CI만이 

브랜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삶에서 브랜드의 역을 살펴보면 

현대인의 삶과 브랜드가 더욱 접하게 관계 맺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계 굴지의 대기업이 만든 제품이 아니라도, 일상의 아주 작은 

것도 브랜드의 역에 속한다. 18세기 이후의 성공적인 브랜드에 대해 

다룬 <세계 500대 브랜드 사전>에서는 이를 보여주는 가상의 인물 

'산드라'의 삶으로 머리말을 시작한다.  

 "아침 5:30 자명종이 울리면 산드라는 가장 먼저 딸 자비네의 

방으로 향한다. 자비네가 차고 있는 팸퍼스 1회용 기저귀는 잔뜩 

젖어있다. … 산드라의 남편 올리버는 욕실에서 질레트 면도기로 

수염을 다듬으며 … 산드라가 쓰는 크리넥스 화장지로 얼굴에 생긴 

재난을 재빨리 닦아낸다. 산드라는 … 문을 두드린다. 켈로그 

콘프레이크가 10분 전부터 이미 … 타미힐피거 티셔츠를 걸치고 

빨지 않은 아디다스 운동화를 신는다. 그는 고풍스런 검은색 VW-

골프로 향하면서 말보로 한 개비를 입에 문다. "15 

이런 식이다. 현대인의 삶은 위의 가상의 인물처럼 브랜드의 역에 

속하는 것들로 둘러싸여 있다. 현대인을 둘러싼 수 많은 브랜드 중에서 

                                                
15 Tory Czartowski and 박희라, 세계 500대 브랜드 사전(서울: 더난출판, 2006),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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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할 수 있는 범위를 선정하기 위해 브랜드의 성격을 표2-1에서 

분류하 다. 우선 인간 삶의 기본을 이루는 의, 식, 주라는 큰 틀에서 

업태를 구분했다. 또한 각 업태별로 브랜드가 소형인지 대형인지, 유형의 

물건을 판매하는지 무형의 서비스를 판매하는지, 소매점인지 도매점인지, 

저가의 브랜드인지 고가의 브랜드인지를 기준으로 정도와 규모에 따라 

구분하 다.   

 

표2-1에서 나타난 브랜드의 범주 중에서 분석을 위한 일부 역을 

선정하여 표2-2에 표시하 다. 구체적 상업공간이 있는 기업의 브랜드 

공간이 기준이 되었다. 때문에 서비스 역을 제외한 의, 식, 주의 범위를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했다. ‘의’의 역은 의류브랜드로 포함하여 분석하며, 

‘식’의 역은 식음브랜드에 포함하여 분석한다. ‘주’의 역은 전기&가전 

브랜드 역에 포함하여 분석하되, 가장 왼쪽 칸의 내용을 포함하고, 

가구와 가운데 칸, 맨 오른쪽 칸의 내용은 제외한다.  

 

[표 2-1] 브랜드의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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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브랜드의 범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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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향요소 

가. 브랜드 자산(Brand Equity)  

 

브랜드의 사전적인 정의 외에, 

실생활에서 소비자에게 브랜드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는 

브랜드를 알거나 들었을 때 

소비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브랜드를 소비자가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분석하므로써 알 수 

있다.  

이를 설명해 주는 개념으로 

‘브랜드 자산(Brand Equity)’이 

있다. 브랜드 자산은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 외에 그 제품과 서비스가 가진 브랜드 

네임(Brand Name)에 대한 소비자의 관점으로 인해 형성되는 상업적 

가치를 의미한다.16 즉, 소비자가 한 ‘브랜드’를 들었을 때 연상하게 되고,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향을 미치는 것이 곧 브랜드 자산이다. 

Aaker는 브랜드 자산을 인지도, 충성도, 브랜드 이미지, 소비자가 

인식하는 제품의 질, 그 외 특허 등 독점적 자산 의 5가지 범주로 

분류하 다.  

 

1)  브랜드 충성도 (Brand Royalty)  

                                                
16 Oxford English Dictionary, "Brand Equity."최종접속 12월 19, 2014. http://proxy-

net.snu.ac.kr/34dc1ad/_Lib_Proxy_Url/www.oxforddictionaries.com/definition/english

/brand-equity?q=brand+equities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commercial value that derives from consumer perception of the brand 

name of a particular product or service, rather than from the product or service 

itself.” 

 

[그림 2-1] 브랜드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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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특정 브랜드를 다른 브랜드 보다 우월하다고 판단하여 그 

브랜드를 보다 집중적으로 구매하는 행위를 만드는 요소이다. 구매나 사용 

경험에 의해서 구축된다. 여기서 소비자가 판단하는 우월성은 실질적 혹은 

이미지에서의 우월성을 의미한다.   

 

2) 브랜드 인지도 (Brand Awareness)  

 

브랜드 인지도란 잠재적인 구매자가 특정 범주에 속한 브랜드를 

재인(Recognition), 또는 회상(Recall)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3) 지각된 품질(Perceived Quality)  

 

제품의 우월성(Superiority) 혹은 우수성(Excellence)에 대한 소비자의 

총체적인 평가 (Zeithaml 1988). 실제 품질이나 만족도와는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전반적인 감정, 다양한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4) 브랜드 연상(Brand Association)  

 

소비자가 마음 속으로 브랜드에 대해 호의적이고 강력한, 그리고 

독특한 연상들을 가지고 있을 때 형성된다. 이러한 브랜드 연상들을 

조합하여 포괄적으로 브랜드 이미지라고 지칭한다.  

 

5) 특허, 등록상표, 유통 관계 등의 기타 독점적 브랜드 자산 

 

앞서 언급된 추상적 개념 외에, 등록상표, 브랜드 이름, 심벌 혹은 

패키지 등 그 브랜드가 구축해온 구체적 자산을 의미한다. 경쟁자들이 

이를 이용해 소비자들을 혼동시키는 경우 특허 등의 자산은 부정한 

경쟁으로부터 브랜드를 보호하는 자산이 된다.17 

 

                                                
17 김희순, "브랜드확장 전략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2006). 

에서 David A. Asker의 <브랜드 자산의 전략적 경영> 46-55page를 참고한 내용을 

재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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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브랜드 관계의 질(Brand Relationship Quality) 

 

‘브랜드 관계의 질’18은 브랜드와 소비자가 맺고 있는 다양한 정서

적 관계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브랜드 관계의 질 역시 소비자의 구매

의향 및 기업의 성과에 중요한 향을 준다. Fournier은 브랜드 관계

의 종류를 정서적/사회 감정적 애착, 행동적 유대, 지원적/인지적 신념

이라는 3가지 기준으로 분류하 다. 각 기준에 따라 소비자가 브랜드

에 갖는 정서적 관계 역시 3가지로 분류된다. 분류되는 정서적 관계들

은 사랑/열정, 자아 연관, 상호의존, 몰입, 친 함, 브랜드 파트너 품질 

등 6가지가 있다.   

 

1)  사랑과 열정(love and passion) 

 

인간관계에서 존재하는 사랑과 열정의 감정이 소비자와 브랜드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Fournier 1998). 특정 브랜드를 사용하지 못하면 

일상에서 무언가 없어진 듯 허전하고 불안한 마음을 느끼는 것 역시 

여기에 포함된다. 이 관계는 소비자들이 브랜드에 가지는 감정적 유대

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특정 브랜드에 편향된 긍정적 반응

을 유지하게 되고 다른 브랜드로 전향하는 것을 기피하는 성향을 갖

게 된다(Murray, Holmes, and Griffin 1996). 

                                                
18 이동진 et al., "브랜드-자아 일치성, 브랜드-이벤트 일치성, 이벤트-자아 일치성이 

소비자의 브랜드 관계의 질에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The Effects of Brand-Self 

Congruity, Brand-Event Congruity, Event-Self Congruity on Consumer's Brand 

Relationship Quality.] 소비자학연구 19, no. 2 (2008), 194.  

표 2 를 발췌, 재인용하였다.. 

[표 2-3] 소비자와 브랜드 관계의 질 구성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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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아 연관(self connection) 

 

소비자가 브랜드를 사용하면서 자기 정체성과 같이 자아와 관련

된 것을 표현하는 것을 가르킨다. 브랜드가 소비자의 과거, 현재 혹은 

미래의 자아와 연결된 정도가 자아 연관이다. 자아연관의 정도는 특히 

소비자가 브랜드에 보이는 충성도의 지속성과 강도에 강한 향력을 

가지고 있다(Fournier 1998). 

 

3) 상호 의존(interdependence)  

 

소비자가 브랜드와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브랜드와 소비자 사이

에 빈번하고 긴 한 상호작용이 나타나는 것을 가르킨다. 이는 정서적 

관여도나 친 도와는 구별된다. 예를 들어 일상에서 꼭 필요한 브랜드

여서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만, 그 브랜드에 대해 정서적 관여도나 친

도는 낮은 경우, 정서적 관여도나 친 도와는 별개로 높은 상호의존

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Fournier 1998; Hinde 1979). 

 

4) 몰입(commitment)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자신이 사용하던 브랜드의 구매를 일관되

게 유지하려는, 충성도와 관련된 행위를 뜻한다(Johnson 1973). 소비

자는 몰입도가 높은 브랜드에 대해서는 관계를 지속시키는 방식으로 

행동하지만(Fournier 1998) 다른 대안을 탐색하는데는 소극적인 행동 

양식을 보인다(Johnson and Rusbult 1989). 

 

5) 친 함(intimacy) 

 

소비자가 브랜드를 가깝게 느끼는 감정을 가르킨다. 브랜드에 대

한 상세하고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정도와 정서적으로 느끼는 

가까운 정도를 통해 친 함을 평가한다. 브랜드의 슬로건이나 캐릭터 

등을 기억하고, 브랜드를 애칭을 이용해 부르는 행위 등이 친 함에 

포함된다(Fournier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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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브랜드 파트너 품질(brand partner quality)  

 

브랜드가 수행하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이다.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신뢰에 기반한다. 브랜드가 자신에게 바

람직한 것을 제공할 것이며, 암묵적 규범을 잘 지킬 것이라고 믿고, 

브랜드의 여러 활동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것 등이 브랜드 파트너 품

질에 해당한다.19  

 

다.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성요소 

  

브랜드와 소비자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브랜드 개념 중에 ‘브랜드 

아이덴티티(Brand Identity)’가 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개념은 브랜드의 

개념과 일부 혼용하여 사용되지만,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브랜드 이미지, 

상징 등 브랜딩 과정을 통해 구체화된 결과물에 가깝다. 때문에 브랜드의 

요소를 파악하기에 도움이 되는 개념이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기업이 다른 기업과의 차별성을 갖고, 이미지를 

높여 소비자의 선호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다. 이러한 목표를 

가진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기업이 고객의 마음 속에 심어주고자 하는 

연상(David A. Aaker 1996)’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구현된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시각적으로 구현된 아이덴티티 요소,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연상 총체까지 가르킨다. 반면, 이와 비슷한 의미인 브랜드 

이미지(Brand image)는 소비자가 한 브랜드에 대해 갖는 전체적인 인상을 

의미한다.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구성요소는 제품, 기업조직, 소비자, 브랜드 

상징물 등으로 다양한데, 데이비드 아커의 이론은 이를 핵심 아이덴티티와 

확장 아이덴티티로 구분하여 분류하고 있다. 핵심 아이덴티티는 기업이 

생산해내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의미한다. 확장 아이덴티티는 다음의 

표에서 보이는 12개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19 Ibid., 19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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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비자 브랜드 인식요소 추출 

 

배경이론의 고찰을 통해, 향후 브랜드와 상업공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하 는가 관찰하기 위하여 소비자 브랜드 

인식요소를 추출하 다. 이는 아래 표와 같으며, 위에서 살펴본 

브랜드자산, 소비자와 브랜드 관계의 질적 구성개념,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구성요소가 반 되었다.  

 

 

1)  브랜드 신뢰도 

[그림 2-2]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성요소 

[그림 2-3] 소비자 브랜드 인식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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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신뢰도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념 중 제품으로서의 

아이덴티티 개념을 반 한 것이다. 상품과 서비스 등 해당 브랜드의 

제품의 질에 대해 소비자가 “지각된 품질”을 가지고 있을 때, 형성되는 

인식이다. 브랜드 인식 중 신뢰도가 높다는 것은 소비자가 구매를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이 제품의 품질이라는 의미가 된다. 또한 

가격경쟁력, 원산지, 재료의 품질 등 제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이 

신뢰도에 포함된다.   

 

2)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념 중 상징으로서의 

아이덴티티에서 확장된 개념이다. BI, 컬러, 심볼, 캐릭터 등 브랜드를 

상징하는 시각적, 물질적 결과물과 이들의 총체로 인해 소비자가 연상하게 

되는 심상을 의미한다. 브랜드 이미지가 반 된 패키지나 제품디자인, 

환경디자인 역시 브랜드 이미지의 역에 포함된다. 소비자가 브랜드를 

인식할 때 브랜드 이미지를 높게 생각한다는 것은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선호뿐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의 질에 대한 평가가 포함될 수 있다. 

 

3)  브랜드 명성 

 

브랜드 명성은 브랜드가 널리 알려져 있고, 브랜드의 품질에 의해서 

혹은 심미적인 이미지로 인해서 사회적인 가치를 인정받는 정도를 

의미한다. 소비자들은 이 사회적 가치를 인지하고 있다. 때문에 브랜드 

명성이 소비자의 브랜드 인식 요소에 포함된다. 이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념 중, 제품으로서의 아이덴티티와 상징으로서의 아이덴티티의 역을 

일부 포함한다. 예를 들어 품질에 대한 확신이 없고, 브랜드의 이미지가 

취향에 맞지 않더라도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가방이 아니라 명품 백을 

소비하는 소비자의 경우 브랜드 이미지나 신뢰도보다 브랜드의 명성이 

소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4)  브랜드 철학 

 

브랜드 철학은 기업이나 브랜드가 추구하는 철학과 이념이 있고, 



 

 

 

 

26 

소비자들이 이를 인식하고 이것이 소비로 연결될 때, 소비자의 브랜드 

인식 요소가 된다. 이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념 중 조직으로서의 

아이덴티티에서 파생되는 개념이다. 브랜드 철학 역시 브랜드 명성을 

형성하는 데 일조할 수 있으나 이 연구의 소비자 인식 요소에서는 이 

둘의 개념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왜냐하면 브랜드의 철학에 개인적으로 

동조하여 구매하게 되는 소비자와, 유명한 브랜드 철학으로 명성을 쌓은 

브랜드를 그 명성 때문에 구매하는 소비자의 경우 브랜드를 인식하는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5)  브랜드 유대감 

 

브랜드 유대감은 브랜드의 제품을 긴 시간 사용하거나, 브랜드와 

관련된 경험을 쌓으면서 소비자와 브랜드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경험적인 인식이다. 특히 이를 통해 소비자 개인이 브랜드에 소속감을 

느끼거나 브랜드를 함께 사용하는 소비자 간 유대감을 느끼는 경우에 

해당한다. 소비자와 브랜드 관계의 질적 구성개념 중에서는 몰입과 

상호의존의 개념을 담고 있는 요소이다.  

 

6)  브랜드 몰입감 

 

브랜드 몰입감은 소비자가 브랜드를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대상으로 느끼고, 자아를 투사하거나 동일시하는 인식이다. 몰입감은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념 중 사람으로서의 아이덴티티에서 파생되는 

개념이다. 브랜드의 이미지, 철학과 겹치는 역이 일부 있을 수 있으나 

브랜드 이미지와 브랜드 철학의 경우 각 이미지와 철학에 대한 질적 

평가가 포함된다. 반면에 브랜드 몰입감은 소비자가 브랜드에 대해 얼마나 

선호를 가지는지의 개념으로 취향의 역에 가깝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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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업공간 배경 이론  

2.1. 상업공간의 개념 및 정의  

 

상업(商業)의 사전적 정의는 ‘상품을 사고파는 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는 일’이다. 20  그러므로 상업공간은 위와 같은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총칭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상행위의 범위와 

모습은 매우 다양하여, 이들을 모두 포함하려면 상업공간(commercial 

space)은 기업의 이윤 생산과 소비자의 소비활동이 이루어지는 모든 

공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김현지, 박의정, 안옥희(2009)는 

저서 <상업공간 디자인>에서 상업공간을 " 리나 수익을 주목적으로 한 

지속적인 판매행위가 이루어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라고 정의하 다. 21  그중에서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상업공간은 

'매장'을 의미한다. 여기서 상업공간이자 매장에 해당하는 역은 패션숍, 

레스토랑, 백화점에서 쇼핑센터까지 다양하다.  

매장은 '판매장'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이며, 물건을 판매하는 

장소라는 뜻이다. 즉, 상업행위 중에서 판매를 촉진하거나 홍보하는 

공간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물건을 사고파는 상업행위가 나타나는 공간을 

매장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요즘은 기업의 전시관에서 홍보와 판매가 

함께 이루어지는 등 복합적인 공간이 등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복합공간이 

아닌, 본래의 판매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공간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 

'매장'을 중심으로 한 상업공간을 연구 대상으로 한정한다.   

 

  

                                                
20 네이버 국어사전, "상업." 최종접속 12월 19, 

2014.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20286200 

21  김현지, 박의정, and 안옥희, 상업공간디자인(서울: 신정, 200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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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상업공간의 유형  

 

박성신은 2007년 연구에서 마케팅의 관점에서 상업공간의 종류와 

유형을 분류하 다. 마케팅 논리로 분석한 공간 유형을 살펴보면 

상업공간이라는 단어로 총칭되는 공간이 특성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된다. 

 

구분 내 용 

직접 

마케팅 
공간상품 

공간자체가 직접적인 마케팅 대상인 상품으로 분양이나 임대 

형태로 소비되는 공간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거공간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레포츠 시설 

-상가 

-분묘, 납골당 

간접 

마케팅 

생산공간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이 이루어지는 공간 

-공장 

-기업사옥, 지점 

소비공간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직접적인 소비가 이루어지는 

공간 

-매장 : 플래그쉽 스토어, 모델하우스, 체험매장 

-쇼핑몰 : 매장의 군집화 

소비자 

혜택공간 

마케팅 환경의 변화와 소비자 요구를 수용하여 기업 이미지 및 

브랜드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한 공간 

-기업 홍보관, 브랜드 체험관, 주택문화관 

-기업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표 2-4] 상업공간의 분류 선행연구22 

 

이 중에 매장의 개념을 지칭하는 공간은 '소비공간'에서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위 표에서 보이는 소비공간의 예시 외에, 점포, 일반매장, 

할인점, 백화점, 복합 쇼핑몰, 플래그쉽 스토어, 체험매장 등 여러 가지 

                                                
22 박성신, "공간 디자인마케팅의 전략과 효과에 관한 연구" (연세대, 200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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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로 설명되는 다양한 방식의 매장들 역시 '매장'의 개념에 포함된다.  

김현지 외(2009)의 저서 <실내공간디자인>에서는 상업공간을 

구매형태, 업종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다. 

 

구 분 분류기준 상점특징 비고 

구매형태 

취급상품 

일용품, 실용품 

가정용품 

담배, 신문, 필수 식료품, 부엌용품, 신발류, 

잡화 

필수품, 유행품 의류, 가구, 화장품, 고급 신발, 서적, 선물 

문화품, 유행품, 사치품 피아노, 악기, 자동차, 카메라, 시계, 안경 

구매방식 

계획 구매공간 일용 필수품, 전문품, 가전용품 등 

충동 구매공간 
매장의 분위기, 시간, 장소, 점원의 서비스 

등이 작용하는 용품 

판매방식 
대면 판매공간 화장품, 제과점, 귀금속점, 의약품 등 

측면 판매공간 전기용품, 서적, 양장, 침구, 운동용품 등 

상점위치 

광역형 공간(상점 밀도 

80-100%) 

대도시의 중심부 위치, 재성적인 이미지가 

강조된 고급 전문점 입지 

지역형 공간(상점 밀도 

70-90%) 

중소도시, 근린형을 포함, 친근감을 주며 

품질을 중시 

근린형 공간(상점 밀도 

50-80%) 

주택지형, 일용품 중심, 도보로 구매 가능, 

접근하기 쉽고 대중적 이미지를 주며 실용성, 

저가격성 중시 

업종 

업태별 

물품판매 업태 
식료품점, 의류점, 제화점, 보석점, 화장품점, 

약국, 잡화점 등 

음식 서비스 업태 한식당, 양식당, 중식당, 일식당, 커피숍 등 

기타 서비스 업태 
미용실, 이발소, 전시장 등 기술을 판매 또는 

정보를 서비스 하는 업종 

복합 업태 
개별 상점이 복합된 대형의 상업시설, 백화점 

등 

업종별 

일반 상점 의류점, 식품점, 일용잡화점, 문화용품점 등 

음식점 
한식당, 양식당, 중식당, 일식당 커피숍, 

카페테리아 등 

호텔 시티호텔, 리조트 호텔 등 

[표 2-5] 구매형태와 업종에 따른 상업공간의 분류 선행연구23 

 

선행연구를 통하여 상업공간의 분류를 살펴본 결과 본 연구에서 

                                                
23 김현지, 박의정, and 안옥희, 상업공간디자인,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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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하는 상업공간은 업종으로 분류된 상업공간 중에서 물품 판매 

업태와 음식 서비스 업태에 해당한다. 그중에서 앞서 이야기한 식음, 의류, 

전기.전자 브랜드에 해당하는 매장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한다. 이는 

업태별 항목 안의 업종별 분류에서는 일반 상점과 음식점에 해당하는 

상업공간이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이 연구에서 분석될 상업공간의 

유형을 정리하여 연구 범위에 대해 한정해 보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 대상 분류기준 

상업공간 

1. 식음 브랜드 공간 –일반 식당, 뷔페식당,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커피숍, 카페테리아 등 

2. 의류 브랜드 공간 – 의류점 

3. 전기, 전자 브랜드 공간  – 전기용품점, 전자제품 전문점, 가전용

품 전문점 

[표 2-6] 연구 대상의 상업공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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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상업공간의 구성요소  

가. 상업공간의 공간 구성 

 

상업공간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통해 상업공간의 

구성과 요소를 알아보았다. 그중 상업공간의 공간 구성을 유형화 한 

자료를 정리하 다. 김현지 외(2009)의 저서 <실내공간디자인>은 

상업공간의 공간 구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상업공간 중에서 소비자와 만나는 공간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상업공간의 구성을 파악한 

                                                
24 파사드(Facade) : 보통 건물 전면의 입면을 이야기하는 건축용어이나, 여기서는 건물 

전면부에 포함될 수 있는 도입부의 건축요소, 광고를 위한 설치부분까지 망라하여 이

야기 하고 있다.  

25 김현지, 박의정, and 안옥희, 상업공간디자인, 64-66. 

구분 내용 

판매공간 

매장부. 도입부분, 통로 부분, 상품전시부분, 서비스 부분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  

도입공간) 외부에서 판매공간까지의 진입로. 개방된 공공 공간으로 

만들어 상품을 전시하거나 서비스 공간으로 이용 가능. 

통로공간) 판매부 중 고객 또는 종업원이 통행하는 공간. 

상품전시공간) 상품이 전시되는 공간과 판매되는 부분으로 구성. 

판매예비공간 

판매를 위한 관리 공간. 상풍관리공간, 종업원의 후생공간, 시설관리 

부분, 영업관리 부분, 주차장 등으로 구성. 

상품관리공간) 발송장, 창고 등 상품을 보관, 발송하는데 필요한 

공간.  

종업원 후생공간) 화장실, 통로, 출입구, 강의실 등 

시설관리 공간) 전기, 공조시설 ,급배수 등을 위한 기계실. 

영업관리 공간) 사무실, 대합실 주차장은 고객용과 화물용으로 구분.  

판매촉진공간 

파사드24를 의미. 상점 내의 내용과 결부된 개성적 표현으로 

고객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구매욕을 불러일으키는 공간. 쇼윈도, 

출입구 및 홀의 입구 부분을 포함한 평면적 구성요소와 아케이드, 

광고판, 사인, 외부장치를 포함한 입체적인 구성요소를 포함한다. 

[표 2-7] 상업공간의 공간구성 선행연구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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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정리하면, 본 연구는 상업공간의 판매공간과 판매촉진공간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며 판매 예비공간은 제외한다.  

 

나. 상업공간의 역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상업공간에 대한 소비자와 상업공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변화하 는지 관찰하기 위해 소비자의 입장에서 

상업공간의 역할과 기능에 해당하는 개념을 선행연구에서 파악하 다. 

특히 이 개념은 브랜드와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전수 , 김주연, 황용섭은(2004) 이와 접한 내용을 공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연구하 다. 공간 커뮤니케이션이란 

공간을 통해서 소비자와 기업의 브랜드를 연결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공간은 브랜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일종의 

광고로서 기능하는 마케팅 수단으로 이해된다. 위 연구에서는 공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획득하는 가치를 정보 획득, 상징적, 상호작용, 

친 감 형성이라는 4가지로 정리하 다.26 그 내용은 아래 표 2-7과 같다.  

 

획득가치 브랜드 구축 

정보획득의 가치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판매 

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 

상징적 가치 다양한 공간 디자인 요소를 통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 

상호작용의 가치 
고객의 체험 및 참여도를 증가시키며 브랜드와 소비자 

사이의 상호작용 증진으로 신뢰도 향상 

친밀감 형성의 가치 
일대일의 관계를 형성, 고객과의 유대관계 상승 및 차별적 

접근 

  [표 2-8] 공간마케팅으로 획득되는 가치 

본 연구에서 상업공간의 역할과 기능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는 소비자, 

상업공간, 그리고 브랜드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해 공간커뮤니케이션의 

개념이 유사하다고 판단되어 전수 , 김주연, 황용섭(2004)의 연구에서 

                                                
26 전수영, 김주연, and 황용섭, "브랜드개성강화를 위한 공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획득되는 가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Value obtained from Space Communication 

to Strengthen Brand Personality.]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13, no. 4 (2004), 183-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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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된 개념을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재구성하 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업공간의 역할 내용 

상징(symbol)의 역할 
공간 디자인 요소를 통해 브랜드의 차별화된 자기 

정체성을 표현.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 

오락적 역할 
브랜드를 엔터테인먼트 체험, 교육적인 체험 등 생활 속의 

체험의 공간으로 느끼게 함으로써 브랜드 메시지를 전달 

정보 획득 수단 역할 
브랜드의 메세지나 제품, 서비스에 대한 사용방법과 각종 

정보를 전달 

참여 공간 역할 
이벤트, 대회, 교육등을 통해 소속감, 커뮤니티 형성을 

도우며 브랜드 활동에 소비자 참여를 유도 

친밀감 형성 역할 
서비스를 이용하며 고객과 1:1의 관계를 형성하여 고객과 

유대관계, 친밀감을 형성  

[표 2-9] 상업공간의 역할 재구성 

다. 상업공간의 구성 요소 

 

매장공간을 이루는 요소는 매우 다양하다. 특히 공간디자인은 

평면으로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디자인과는 다른 입체의 형태이며, 공간 

안을 이동하는 인간의 경험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연구를 위해서는 이러한 

매장공간을 이루는 요소 중에서 브랜드와의 연관성, 브랜드 반 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관찰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선행연구에서 

상업공간의 디자인을 분석하는 분류체계인 상업공간 구성요소를 

살펴보았다. 다음은 선행연구의 상업공간 구성요소를 정리한 내용이다.  

 

연구자 상업공간 구성요소 

박성신 

(2008)27 

1> 건축물과 매장의 외관 

2> 공공성을 부여하는 외부공간 

3> 프로그램에 따른 적절한 공간패치 

4> 공간형태, 색상, 재료, 조명, 가구 등 디테일 

                                                
27 박성신, "공간 디자인마케팅의 전략과 효과에 관한 연구," 68.  

박성신은 남경숙, 이연숙, 박일우 등의 연구를 토대로 위 항목을 추출하였다. 이는 기

업이나 브랜드를 상징화하는 공간디자인의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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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이니지, 유니폼 등 토탈 디자인 

김현지 

외 

(2009) 28 

미시적인 구성요소  

1> 구조체- 바닥, 벽, 천장, 개구부(문, 창) : 벽, 천장 등은 공간의 형태와 

규모, 성격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벽과 창은 공간을 분리, 

연결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  

2> 가구 - 형태뿐 아니라 기능, 구조, 재료가 고려되어야 한다. 의자 및 각종 

집기가 포함된다. 

3> 조명 - 채광계획과 인공조명계획이 포함됨. 공간연출계획과 

상품연출계획이 고려되어야 함.  

4> 색채 

5> 재료 - 목재, 석재, 점토, 금속재, 유리, 미장재, 합성수지, 수장재 

거시적인 구성요소 

기본적 

요소 

인적 인자 풍부한 이용객, 종업원이나 작업원 등 

물적 인자 판매되는 상품류 전반. 상품에 부대되어 있는 것 

부가적 

요소 

유형 설비로서 고정된 것. 설비로서 고정되지 않은 것 

무형 빛, 색, 음, 온/습도 

김지영 

(2014)29 

시각적 요소의 형상화, 컨텐츠 체험, 상징성 표현 

1> 시각적 요소의 형상화 : '모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로고, 브랜드 마크의 

형상 적용. 고유의주조색 활용. '모브랜드'제품의 형태와 재질을 사인이나 

건축마감재 등으로 재구성. 

2> 컨텐츠 체험: '모브랜드'의 제품을 체험하고 전시하는 쇼룸의 기능을 

공간에 적용. 

3> 상징성 표현 : '모브랜드' 가 가진 기업의 철학, 컨셉을 공간에 

상징적으로 적용하여 소비자의 연상을 기대하는 방법. ex) 기업의 초현실적 

스타일을 적용. 혹은 친환경적인 기업운영 시스템을 적용. 

김은영 

(2013)30 

1> 파사드 : 미디어, 형태적 요소, 주변과의 맥락성 

2> 판매공간 : 제품 디스플레이, 및 동선 구성 

3> 체험공간 : 체험, 참여, 상호작용 

4> 문화공간 : 전시, 휴식, 오락적 요소 

5> 브랜드 상징요소 : 로고, 심벌, 색채, 디지털 사이니지 

[표 2-10] 상업공간 구성요소 선행연구 

                                                
28 김현지, 박의정, and 안옥희, 상업공간디자인., 64. 

29 김지영, “브랜드 확자에 따른 스페이스 브랜딩의 구현 특성”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4). 

30 김은영,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Imc) 전략에 의한 브랜드 스토어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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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이론의 고찰을 통해, 이후 연구에서 상업공간 디자인을 분석할 

구성요소를 재구성하 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류 내용 

브랜드 상징요소 
로고, 심벌, 색채, 디지털 사이니지 등을 직, 간접적으로 적용해 

기업의 철학과 컨셉, 핵심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 

인테리어 요소 
가구, 조명, 마감, 구조체로 이루어진 인테리어 공간의 형태, 조형 

요소.  

구조적 요소 

공간 전체의 규모, 구조체를 이용한 공간의 분할 및 구성 원리 

혹은 종류와 형태. 판매공간의 제품 디스플레이, 동선 구성 등. 

공간 구조와 관련된 요소 

  [표 2-11] 상업공간 구성요소 재구성 

1)  브랜드 상징요소 

상업공간에 적용된 브랜드의 상징 요소를 파악하기 위한 분류이다. 

로고, 심벌, 슬로건, 상징 색채 등 브랜드의 일관된 상징체계가 도입된 

요소가 해당된다. 혹은 브랜드의 철학이나 컨셉을 디지털 사이니지를 통해 

소개하거나 패턴, 소재 등을 통해 시각적으로 혹은 조형적으로 구현한 

경우 브랜드 상징요소를 사용한 디자인에 해당한다.  

 

2)  인테리어 요소 

상업공간의 내부에서 관찰할 수 있는 물리적, 형태적 요소를 

파악하기 위한 분류이다. 가구, 조명 등 집기가 포함된다. 또한 바닥, 벽, 

천장 등 공간의 구조체에 나타나는 조형적 특성 예를 들어 벽면의 마감, 

색상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구조적 요소 

인테리어 요소가 상업공간 내부의 표면을 파악하는 것이라면 구조적 

요소는 공간 내부의 구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공간 전체의 규모가 해당될 

수 있다. 또한 벽면 등의 구조체를 통해 공간을 분할하거나 별도의 방, 층 

등의 공간이 구성된 형태나 원리가 그 내용이다. 판매공간의 제품 

디스플레이나 동선 구성 또한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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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대별 브랜드의 변화 

1. 시대별 브랜드 변화요인 고찰 

 

3장의 1절에서는 시대별 브랜드의 변화 요인을 고찰한다. 이를 위해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로 구분하여 그 시대 국내의 주요 이슈를 

선정하 다. 주로 국내 이슈를 중심으로 하되, 일부 세계이슈도 포함한다. 

이슈를 통해 시대의 상황과 트렌드를 파악하고 브랜드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알아본다. 각 시대의 자료는 박순천(2008)의 연구를 참고하여 

틀을 잡고, 한국외식연감, 국사연표자료와 각종 신문기사 및 논문 등 관련 

문헌을 참고로 작성하 다.   

 

1.1 1960년대 브랜드 변화요인 

 

1960년대���������	
��������������������  주요이슈 

정치

& 

경제 

60년 GNP : 79$ 

60년 4.19혁명 이후 이승만 하야, 제2공화국 수립, 베트남 전쟁 시작 

61년 5․16 군사혁명 박정희, 혁명 내각 발족 

62년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62~66년). 경제성장률 8.5%달성. 1인당 국민

총생산(GNP)이 $83에서 $125로 증가 

63년 박정희 제5대 대통령 취임,  

64년부터 휴전협정이 조인된 1973년까지 8년간에 걸쳐 베트남 파병 

65년 GNP : 105$ 

67년 제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67~71년) 

69년 국제통화기금-한국을 특별 인출권(SDR) 통과 공여국으로 지정 

사회

& 

문화 

61년 국영 KBS TV개국 

69년 영화 관객 최다 동원 기록 수립.  

69년 한해 동안 1억7,304명이 영화를 관람.  

[표 3-1] 1960년대 주요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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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치, 경제적 환경 요인  

1)  급속한 경제발전 

 

50년대까지 한국의 경제상황은 폐허에 가까웠다. 1961년의 한국은 

최빈국에 속했다. 당신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80달러 수준이었을 때, 

북한은 120달러, 필리핀 160달러, 아르헨티나는 1,300달러 다. 

산업구조는 농림어업이 전체산업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되면서 1960년대의 1,2차 

경제개발 계획을 통한 경제성장, 개방경제체제의 시작과 공업화가 급속히  

추진되었다. 이 시기 62년부터 66년까지 5년간 연 평균 경제성장은 

8.5%를 기록할 정도로 높았다.  

주로 내수지향적인 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하 으며, 수출은 의류, 합판, 

가발 등 노동집약적인 가공산업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기업의 발전과 

함께 기업의 제품이 증가하 으며 제품디자인에 대한 개념 역시 등장하게 

되었다. 시기적으로 자국 브랜드가 나타나진 않았지만, 차후 국외브랜드가 

수입되고 국내 브랜드가 발생하기 위한 기업적 토대가 생성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2)  한국기업의 태동 

KIA, Samsung, LG 등 국내 대기업 브랜드를 살펴보면 이들은 

시기적으로 공통점을 갖는다. 1940 년대를 기반으로 대부분의 기업이 

설립된다. Samsung 은 제일 이른 시기인 1938 설립었으며, KIA 는 1944 에 

설립되었고, LG 의 전신인 락희 화학 공업은 1947 년 설립되었다. 

대부분이 1940 년대에 설립되었다. 이들은 40 년대와 50 년대 격변기를 

지나 60 년대 후반에는 대표적인 제품을 생산할 정도로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도 60 년대에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LG 는 전신인 금성사를 1958 년 설립하고, Samsung 은 1969 삼성전자를 

설립하며 기업구조가 안정화 되었으며 KIA 는 1971 년 4 륜 '타이탄'이라는 

대표 제품을 생산한다.  

 

나.	 사회, 문화적 환경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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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대적 삶과 도시화의 진전  

 

60년대의 교통문화는 천천히 변화했다. 60년대 중반까지는 전차가 

운행되었고 버스의 보급이 점차 확대되면서부터 전차가 사라졌다. 당시의 

버스는 사람들이 매우 북적이고 불편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 

주거문화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1962년 서울에 첫 고층 아파트인 

마포아파트가 세워졌으며, 1969년에는 한강 주변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여의도와 한강 이남 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했다.31  

 

2)  한정된 대중문화 

 

60년대 중반에는 별다른 여흥이나 오락문화가 없었고 그나마 

화관람이 인기 있는 문화활동이었다. 그러나 연휴 때 화를 보러 온 

인파가 있고, 암표 장수가 있을 정도로 화산업 역시 현재에 비하면 

제한된 문화 다. 그 시기 라디오 보급이 확산되었고. 얼마 뒤 전축이 

보급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전자기기는 아직 대중화되지 않은 

상태 다. 젊은이들에게 전축을 가진 친구는 선망의 대상이었다. 이후 

흑백 TV가 등장하 는데, 이는 매우 귀해 TV를 가진 집은 극히 드물었고, 

다방은 TV를 설치해 손님을 모으기도 했다. 61년엔 공   KBS가 

개국한다. 이는 매일 4시간씩 방 하는 방송의 첫 시작이었다. 그러나 

당시 전국에 보급된 TV는 1만 대 가량에 불과했다. 

 

3)  급속한 공업화에 의한 허무주의 문화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초반은 순탄치 않았으며 한때는 높은 

실업률로 10만 명에 이르는 대학생 집단의 사회적 불만이 팽배했다. 또한 

실업자 늘면서 다방의 수가 늘어나는 기형적인 현상도 나타났다. 1차 

경제개발 5개년의 성공적인 완수 뒤에도 일제 치하와 6.25 전쟁과 같은 

압박으로부터의 해방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아 물질문명의 급격한 도입을 

겪게 되면서 부수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공업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화적 세력이 나타났다. 이는 일종의 허무적인 문화 조류를 형성했다. 

마치 1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 박람회를 거친 프랑스에서 

                                                
31 서울대학교, (시각예술에서의)동양성 다시보기 =(서울: 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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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힐리즘(Nihilism)32이 형성되었던 것과 같은 문화적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33  이런 문화로 인해 당시엔 다방에서 시간을 때우는 젊은이들과 

일자리가 없는 한량들이 즐비하 다. 심지어 이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생길 

정도 다. 

  

                                                
32 라틴어 'nihil'(無)에서 유래된 것으로 허무주의라고도 한다. 종래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온 생활상의 가치, 즉 이상이나 도덕규범이나 문화, 생활양식 등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견해를 뜻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 니힐리즘." 최종접속 12월 19, 

2014.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87626&cid=41978&categoryId=41

985 

33 박순천, "커피시장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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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970년대 브랜드 변화요인 

 

1970년대���������	
��������������������  주요이슈���������	
��������������������  

정치 

& 

경제 

70년 GNP : 252$ 

70년 새마을운동 시작, 경부고속도로 준공 

71년 경제성장률 8.2% 

72년 유신헌법발표, 7.4남북공동성명, 제 4공화국 수립, 제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발표 

73년 세계 오일 쇼크, 포항제철 준공.  

75년 GNP : 590$ 

75년 베트남 전쟁 종전 

78년 제 9대 대통령 박정희 취임 

75년 GNP성장률 10,129억원. 경제성장률 5.9% 

77년 제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79년 박정희 서거로 인한 유신 중단. 경제성장률 6.8% 

사회

& 

문화 

71년 양희은 ‘아침이슬’ 발표 

72년 10월 유신 선포  

77년 텔레비전 400만대 돌파 

79년 유신 해제.  

[표 3-2] 1970년대 주요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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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치, 경제적 환경 요인  

 

1)  풍요로운 경제와 국제화 흐름 

 

70년대는 세계적으로도 경제 국제화가 진전되었고 노동과 자본의 

국가 간 이동이 발생했다. 대외 흐름에 맞추어 한국도 수출을 전략적으로 

확대해 나갔다. 1970년대 초반까지 국내에서는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가발, 신발, 섬유, 목재 등 경공업 제품을 주로 수출했다. 당시 진학을 

포기하고 공장에서 일하는 어린 학생들을 지칭하는 ‘공돌이’, ‘공순이’라는 

명칭은 그 시대를 보여준다. 1973년 7월에는 포항제철이 준공되며, 

경공업시대에서 중화학 공업시대로 전환되었다. 1970년 7월, 국내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부고속도로가 준공되었다. 이로 인해 전국토의 1일 

생활권화가 가능해졌고, 물류수송 체계와 유통구조가 개선됐다. 이는 

수출이 원활해지는데도 기여했다.  

70년대 새마을 운동등으로 마을과 도시가 개선되면서 시민들의 삶도 

60년대의 궁핍한 모습을 조금식 벗어나기 시작했다. 73년 해외에선 

오일쇼크가 있었음에도 국내에서는 70년대 내내 72(4.5%), 75(5.9%), 

79(6.8%)년을 제외하면 모두 7%를 상회하는 높은 경제성장률은 수치를 

기록한다. 풍요로운 경제성장과 함께 건설과 부동산 투기가 나타났다.  

관광산업의 융성, 유흥업소의 출현과 백화점 쇼핑센터등 상업시설의 

대형화가 나타났다. 이는 소비문화가 조금씩 국내에 형성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2)  정치적 억압과 민주화의 열망  

독재정치와 72 년부터 79 년까지 유지된 유신 체제로 인해 인권유린 
등 혼란한 정치사회 현상이 지속되었고 이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은 
70 년대를 지배한 문화의 큰 축이었다. 유신 선고 이후 ‘고고 열풍’이 
일었으며 대학에선 끝없는 데모와 휴교령이 나타났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시위도 끊이지 않았다. 마침내 1979 년 10 월 26 일, 박정희 
정권이 무너지는 10.26 사태가 벌어진다. 이에 맞추어 전국적으로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분출되었고 연이어 시위가 벌어지며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사회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억압적인 정치 환경은 오히려 이에 반발하는 
청년문화를 형성시키는 기반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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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 문화적 환경 요인  

 

1)  도시화의 진전과 대중매체 발달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은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 속도와 규모가 

증가하는데 기여하 다. 이는 도시화를 가속화 시켰다. 1962년 98만 

정도이던 서울시 인구는 1965년 347만 ,1970년 544만이 되었다. 

1966년에서 70년까지의 기간 동안 서울 인구증가는 매년 평균 40만 명 

이상에 이르렀고,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증가의 76%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34 

60년대 등장한 아파트는 70년대에 이르러서는 중산층의 대표적인 

주거양식이 되었다. 이에 따라 중앙 집중식 난방장치가 도입되고, 이는 

부엌의 모습을 완전히 변화시켰다. 반면 아파트의 보급은 도심에서 려난 

형편이 여의치 못한 계층에게 달동네라는 새로운 주거 형태를 형성시켰다.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한 것은 64년부터 는데, 

1974년에는 전기 보급률이 전체 가구의 90%에 이를 정도 다. 이와 함께 

가정용 전기 제품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보일러가 새로운 

난방장치로 등장했고 74년 가정용 가스레인지가 처음 선보 다. 

텔레비전은 70년대 중반이 되자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텔레비전 시대가 되며 텔레비전은 여가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 다. 화, 라디오, 텔레비전과 함께 대중가요와 드라마는 

일상생활의 친근한 벗이 되었다. 또한 교육 시설과 기회가 확대되어 

여성의 사회진출 또한 확대되었다. 이는 기성체제에 반하는 젊은 세대가 

성장하는 기반이 되었다. 

 

2)  대중문화의 발달과 히피문화 

 

문화적으로는 해외와의 교류가 진전되었으나 국내의 정치 상황은 

                                                
34 서울대학교, (시각예술에서의)동양성 다시보기 =,한국 현대미술 속의 ‘한국성’ 형성

요인의 다면성, 김정희 파트에서 인용.  

1945년 17%이던 도시인구 비율은 1970년 49.8%, 1990년에는 74.4%, 2000년에는 

89.7%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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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억압적이었다. 이러한 정치, 경제적 억압은 오락문화로 표출되면

서 각종 오락문화와 저항문화가 나타났다. 그중 하나가 히피 문화35 다. 

히피족 문화는 60년대 후반에야 한국 사회에 등장한다. 한국의 신문들은 

‘ 국의 히피족(경향신문 1967년 8월 28)’, ‘미국 50일 본 대로 (1)히피

족’(경향신문 1967년 10월 30일자)’등과 같은 기사에서 미국과 국의 

히피족에 대해 언급하는 기사가 일부 보도된다. 1970년대 초반이 되면 

‘長髮族(장발족) 일제단속(매일경제 1970년 8월 29일)’, ‘長髮族(장발족) 

受難(수난)(동아일보 1970년 8월 29일)’등 히피족을 단속하는 기사의 양

이 급격히 증가하며 한국에 들어온 히피 문화를 보여준다.  

1970년대 히피족은 장발족으로 대표되는 젊은이들이다. 71년 

양희은의 아침이슬이 발표되었다. 이는 70년대 청바지, 통기타, 생맥주, 

포크송, 대중가요 등 청년문화의 유행을 상징하는 사건이다. 이 시기 

젊은이들의 청바지, 여성들의 미니스커트, 장발 등은 기성문화에 대한 

일종의 저항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청년문화는 대학 가요제, 강변 

가요제, 해변 가요제 등으로 확산되었다.  

1970년대의 히피족에 대해 한 교수는 “미래의 꿈과 현실에서 

쌓여지는 심적 갈등이나 욕구불만을 해소하는 돌파구로서, 또는 하나의 

멋을 따른 일시적인 유행이지 근본적으로 나쁜 사상을 유발하는 것은 

아닌 점을 기성인들이 이해해줘야 될 것.” 36 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히피  

문화와 청년문화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평화무드에 의해 관습으로 

상징되는 기성문화에 반발하는 새로운 문화의 성장과 그에 따른 

갈등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35 히피 문화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청년층들에 의해 시작된 탈 사회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자유와 사랑, 평화를 사랑하며 외면적, 기성적인 것에 만족하

지 않으며 자신만의 문화를 만들려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는 물질문명에 대한 반박

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들은 기성사회에 집단적으로 저항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목적과 독자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한다. 

36 “長髮族(장발족) 일제 受難(수난)," 경향신문, 1970년 8월 29일 

  변시민 교수의 인터뷰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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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980년대 브랜드 변화요인 

 

1980년대���������	
��������������������  주요이슈���������	
��������������������  

정치 

& 

경제 80년 GNP : 1,592$ 

82년 서울국제무역박람회 개최, 야간 통행금지 해제.(시행 이후 37년 만의 

해제), 달러, 국제금리, 유가의 동시하락 ‘3저 시대’로 GNP 성장률 6.6%의 

고성장 

85년 GNP : 2,194$ 

86년 아시안 게임 이후 46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로 외채위기 탈출 

87년 6월 항쟁, 6.29선언. 

GNP 3110달러 기록, ‘단군 이래 최대 호황’ 

88년 제 13대 대통령 노태우 당선, 국내 외식시장 규모 8조 5000억 원. 

89년 11월 10일 베를린 장벽 붕괴 

사회 

& 

문화 

80년 컬러 TV방송의 전국적 개시 

82년 프로야구 출범 

83년 프로축구, 프로씨름, 농구대잔치 등 각종 스포츠 문화의 성장 

관광 목적의 해외여행 자유화(50세 이상 국민에 한하여) 

84년 서울대공원 개원 

86년 아시안 게임 개최 

88년 서울 올림픽 개최, 삼성전자 휴대폰 사업 시작 

89년 국민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 

[표 3-3] 1980년대 주요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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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치, 경제적 환경 요인 

 

1)  기록적인 경제호황 

 

1986년 이후 국내 경제는 기록적인 호황을 누렸다. 1986년 이후 3저 

(저금리, 저유가, 저물가) 등 경제여건이 호전되었으며 수출의 호조로 인한 

고도성장과 5000달러 이상의 국민소득을 기록했다. 특히 국민소득 

5000달러는 외식산업이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시장 여건과 소비자 

구매력을 갖추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37  

정치적으로는 88년 제13대 대통령으로 노태우가 당선되면서 과거 

26년간 지속되던 권위주의 국가의 모습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다. 

이후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로 조금씩 전환되기 시작했다. 한편 노태우 

정권은 스포츠 문화 지원, 야간 통행금지 해제, 스크린 제약 축소 등의 

각종 사회적 억압을 축소하 다. 1984년의 한 신문 사설은 “백성들에게 

최면을 거는 수단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겠지만 현대 국가에서는 

이른바 3S정책이 이용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것이 정부에 의해 

조장된 축제 분위기라는 비판을 하기도 했다.  

 

나.	 사회, 문화적 환경 요인  

1)  해외문화와의 교류 증가 

 

80년대는 86년 아시안 게임, 88년 올림픽 게임으로 잇달아 국제적인 

체육 행사들을 개최했다. 이들의 성공적인 개최는 경제적으로는 국가 

경제를 안정화 시켰다. 그리고 동시에 문화적으로는 정부와 국민 모두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지난 몇 십 년을 ‘성공적으로’ 극복했다고 

여기는 민족적 자부심을 심어주었다. 38  83년엔 해외여행이 일부 자유화 

되고 89년엔 해외여행이 전면 자유화되었다. 그 이전에는 유학하는 

                                                
37 편찬위원회 롯데리아 30년사, 롯데리아 30년사 = 1979 2009(서울: 롯데리아, 2009), 

75. 

38 김정희, "한지(韓紙) : 종이의 한국 미학화," [Hanji - Koreanische Asthetisierungen 

von Papier.] 현대미술사연구 19, no. 1 (2006).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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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계층이나 외교관 등만 접할 수 있었던 해외 문화를 일반인도 직접 

경험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국외 문화와 국내 문화 교류가 본격화되었다. 

또한 국제 행사의 개최는 해외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진출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들은 국내에 해외의 소비문화가 들어오는 것을 

가속화하 다. 70년대 유입이 시작된 식품 브랜드의 경우 패스트푸드를 

중심으로 국내 유입이 더욱 활성화되었으며 패션 브랜드 역시 국내 

진출을 시작했다. 

 

2)  여가문화의 형성 

 

80년대 정책 변화에 따른 각종 규제 완화는 

다양한 여가문화를 형성시켰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소비활동의 역도 더욱 확장되었다.  

82년 프로야구 출범과 함께, 83년 프로스포츠 

팀이 발족했다. 이를 통해 스포츠 문화가 꽃 폈다. 

이른바 3S정책은 이 같은 상황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기도 한다. 3S는 스포츠(Sports)와 섹스 

(Sex), 스크린(Screen)을 의미한다. 스포츠 외에 

섹스는 야간 통행금지 해제와 함께 성매매 

업소들이 늘어난 것과 포르노 테이프의 대중적 

보급을 가리키며, 스크린은 컬러TV 방송이 

시작되며, VTR이 전국적으로 보급되던 당시의 

상황을 가리킨다.  

한편 컬러 TV의 경제효과는 엄청났는데, 80년대 초의 내수 부진을 

타계하고 국내 전자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컬러 TV의 생산 이후 

1981년 국내 전자산업 총생산 규모는 생산 37억 9100만달러, 수출 22억 

1800만달러로 1980년에 비해 각각 33%, 11% 성장했다. 삼성과 금성사는 

80년 전후의 3~4년간 수십 종의 신모델을 내놓았다. 39 

이러한 사회문화 환경에 의해 레저 및 여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형성되었고, 일반인들의 여가활동이 증가하 다. 외식산업이 발달하고 

소비자의 각종 기호 패턴이 변화하 다. 컬러 TV의 등장은 소비 패텬의 

고급화와 다양화를 불러왔다. 이는 제품에 있어서 컬러와 디자인이 핵심이 

                                                
39 "컬러TV 시대 개막," 전자신문, 8월 25, 2008. 

[그림 3-1] 80년대 TV생산 
TV생산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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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계기가 되었다. 80년대 후반에는 70년대의 경제성장의 결실을 직접 

누리면서 전반적으로 높아진 생활 수준의 증가와 경제적 안정을 통해 

개인의 취향이 감성화, 다양화, 개성화, 고급화되었다. 또한 대중문화, 

관광, 스포츠의 보편화와 연극, 춤 등의 공연예술에서 공연 증가와 관객 

증대 현상이 나타났으며 전시회와 음악회가 폭발적으로 증대했다.40 

 

다.	 브랜드, 마케팅 이론 : 제 3의 공간 개념의 등장 

 

제3의 공간’(The Third Place)이란 1980년대에 접어들어 감각적 

체험을 강조하는 마케팅이 등장하면서 상점이나 식당을 매력적으로 

연출하는 공간을 일컫는다 41 . 이는 당시 국내에 수입되지는 않았지만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인테리어 및 공간디자인 분야에서 나타나는 

조류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내에서도 개인 디자이너에 의해 만들어지는 

공간에서 제3의 공간과 같은 공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반 되기 

시작하게 되었다.  

  

                                                
40 정은화, "사회, 문화적 변화에 따른 21세기 초 실내디자인 트렌드 연구 :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서비스공간 계획을 중심으로," 18. 

41 크리스티안 미쿤다 et al., 제3의 공간(서울: 미래의창, 200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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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990년대 브랜드 변화요인 

 

1990년대���������	
��������������������  주요이슈���������	
��������������������  

정치 

& 

경제 

90년 GNP : 5,29$ 

91년 남북한 유엔 가입. 

2단계 유통시장 개방.(경제규모에 걸맞는 생산, 유통, 소비체제 유지) 

걸프전쟁 발발, 소련 공산체제 붕괴 

93년 제 14대 대통령 김영삼 당선, ‘문민정부’ 출범. 

신경제 5개년 계획(1993~97) 

94년 김일성 사망 

95년 지방자치단체 시대 개막, 1인당 GNP 1만 달러 달성. 

11월 1일 복수의 한국 영업자에 대해 병행수입 허용.42 

96년 OECD 가입, 유통시장의 완전 개방 달성.            

97년 IMF 구제금융 요청, 달러당 원화 환율이 사상 처음 2,000원 돌파. 

98년 부동산실명제 실시, 식당 기업화, 법인체 전환 발행, 정부 음식 값 억제 정책 

실시.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7%, 실업률 9%, 근로자 평균임금 9% 삭감  

                                                
42 병행수입은 상표를 등록한 상표권자나 상표권자로부터 상표 사용권을 얻은 전용 사용

권자만이 수입하던 품목을 제3자도 외국에서 적법하게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

인 경우에 국내로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전의 단일 수입자를통하여 

수입 되던 것을 여러 수입자들을 통한 유입이 가능하게끔 만들면서 이전의 백화점 중

심의 유통채널을 편집샵, 인터넷쇼핑몰 등 보다 다양한 채널에서 전개되기 시작했다. 

(95년 1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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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문화 

91년 낙동강 페놀 오염사건 

92년 서태지와 아이들 데뷔. 서태지 신드롬 

93년 대전엑스포 개최 

94년 성수대교 붕괴 

95년 삼풍백화점 붕괴 

  [표 3-4] 1990년대 주요이슈 

가.	 정치, 경제적 환경 요인 

1)  정치적 이념의 소멸 

 

91년 소련의 공산체제 붕괴는 이념 대립의 마지막을 보여주었다. 

80년대부터 약화되어온 냉전체제의 갈등은 90년대에는 사라지게 되었다. 

따라서 정치적 이념에 기반을 둔 집단적인 정체성은 사라지게 되었다. 

94년에는 김일성이 사망했다. 이는 남북으로 대립되던 국내 정세가 

완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부터 성장한 세대는 남북 이념 대립을 

겪지 않고 한국 사회에 뿌리 깊었던 반공 이데올로기로부터 정신적으로 

해방된 채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이념의 소멸은 이에 

대한 대체물로 소비를 지향하는 태도를 형성시켰다. 이러한 경향은 정부의 

개방화 정책과 해외여행 자유화 등 사회 상황에 맞물려 사치성 

수입재화에 대한 지출과 고급 소비성향을 부추겼다.43 

 

2)  유통시장 개방 

 

80년대부터 시작된 점차적인 국내 유통시장 개방이 90년대에 되어 

완전히 개방되었다. 이는 국내 업체들로 하여금 대형할인점 시장으로 

사업 역을 확대하게 만들었다. 기업들은 유통서비스의 생산효율성이 

증대된 것을 이용해 각종 할인점 시장에 뛰어들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시장구조가 개혁되는 계기가 되었다. 1996년 유통시장 완전 개방을 전후로 

하여 90년대 초에 세계시장의 분위기 역시 이를 도왔다. 미국이 자국 

시장 성숙을 타개하기 위해 해외 시장을 개척하게 되면서, 1993년 국내 

                                                
43 정은화, "사회, 문화적 변화에 따른 21세기 초 실내디자인 트렌드 연구 :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서비스공간 계획을 중심으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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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할인업체가 처음 선을 보 다. 그 결과 1995년에서 2000년 동안 

15배 이상의 할인점이 성장했고, 44  90년대 제조업체 중심의 국내 시장이 

유통업체 중심의 시장으로 전환되었다.  

유통환경의 개방은 한국 소비자의 물질 환경을 변화시켰다. 90년대 

초반에는 다양한 외국산 브랜드가 국내에 들어오고, 국내 소비자들도 이에 

익숙해지는 단계가 온다. 1993년 신문기사에서는 이런 사회의 모습을 

"프랑스산 침대에서 일어나 미국산 '게스청바지'와 이탈리아산 '베네통 

셔츠'를 입고 '맥도널드 햄버거'로 아침식사를 하고 나서 일제 

'소니워크맨'을 들으며 학교에 등교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은 바로 오늘의 

현실이다."라고 묘사한다.45 

 

3)  IMF로 인한 소비침체 

 

90년대 말 IMF 사태는 내수시장을 악화시키고 소비시장의 위축을 

불러왔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 행태가 확산되고 유통시장 

개방에 따른 외자계 대형 할인점의 진출이 경제상황과 맞물리며 할인점 

형태의 업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나. 사회, 문화적 환경 요인 

1) 정보통신 사회로의 진입 

        

90년대에는 본격적으로 개인 컴퓨터, 핸드폰, 인터넷등 IT의 발달로 

정보 통신환경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국내 인터넷 이용자 수는 1997년 말 

163만 5000명에 육박하 다. 1998년 말에는 이용자 수가 310만 명에 

도달했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 두 배 정도 증가한 수치이다. 국내 

휴대전화의 가입자 수는 1988년 784명에서 1990년 26,206명으로, 1992년 

186,630명으로 기하학적으로 증가했다. 46  이를 통해 휴대전화가 

대중화되었다. 정보기기의 발달은 정보의 유통을 가속화 시켰다. 이에 

                                                
44 홍은숙, "정보화 사회의 상업공간 변화를 통한 엔터테인먼트 쇼핑몰 디자인 접근에 관

한 연구" (인하대학교, 2005), 6-7. 

45 “外國産(외국산) 제품 품질·서비스 國産(국산)만 못하다,” 매일경제, 11월 9, 1993. 
46 “휴대폰이 400만원? "20년전 그랬다," 머니투데이, 6월 3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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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소비자들이 해외시장의 정보를 얻는 것이 가능해지고 정보 유통 

속도도 더욱 빨라졌다. 이로 인해 해외의 유행이 국내에도 쉽게 

전파되었다. 

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국내 인터넷 홈쇼핑 환경 또한 조성되었다. 

1996년 중반 데이콤에서 시작한 '인터파크' 서비스가 그 시초이다. 초반은 

풀무원, 코리아나 화장품, 도미노피자, 한국생화통신, Lg 카드 홈쇼핑, 

동서식품, 한국 홈쇼핑 등의 업체가 참여하 으며, 의류, 자동차 용품, 

전자제품, 음반, 귀금속, 주류, 수입 용품등의 관련업체가 점차 참여하여 

서비스 망을 넓혀가기 시작하 다. 47  당시의 전자상거래 시스템은 전화나 

카탈로그를 통한 홈쇼핑을 PC 통신이라는 보다 발전된 통신 수단으로 

옮겨놓은 초보적인 수준이었으나48 빠른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2)  신세대 문화 

 

90년대에는 X세대49라고 불리는 새로운 소비집단이 나타난다. 이들은 

개인주의적 가치관과 서구식 자유주의, 합리주의적 사고방식에 익숙한 

세대이며 기성세대와 달리 새로움과 젊음, 개성을 추구하며 소비를 통해 

자기 자신들의 차별성을 보이려는 집단으로 분석됐다. 국내에서는 특히 

1990년대 초반 대학을 다니거나 졸업한 20대를 지칭한다. 이들은 

2000년대엔 30대의 기성세대가 된다. 

X세대는 그 전 세대가 근대화를 이룩하는 산업역군으로 기능하며 

                                                
47 엄판도, ”인터넷 홈쇼핑시대 개막,” 경향신문, 6월 6, 1996, 11.  

48 황호웅, “인터넷 전자상거래 뿌리내린다,“ 매일경제, 1월 3, 1997, 47. 

49 캐나다 작가 더글러스 쿠플랜드가 본인의 소설

《Generation X: Tales for an Accelerated Culture, 1991》에서 처음 사용했다. ‘X’는 

‘정의할 수 없음’을 뜻한다. 이들은 이전 세대의 가치관과 문화를 거부하는 이질적 집

단이다. 그 특징은 PANTS로 요약된다. 이는 Personal(개별화, 개인화, 개성

화), Amusement(인생의 가치관을 즐거움에 두고 심각함을 기피함), Natural(자연에 대

한 강한 욕구), Trans-border(나이나 성에 대한 구분을 거부함), Service(서비스에 있어

서 하이테크와 하이터치를 추구함)을 의미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X세대.” 최종접속 12월 19, 2014.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71090&cid=42028&categoryId=4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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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약과 근검 속에서 성장하고 생산 지향적 사고관을 가진데 반해 경제적 

풍요 속에 성장했다. 또한 경제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는 

세대 다. 때문에 제품의 실용보다 이미지를 소비하고 소비지향적인 

특성을 가진다. 더욱이 1990년대 워크맨, 삐삐 등 새로운 기기의 유행과 

함께 X세대는 개성적이고 감각적인 문화의 소비자로 부상했다. 1992년 

데뷔한 서태지와 아이들은 파격적인 음악과 춤, 패션을 선보 고 X세대를 

상징하는 문화 다.50  

 

3)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 

 

91년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은 국민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실감하도록 만들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한동안 환경오염시설이 자신들의 

주거지역 내에 건설되지 못하도록 하는 주민들의 저지 운동이 발생한다. 

또한 국가적으로도 80년대의 무분별한 난개발 시기가 지나가고 

90년대에는 환경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하며 사회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된다.  

 

다. 브랜드, 마케팅 이론 : 체험마케팅 개념의 등장 

 

90년대 미국에서는 번슈미트의 체험마케팅 이론이 등장한다. 체험 

마케팅은 브랜드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면서, 소매 공간에서 사람들이 

공감각적으로 브랜드를 체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성공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번슈미트는 자신의 저서 <체험 마케팅>에서 

조사대행사 워드 브라운(Millward Brown)의 말을 빌려 '브랜드와의 

유대감'이 구매 결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점차 브랜드가 단순히 ID를 

상징하는 것에서 체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분석한다. 

나아가 그는 저서에서 각종 상점과 레스토랑의 매장들에 적용된 

체험마케팅적 접근 방법을 소개한다. 

또한 번 슈미트는 1990년대의 브랜드 열풍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 당시 브랜드 이론가들은 브랜드를 제품의 표시물로 다뤄왔으며, 

당시 ‘Brand= ID’, 즉 브랜드는 단순히 소유권이나 품질보증을 나타내는 

                                                
50 네이버 지식백과, “X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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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으로 쓰 다고 이야기한다. 번 슈미트는 이러한 브랜드 이론가들의 

태도가 감각적, 감성적, 인지적인 브랜드 체험을 만드는 브랜드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체험 마케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이론은 향후 브랜드 상업공간 디자인에 지속적으로 

대입되었다. 한국의 경우 이론의 발생과 동시에 바로 도입되지는 않았지만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가 되면 조금씩 체험마케팅 이론이 국내 

상업공간 디자인에도 적용되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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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00년대 브랜드 변화요인 

 

2000년대���������	
��������������������  주요이슈���������	
��������������������  

정치 

& 

경제 00년 남북 정상 회담 

01년 부시 당선으로 한반도에 냉각기류 조성, 911테러 발생. 미국의 아프간 전쟁 

발발 

03년 노무현 대통령 취임, 미국의 이라크 침공 

04년 FaceBook 서비스 시작 

05년 황우석 박사 줄기 세포 사건, APEC 정상회의 개최 

06년 한,미 FTA 첫 협상. Twitter 서비스 시작 

07년 2007남북정상회담, 한,미 FTA 재 협상 

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 

사회 

& 

문화 

02년 한-일 월드컵개최, 양주 여중생 장갑차 사건. 

03년 광우병 사태 

05년 정보화율 세계 10위권 내의 IT강국 

07년 태안기름유출사건 

08년 국보 1호 숭례문 화재 발생,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인 탄생, 중국산 유제품 

멜라민 오염 파동 

09년 애플 아이폰 출시 

  [표 3-5] 2000년대 주요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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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치, 경제적 환경 요인 

1)  경제 저성장 기류 

 

2008년 미국 금융시장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베어스턴스 

(Bear Sterns), 리만브라더스 (Lehman Brothers), 메릴린치 (Merrill Lynch) 

등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 3개 사가 파산하 다. 이 사건의 향은 전 

세계로 파급되어 대규모 금융 위기 사태가 발생한다. 이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1929년의 경제 대공황에 버금가는 세계적 수준의 경제적 

혼란을 초래했다. 

90년대 후반 IMF를 극복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초반부터 국내 

경제성장률은 조금씩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0년대 중반 

한미 FTA가 06년 첫 협상을 시작했다. 한미 FTA는 국내 소비환경에 또 

다른 변수가 되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었고, 이러한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은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2000년대의 경기 성장률 둔화로 

나타났다. 식품업계에서는 불황 속에서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업계 간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2)  안보 불안심리 

 

냉전 시기를 거쳐 평화로운 상황을 유지해 오던 90년대 중후반의 

세계정세는 9.11테러와 미국의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다시 새로운 갈등을 

맞이했다. 이는 전 세계에 또한 전쟁과 테러에 대한 불안 심리를 야기했다. 

이는 국제 정세의 위기에 따른 안보 불안심리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제적 정치 상황은 2000년대에 외부 세상과 단절된 채 안전한 집 

내부에서 자기만의 공간에 칩거하는 성향을 의미하는 ‘코쿠닝’이라는 

라이프 스타일의 개념이 발생하는 배경이 되었다. 

 

나.	 사회, 문화적 환경 요인  

1) 자국문화에 대한 애정과 반미감정 

 

2002년 한일 월드컵과 같은 문화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는 자국 문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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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관심과 자부심을 형성했다. 같은 해 2002년 양주 여중생 장갑차 

압사 사건 51 이 발생했다. 이는 대규모 반미 시위를 일으킬 정도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부시 당선 이후 악화된 한, 미 관계와 한미 FTA 

타결을 위한 2000년대의 협상 과정을 거치며 느낀 미국에 대한 불만 등이 

결합되어 미국에 반발심이 분출되어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미국산 

상품과 미국산 브랜드의 불매 운동으로 연결되기도 했다. 

 

3)  식품안전과 웰빙 트렌드 

 

2003년 광우병 발발로 한국과 미국은 캐나다산 소고기 수입을 

중지했다.5208년도에는 중국산 유제품에 멜라민 성분이 첨가되어있던 것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중국산 유제품은 모두 리콜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제조되거나, 중국 유제품 성분이 첨가된 국산 식품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리콜이 일어났다. 일련의 사건은 2000년대 먹거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었다. 그 외에 07년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건 또한 국내 

환경 문제에 관심을 촉발하는 직, 간접적 계기가 되었다. 

  

4)  디지털 문화의 본격적 성장 

 

2000년대는 IT 혁명과 디지털 가치의 확산에 의해 인터넷  

비즈니스가 일반화되고 유선 인터넷을 통한 전자 상거래인 E-commerce 

방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 가운데 서서히 이동통신 

단말기와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전자 상거래 방식인 M-commerce 

방식으로 변화할 조짐을 보 다. 53  특히 2000년대 말 애플의 아이폰 

발표로 인해 모바일 단말기 시장은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또한 인터넷과 PC를 이용한 정보 통신 기기에서 모바일  

정보 통신으로 디지털 문화가 확산되는 변화가 나타난다. 

                                                
51 2002년 6월 13일 경기 양주시에서 미 2사단 공병여단 부교 운반용 장갑차에 치여서 

여중생 두명이 숨진 사건. 당시 이회창과 노무현등 대통령 후보들이 이 사건을 비판하

며 논란이 확대되었고, 재판에서 운전병 미군에게 무죄평결이 내려지며 대규모 반미 

시위가 발생했다.  

52 “캐나다, 15번째 광우병 소 발생 확인,” 연합뉴스, 11월 18, 2008. 
53 김현경, "메가트렌드의 형성요인과 디자인 트렌드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3), 

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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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 신조어 등장 

 

90년대 처음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규정하는 신조어로 X세대가 

나타났다. 반면 기존 가치와 상충하는 새로운 가치와 삶의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2000년도에는 각종 라이프스타일 신조어가 등장하게 된다. 

  

(1) Net 세대 

 

이들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네트워크 세대’를 뜻한다. 1970년대 

중반 이후에 태어나 경제적 혜택과 문화적 혜택을 동시에 

누렸으며,  X세대 중에서도 특히 컴퓨터에 익숙한 세대를 지칭한다. 

이들은 인지능력이 생길 때부터 컴퓨터와 친숙해졌고, 인터넷을 자유롭게 

활용하며 인터넷의 가상공간이 중요한 삶의 한 부분이다.  

19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 10대를 경험한 N 세대는 개인 

컴퓨터가 널리 보급되던 시기를 통과했고, 컴퓨터를 생활 전반에 걸쳐 

중요하게 활용하고 학습할 수 있었다. 그전 세대가 TV를 통해 일방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교육받았다면, N 세대는 컴퓨터 통신을 바탕으로 한 

쌍방향 정보 교환에 익숙하다. 이들은 인터넷, PC를 이용해 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활동을 위한다. 또한 바로 전 세대에 비해 정치와 같은 

현실감각을 잃어버리고 PC와 가상공간과 같은 자신의 공간에 빠져있는 걸 

더 좋아한다는54 점에서 코쿤족의 개념과 일면 유사하다. 

 

(2) Q 세대 

 

N 세대와 유사한 또 다른 개념으로, ‘조용하다’를 의미하는 어 

‘quiet’에서 유래되었다. 칼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먼이 미국 사회의 

현실에서는 조용하고 매사에 무관심하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열정적으로 

변하는 학생들을 지칭하며 형성됐다. 이들은 자기 삶에 대해선 

이상주의적이고 낙관적인 면모를 지녔으나 사회 현실에는 무관심하다. 

                                                
54 네이버 지식백과, “ N세대.” 최종접속 12월 19, 2014.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71092&cid=42028&categoryId=4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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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천적 행동 범위가 제한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55  앞서 언급된 

세대들과 같이 대체적으로 정치에 무관심한 특징을 갖는다. 

 

(3) 로하스족 

 

‘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의 약자로 환경문제와 건강한 

삶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이들은 말 그대로 

건강한 삶과 환경 보존을 동시에 추구하고 지속 가능성이라는 가치를 

실천하는 소비자를 뜻한다. 소비를 할 때도 개인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과 

전 지구적 환경과 사회적 정의 등을 고려한다. 또한 지구환경에 대해서도 

소비지향적 태도가 아니라 후대에게 물려줄 미래의 기반으로 자연과 

자원을 생각한다.56 

 

(4) 딩크족, 싱크족 

 

딩크족은 ‘double income no kids’의 약자로 맞벌이를 하되 아이를 

기르지 않는 가치관을 가진 부부들을 가리킨다. 

싱크족은 ’single income no kids’의 준말이다. 역시 자녀를 갖지 않는 

가치관의 사람들을 지칭한다. 이런 개념들은 경제 저성장과 저소득으로 

인한 가족관계의 변화와 가족과 삶에 대한 대중의 가치관 변화를 

보여준다. 이와 같은 신조어는 90년대부터 조금씩 핵가족화, 개인주의화, 

고령화 되어가는 사회와 이에 따른 라이프 스타일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55 네이버 지식백과, “Q세대.” 최종접속 12월 19, 2014.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71092&cid=42028&categoryId=42028 

56  네이버 지식백과, “로하스.” 최종접속 12월 19, 2014.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71144&cid=42028&categoryId=4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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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2010년대 브랜드 변화요인 

 

2010년대���������	
��������������������  주요이슈���������	
��������������������  

정치 

& 

경제 11년 한-유 FTA발표. 13%에 달하던 관세의 하락. 

수입 명품 브랜드의 수익 향상에 따른 수입환경 개선. 수입 업체와 글로벌 패션 

기업의 증가.  

동일본 대지진, 후쿠시마 원전사태 

12년 YahooKorea 서비스 철수,  

13년 일본 아베노믹스 경제정책 발표 

14년 애플페이 등장 

사회 

& 

문화 

10년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 500만 돌파. 

’아프니까 청춘이다’ 출판. 힐링 트렌드 부상 

12년 싸이 강남스타일 Youtube 11 억 view달성, 한류열풍 

14년 국내 세월호 사건, 아프리카 에볼라 바이러스 창궐  

[표 3-6] 2010년대 주요이슈 

가.	 정치, 경제적 환경 요인  

1)  세계 경제 장기정체 

 

2010년대에는 전 세계적인 경제침체가 유지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나타난다. 전 세계 연평균 성장률(국제통화기금 기준)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2003년에서 2007년 기간에는 3.7% 으나 금융위기 이후 

2009년에서 2014년 사이 기간에는 2.9%에 머물고 있다.  미국 발 

금융위기 이후 유로존마저 높은 실업률, 경제성장률 하락, 소비자가격 

0.00% 

2.00% 

4.00% 

6.00% 

8.00% 

2010 2011 2012 2013 

2010년대 경제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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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 등으로 경기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일본도 장기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대대적 양적완화 정책인 아베노믹스 정책을 내세웠다. 전 

세계적인 불경기 상태가 유지되며 이러한 경제상황이 회복되기 

어려울뿐더러,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기 이전의 성장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예측이 나타난다. 전문가들은 

2010년대의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리라 분석하고 있다.57  

 

나.	 사회, 문화적 환경 요인  

 

1) 커뮤니케이션과 모바일 환경의 보편화 

 

삼성전자의 ‘옴니아2’와 애플의 ‘아이폰’이 2009년 말에 출시되었고, 

2010년엔 스마트 폰이 급격하게 대중화된다. 2010년대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가 500만을 넘어서며 대중화의 기준점을 넘는다. 2000년 

중후반 시작된 각종 SNS 서비스는 2010년 사람들의 일상이 되었고, 

지하철 및 거리에서 스마트 폰을 보며 걷는 사람들의 모습이 

일반화되었다. 모바일 쇼핑 역시 일반적인 쇼핑 행태로 자리 잡았으며, 

각종 모바일 결제 기술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2004년 설립된 

알리페이는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송금이나 결제뿐만 아니라 대출, 펀드 

가입 등을 할 수 있는 중국 온라인 금융, 결제 서비스이다. 58  또한 

애플사가 2014년 애플페이를 발표하면서 이러한 모바일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57 미국 재무장관, 하바드대 총장,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을 역임한 하버드대의 래리 서

머스(Larry Simmers) 교수가 지난 해 11월 국제통화기금(IMF) 포럼과 금년 2월 미국경

영경제학회(NABE) 기조연설을 통해 “세계경제의 장기정체론(secular stagnation 

thesis)”주장하면서 대두. 

58 알리페이와 같은 서비스는 중국 및 세계 시장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2014

년 7월 기준 8억 200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중국 내에서 온라인 결제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알리페이(Alipay)."  최종접속 12월 

19, 2014.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175284&cid=43667&categoryI

d=4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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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의 발달과 모바일 환경의 보편화는 새로운 유통망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국제 시장은 2010년대를 거치며 거의 개방되었다. 

그러나 정보기술의 발달로 해외 구매 서비스 등이 등장하고 구매 방식이 

단순화되자 소비자들은 기업에 의한 유통망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해외 

브랜드를 구입하는 이른바 ‘직구’문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직구’는 직접 

구매의 줄임말이다. 특히 해외 직구는 젊은 소비자들이 외국어가 

가능해지고 보다 합리적으로 양질의 해외 브랜드를 구매하려는 소비자 

성향, 고가 수입품에 대한 선망 등에 의해 성장했다. 더욱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의해, 200달러 이하 상품의 면세 혜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59 

 

2)  힐링문화 

 

2010년 12월 출간된 김난도의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출간으로부터 

1년이 안된 2011년 7월 경 90만 부를 돌파하며 60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 외에도 혜민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란 저서 등 

서점가에서 힐링이라는 키워드가 크게 유행했다. 또한 청춘 세대를 위한 

멘토, 멘티의 개념이 각종 강연, TV 프로그램에서 등장했다. 힐링문화는 

실업난 등으로 고민하는 청년세대의 소시민적 삶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급 부상한다. 그러나 이는 해결되지 않는 경제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 등의 문제와 시기적으로 맞물리며 유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한류열풍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뮤직비디오가 youtube를 통해 알려져 

미국과 유럽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그 당시 이 뮤직비디오는 11억 

view를 달성하면서 거의 전 세계적인 히트를 쳤다. 이는 한류 열풍의 

일면이다. 한류는 한국의 드라마, 패션, 음악 등이 해외에서 유행하는 

현상을 일컫는 단어이다. 처음엔 드라마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나 

                                                
59 이지현, ”해외 직구’ 뭐길래••• 2030女 푹 빠졌다,” 한국경제, 4월 10, 2013. 

60 “아프니까 청춘이다. 9월에 100만부?,” 스포츠조선, 7월 20, 2011.  

http://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107200100175950014572&servic

edate=201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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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에 이르러서는 아이돌과 K-pop 문화를 기반으로 한 한류가 

태국, 중국, 대만, 일본 등 아시아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한류열풍은 국내시장에서 한식 브랜드 등 한국적 콘텐츠를 이용한 

브랜드가 등장하고 이들이 한국적 콘텐츠를 수출하려 시도하는 배경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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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태별 브랜드 변화 고찰 

 

2장에서는 식음 브랜드, 의류 브랜드, 그리고 전기·전자 브랜드 세 

가지 분류로 나누어 각 업태의 브랜드 환경을 조사한다. 첫 번째로는 

업태별 브랜드의 생성과 시장 변화를 조사하고, 두 번째로는 업태별 

브랜드 발달을 서술한다. 시간적 관찰 범위는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이다. 

조사된 내용은 10년을 단위로 시기를 구분 지었다.  

업태별 브랜드 생성과 시장 환경 변화 내용은 표로 정리했다. 생성된 

브랜드 항목의 경우 각 시기에 나타난 브랜드를 조사했다. 그러나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브랜드가 워낙 많고 의류 브랜드의 경우 특히 국외 

브랜드가 계약을 통해 다수 기업에 의해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경우가 

있어 모든 브랜드를 조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다만 시기별로 관련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브랜드와 그 시기 신문 기사에서 자주 언급되며 

화제가 된 브랜드를 선별하여 부분적으로 기술했다. 시장 환경 항목은 각 

업태의 전반적인 시장 환경을 서술했다.  

업태별 브랜드 발달을 서술할 때는 브랜드 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라 

그 시기에 등장하는 브랜드들, 이에 향을 미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내용에 대해서 함께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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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식음브랜드 

가. 식음 브랜드의 생성과 시장환경 변화 

시기 생성된 브랜드 시장 환경 

1960 1966 – 애플싸롱 / 명동 궁핍한 식생활로 외식 문화의 부재. 국내에 카페형식

의 다방이 개점하기 시작.  

1970 1973 - 세르보 

1977 – 르실랑스 / 명동 

1977 - 늘봄 

1979 - 롯데리아 유입 / 서울 소공점. 1호점 

부족한 영양을 보충하는 의미의 외식. 밀가루 위주 외

식 활성화 중국 음식점의 유행. 음악전문 다방과 DJ등

장. 명동 중심으로 유명 다방 등장. 롯데리아 수입을 

통한 외식 브랜드의 첫 등장 

1980 1980.12 -아메리카나  

1981 - 미스터 도넛 

1982 - 윈첼도넛 

1984 - 버거킹, KFC, 웬디스/을지로가 

1985 – 피자헛 

1987 – (주) 놀부 

1988 - 코코스/ 패밀리레스토랑의 첫선 

쟈뎅 / 압구정 1호점  

파리바게트 

1989.03 - 맥도널드/ 압구정 1호점 

중반. 치킨 외식 문화 등장. 외식 산업에 피자시장이 

형성. 80년대 후반, 커피 전문점이 등장. 다방의 종말. 

커피전문점의 상업공간화 가속. 맥도날드 등 외국 브

랜드의 상륙으로 인해 햄버거 시장 경쟁 심화, 베이커

리 브랜드 등장. 배달 음식의 도입. 

1990 1990 - 도미노 피자, 미스터 피자 / 이대점 

1992 - TGI Fridays 

1994 - Dunkin Donuts, 민들레 영토, '김가네' 

/대학로  

1995 – 베니건스 / 혜화동 1호점(보스톤 점) 

1997 – 뚜레쥬르, VIPS(빕스)  

1999 - 스타벅스커피 / 이대앞 1호점 

프랜차이즈 카페브랜드의 등장. 해외 및 국내 브랜드

가 입점하기 시작. 중반 패스트 푸드 시장은 롯데리아, 

맥도날드, 웬디스, 하디스 중심으로 4대 경쟁구도형

성. 국내 외식브랜드의 꾸준한 증가. 패밀리레스토랑 

브랜드 등장. IMF 이후 저가의 외식 브랜드와 프리미

엄 브랜드로 시장이 양극화 

2000 2000 - JAVA Coffee / 강남1호점, Café 

Amoje  

2001 – 세븐스프링스 

2002 – toz 

2004 – 오설록 

2006 - Angel-in-us / 광주 충장로점  

카페 베이커리 열풍. 던킨도너츠, 뚜레쥬르, 파리바게

뜨 등 베이커리 업체가 커피를 함께 판매. 스터디 카

페 등 다목적 카페의 등장과 카페를 중심으로한 식당 

증가 등 카페 브랜드의 다양화. 웰빙 열풍에 의해 패

스트푸드 등 일부 외식 브랜드의 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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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카페베네 

2010 2010 – 코코브루니, 블랙스미스 / 학동역 1호

점,  

비비고 / 광화문 

2011 – CJ푸드월드, 망고식스 

2012- 카페 코나퀸즈 

2013 – 설빙, 계절밥상 

한식과 건강식 중심의 외식브랜드 증가. 한류열풍에 

따른 한식 세계화를 목표로 하는 브랜드 형성. 국내 

카페 브랜드의 성장 및 다양화.  

[표 3-7] 식음 브랜드의 생성과 시장환경 변화 

나 . 식음 업태 브랜드의 발달 

1) 1960년대  

 

1960년대에는 아직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음식이 귀한 

시기 으며 외식이라는 용어가 생소했고 외식문화는 거의 형성되지 못

하 다. 60년대 초 등장한 라면이 그나마 제품의 이름이 일종의 브랜드

적 성격을 띤 사례이다. 62년 삼양라면이 등장하 는데 66년 이에 대한 

신문기사를 살펴보면 “品質(품질)을 保証(보증)하는 우리의 商標(상표) 

모든 사람이 愛用(애용)한다는 뜻”(매일경제 1966.09.22)으로 삼양라면 

제품을 이야기한다. 이는 라면의 ‘상표’를 통해 사람들이 제품을 인식하

고 유행하기도 했던 당시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는 그 당시 브랜

드에 해당하는 개념이 상표에 한정되어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그 외에, 

음료와 작은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방이 존재하 다. 이 시기 

다방은 지식인과 예술가들이 모이는 만남의 장소 다. 지식을 나누고 전

시회 등을 개최하며 문화활동을 하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60년대 초반에

는 박정희 군사정권이 다방의 커피 판매를 금지시키는 금지령을 발령해 

시장이 축소되었다. 

 

2) 1970년대  

 

70년대 산업화가 본격화되고 식생활이 향상되며 부족한 먹거리와 

양 결핍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범국민 혼·분식 먹기 운동'이 생겼고 

가루 위주의 식단이 도입되어 외식 문화가 시작되었다. 70년대 식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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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는 제과 제품을 중심으로 브랜드 개념이 나타났다. 과자, 아이

스크림등에서 누구나 들으면 알 수 있는 이름의 제품이 생산되기 시작

했다. 새우깡(롯데 71년), 맛동산(해태) 등의 과자가 나타난 것도 이 시

기이다. 해태 제과는 45년 해방 이후 과자류를 단일 품목으로 생산해오

다가, 70년에 이르러서야 아이스크림 업계에 진출했다. 73년과 74년에는 

대대적인 생산기계의 수입을 통해 제과시장을 지배했고, 74년 해태의 누

가바는 그 당시 히트 상품이었다. 그 외에 부라보콘 등이 생산됐다. 이런 

제품의 경우 소상공인에 의해 유통되면서 ‘브랜드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이 역시 제품명에 한정되어 브랜드 개념이 나타났다.  

당시 대표적인 외식 메뉴는 자장면이었다. 이는 입학, 졸업식, 생일 

등 특별한 날에만 먹는 별식이었다. 그러나 유명한 음식점이라는 개념은 

있어도 개별 음식점에 해당했을 뿐 아직 대형 브랜드와 프랜차이점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다.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지고, 그 장소를 찾아

가는 명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일부 유명 다방이 그나마 지금의 브랜드 

공간과 유사할 수는 있겠다. 그러나 이들 공간이 프랜차이즈의 개념을 

가지고 확장되거나 지금과 같은 브랜드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70 년대는 인스턴트 커피가 나타나며 인스턴트 커피 전성시대가 되었다

가 음악전문 다방과 DJ 가 등장했다. 70년대 후반에는 다방 수가 증가

하며 다방 전성시대가 되었다 그러던 79년, 롯데리아 브랜드가 수입되므

로써, 최초로 외식공간에 브랜드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표 3-8] 1960-1970년대 다방의 개수 

 

3) 1980년대  

   

 80년대는 식음 업태에서 다양한 브랜드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당시 등장하던 브랜드의 특징은 첫 번째로 세계적인 국외 

연도 다방수 연도 다방수 

1961 1,078 1969 2,133 

1963 861 1971 3,044 

1965 1,116 1973 3,055 

196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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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들이 국내로 들어왔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브랜드의 

수입이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80년대 

고도의 경제 성장과 산업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현대인이 점차 간편성을 

추구하게 된 것과 서구화된 외식 문화가 나타나던 시기적 환경과 해외 

패스트푸드 브랜드의 도입 트렌드가 서로 맞물려 점차 확대되었다. 82년 

통행금지 해제와 프로야구 출범으로 인한 국민여가 활동의 증가는 외식 

산업의 발달을 불러왔다. 이 시기 자장면은 대중적으로 확산되어 더 이상 

의미 있는 음식이 아니게 되었다. 80년대 초반 KFC의 도입 이후에는 

치킨이 새로운 외식 문화로 들어서기도 했다. 당시 패스트푸드 

브랜드에서는 롯데리아의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1989년 매출 

100억원을 넘어서는 정도 다. 반면, 80년대 후반에는 커피전문점이 

등장하면서 다방이 종말했다.  

이러한 각종 외식 브랜드의 등장은 동시에 식음 브랜드 공간의 

탄생을 의미하 다. 당시 패스트푸드점은 서양문화를 겪을 수 있는 공간을 

상징했다. 처음 롯데리아가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미국식 음식인 햄버거를 

먹는다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그 공간을 방문했다. 또한 패스트푸드점과 

패 리레스토랑은 서구문화를 경험하는 공간으로 여겨졌다. 

 

4)  1990년대 

 

90년대에는 패 리 레스토랑 브랜드의 등장이 시작됐다. 1988년 

패 리 레스토랑 브랜드인 코코스가 미도파에 들어선 것을 기폭제로, 

1990년대 중반에는 각종 미국, 일본계 체인점들이 점포망을 넓히기 

시작하 다. 1990년대 중반에는 피자 브랜드가 대거 등장했다. 1994년 

12월 29일 '대한상의'는 '우리나라 외식서비스 산업실태와 경 개선'에서 

햄버거, 후라이드 치킨, 피자 등 패스트푸드 시장이 80년대부터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으나 외국 유입 브랜드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하 다. 당시 패스트푸드 시장 최대 점유업인 햄버거의 경우 롯데리아, 

맥도널드, 버거킹, 웬디스 4개 업체가 국내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었다. 61  반면 국내 프랜차이즈점도 점차 안정화되어갔다. 80년대 말 

등장한 주식회사 놀부는 90년 말부터 한식과 놀부라는 상징적 캐릭터가 

돋보이는 브랜드 이미지로 놀부 부대찌개, 놀부 보쌈등의 가맹점을 340여 

                                                
61 박희균, “패스트푸드市場(시장) 외국사가 "독식",” 경향신문, 12월 31, 199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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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확보했으며 해외점포로 브랜드를 확대하 다.62(한국일보, 2003-09-29) 

1990년대 말엔 의류점포가 줄어들고 외식업소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특히 햄버거 치킨 등의 패스트푸드점을 중심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명동, 신촌 등 패션 가를 중심으로 문 닫은 의류 점포 자리에 

햄버거, 피자 집들이 대거 입점하 다. 1999년 4월경 부동산업계와 

외식업계는 이들 지역에 폐점 의류점포를 대신해 외식점포들이 지역별로 

10여 개 정도 들어왔다고 보고하 다. 당시 명동역에 입점한 '메세지' 의류 

매장이 피자헛으로 대체되었으며, 유투존 후문 쪽 '드라마' 매장 역시 

치킨전문점 '파파이스'로 대체되었다. 사보이호텔 건물 1층의 던킨도너츠도 

이 시기 입점하 다. 이 시기 이대 앞 상권에도 의류매장이 감소하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커피전문점과 스파게티 전문점이 등장하 다. 

이대 정문 옆 던킨도너츠가 입점하 으며, 신촌역방향으로 1-2층 규모의 

제과점이 들어섰다. 또한 스타벅스와 프레즐 전문점이 들어섰다. 압구정 

로데오 상권에도 패션점포가 퇴조하고 외식점들이 등장하며, 학동사거리를 

중심으로 코코스, 베니건스 T.G.I. Friday 등 프랜차이점이 등장한다.  

당시 이러한 외식업계의 등장과 의류점포의 감소는 IMF 이후의 

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당시 IMF 이후 임대료가 30-40%정도 

하락하 다. 30평 규모 점포의 권리금은 1억원을 호가하는 상태 으나 

IMF 이후 절반 수준으로 하락한다. 이에 따라 외식업 진출이 쉬어졌다. 

외식 매장의 경우 의류에 비해 현금 최저율이 높고 매출 이윤폭이 50-60% 

상회하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위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63 당시 

리오레, 두산타워에 의해 패션가의 중소형 의류매장, 잡화점 등 상권이 

위축된 것 역시 원인이 되었다.64   

90년대 후반이 되면서 80년대와 같이 패 리 레스토랑이 갖는 

서구문화로서의 상징성은 많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패 리 레스토랑은 몇 

군데 없었고, 가격이 비쌌다. 당시 레스토랑을 다녀왔다는 사실은 

어린이들에게 자랑거리 다. 하지만 97년 외환위기 이후 폭발적 성장을 

가졌던 외식문화는 주춤하기 시작했으며, 실용주의로 인해 저가의 

음식점이 인기를 끄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62 김지영, “후배 女경영인 사랑은 '흥부 마음씨',” 한국일보, 9월 29, 2003. 
63 “외식업소 주요 패션街(가)'점령',” 매일경제, 4월 6, 1996, 17. 

64 “명동 신촌 압구정 패션가 외식거리로 탈바꿈한다,” 매일경제, 4월 27, 199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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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00년대 

 

2000년대에는 안티 패스트푸드 트렌드, 패스트푸드 시장 침체, 김밥 

및 분식점 등 이종업계의 시장잠식이 나타났다. 여기에는 2002년 광우병 

파동, 다큐 super size me, 조류독감 확산, 식품위생문제 대두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가 배경이 되었다. 이와 함께 2003년 이후 급속한 웰빙 

열풍이 불었던 것도 한몫했다. 그외에도 2000년대 급격한 반미 열풍은 

미국 맥도널드로 대표되는 패스트푸드의 이미지에 악 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각 패스트푸드 브랜드별로 2003에서 2006년경에는 패부실 

점포가 도태되고 점포 개발이 쇠퇴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80-90년대의 패스트푸드 중심의 서구식 외식문화가 주춤하게 

되고 우리나라 전통음식이 건강 외식 메뉴로 재조명 받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외식문화와 브랜드가 일반화되면서 외식 메뉴와 장소가 

다양해지고 소비자 선택의 폭이 매우 넓어졌다. 하지만 저렴한 브랜드와 

프리미엄 브랜드로 점차 시장이 양극화 되는 현상도 동시에 나타났다.  

카페의 경우 베이커리와 커피를 함께 파는 카페 베이커리 브랜드들이 

증가하 다. 그러나 지나친 카페 브랜드의 범람이 나타나자 일반적으로 

고급스러운 만남의 장소이던 카페에서 스터디를 목적으로 하는 카페 등 

다목적 카페가 등장하게 되었다.  

 

6)  2010년대 

 

2010년대 힐링 열풍은 웰빙 열풍의 연장으로 슬로푸드와 좋은 

먹거리에 대한 관심을 가열시켰다. 이러한 건강, 친환경이라는 가치의 

증가는 한식과 건강식 중심의 외식 브랜드가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설빙, 계절 밥상 등 건강한 한식을 제공하는 고급 이미지의 브랜드가 

등장했고 비비고는 특히 이러한 한식을 한류열풍에 힘입어 세계시장에 

진출하려 시도하고 있다.  

2010년에는 캐릭터와 이미지를 통해 본격적인 브랜드 전략을 

강조하는 ‘코코브루니’와 같은 카페가 등장한다. 코코브루니는 소녀와 

새라는 캐릭터와 상징을 통한 이미지를 매장에서 전달하고 카페 

코나퀸즈는 하와이 감성을 컨셉으로 카페 이미지를 통일한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다양한 외식 브랜드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형식의 외식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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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간이 나타난다. 2011년 CJ 사에서는 비비고, 빕스, 로코커리, 차이나 

팩토리 익스프레스, 콜드스톤 등 CJ그룹이 운 하는 17개의 음식 

브랜드를 모두 입점시켜 대규모 체험 판매장을 표방하는 플래그십 스토어 

CJ 푸드월드를 개시하 다. 

이와 비슷한 현상 중 하나로 지역에 있는 자 업자들의 작은 맛집이 

역으로 백화점과 편집매장, 패션 브랜드의 플래그십 스토어에 입점되며 

확장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갤러리아는 2012년 명품관의 식품관에 

이태원의 부자피자, 바토스, 니시키, 홍대앞의 펠앤콜, 서래마을의 

브루클린 더 버거 조인트 등 서울 맛집을 섭외하여 입점시켰다. 

현대백화점 압구정점에도 ‘키오스크’, ‘메종 드 조에’, ‘듀자미’ 등 작은 

가게의 2호점이 들어섰으며, LG패션의 편집매장 ‘어라운드 더 코너’엔 

상수동의 소상공인 ‘퍼블리크’를 도입한다.  

시장 양극화 현상은 계속되었으며 프리미엄 레스토랑 중에서는 

스타쉐프를 중심으로 하는 브랜드들이 생겨났다. 2006년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된 ‘에드워드 권’을 시작으로 2000년대 중후반부터 ‘쉐프’가 미디어에 

언급되기 시작했으며, 쉐프의 이름을 통해 마케팅하는 프리미엄 

레스토랑이 201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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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의류브랜드 

가.	 의류 브랜드의 생성과 시장환경 변화 

 

의류브랜드의 생성시기 정보는 ‘한국브랜드 패션연감’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 다.  정보를 서술할 때는 런칭년도, 브랜드명 (도입국) / 회사명, 

전개 형태 순으로 서술하 다. 또한 한 브랜드를 런칭한 회사가 여러 개일 

경우, 런칭년도가 가장 빠른 것을 추출하여 기술했다.  런칭년도가 같을 

경우엔 전개형태가 직진출인 경우를 선택했다.  

 

시기 생성된 브랜드 시장 환경 변화 

1960 말표 신발, 가정표 양말, 송월타올, 협립 우산 등 

 

물자가 모자라던 시기. 제조 중심의 의류 시장. 

하나의 상표가 그 제품의 전부를 의미. 내셔널 

디자이너의 로드샵 혹은 소매점에서 의류를 

구매하는 게 일반적.  

1970 1973 - 랜드로바 / 금강, 내셔널 브랜드 

1978 - 크리스챤 디오르(프랑스)/ 남영 나이론 

          피에르 가르뎅(영국) / 신세계백화점 

1979 - 맨하탄 / 원미섬유 

          존헨리 

국내 브랜드는 75년이후 조금씩 생성. 70년대 

중후반 기술도입과 유통 계약을 통해 국외 

브랜드가 국내에 유입되기 시장. 해외 브랜드는 

값비싼 외제품으로 인식. 

1980 1981 - 나이키 / 풍영,  

1982 - 조다쉬 / 반도패션 

1983 - 피에르가르뎅(영국) / 로얄비엔비, 라이선스브랜드 

          리바이스 / 한주통상, 라이선스 브랜드 

1986 - 나이키 /나이키 스포츠, 직진출 

1988 - 발렌시아가  

1989 - 베네통(이탈리아) / 제미유통 직수입 

         게스 / 일경물산 직판 

         캘빈클라인 / 설아패션 직판 

80년대 중반까지는 내셔널 브랜드가 보편적으로 

소비. 해외 상표는 고가의 물품으로 호사품 취급을 

받음. 소비자들은 브랜드 상표에 대해 여전히 

익숙하지 못함. 80년도 후반이 되면서 외국 

직수입 제품이 증가하고 외제 브랜드의 범람이 

나타남. 

 

1990 1991 - FILA(이태리) / 직판 

          KENZO / 웨어펀코리아 직수입 

          샤넬(프랑스) / 샤넬, 직진출 

          루이비통(프랑스) / 직진출 

수입 브랜드의 도입이 강화되었으며 국내 상표를 

대체하기 시작. 미디어의 유통에 따라 수입 

브랜드에 대한 선호 현상이 보편화 됨. 20대 까지 

확대된 수입 브랜드 구매 계층의 다변화. 9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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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 Fendi 365(이태리) / 쁘렝땅 백화점, 직수입 

         리바이스/리바이스트리우스코리아, 직진출 

1994 - DKNY(미국) / (주)데코 직수입, 백화점 유통 

1996 - 질샌더 / 지현통상 직수입 

          아디다스(독일) / 아디다스, 직진출 

1997 - 돌체앤가바나 / 신세계 인터내셔날, 직수입 

1998 - 구찌(이탈리아)/ 구찌그룹 코리아 , 직진출 

후반 할인점을 중심으로 저렴한 자체 브랜드 형성. 

가격 경쟁력을 가진 브랜드의 할인점 활성화. 

 

200

0 

2001 - 망고(스페인인) 

2002 - 버버리(영국) / 버버리코리아, 직진출 

2003 - 마크제이콥스 

          무인양품(일본) /무인양품, 직진출 

2005 – 유니클로 

2007 – 꼬르소꼬모 / 제일모직, 청담점 

2008 - D&G / 신세계 인터내셔날, 직수입 

          자라(스페인) 

2009 - SPAO(내셔널브랜드) / 이랜드,  

          라움/LF(전 LG패션) 

디자이너 제품, 수입 명품이 로드샵, 백화점을 

중심으로 유통. 2000년대 중반부터 SPA 브랜드의 

대거 등장.  

2010 2010 - 셀린느/ 한섬 

          H&M(스웨덴) 

2012 - 에잇세컨즈 (내셔널 브랜드) / 제일모직 

    어라운드 더 코너  

디자이너, 수입 명품, 해외 디자이너의 제품이 

인터넷과 홈쇼핑을 중심으로 유통됨. 편집숍 

형식의 브랜드 등장.  

[표 3-9] 의류 브랜드의 생성과 시장환경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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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60년대  

 

60년대 말까지는 저임의 노동력이 패션산업에 투입되면서 

노동집약적 특성이 강한 의류패션 산업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었다. 또한 

물자가 모자라던 시대 으며 기술역량이 부족하던 시대 기 때문에 

당시 의류시장은 제조업체의 제조 공정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 

양말, 신발, 수건 등을 제조하는 공업사의 이름이 곧 상표가 되었으며 

제조사가 많지 않아 하나의 상표가 그 제품의 전부를 의미하는 

시대 다.  

동양섬유 공업사의 가정표 양말, 태화 고무 공업사의 말표신발, 

송월 타올, 협립우산 등이 이 시기에 있던 상표 다. 60년대에 고급 

의류는 대부분이 맞춤옷이었다. 그 외에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기성품들은 매우 저렴한 낮은 질의 

상품이었으며 별도의 의류 브랜드와 같은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다. 당시엔 개별 샵의 

오너인 디자이너의 이름값이 지금의 브랜드 

개념에 해당했다고 볼 수 있다.  

최초로 의류 상표로 신문에 보도된 것은 

1966년 와이셔츠를 판매하던 ‘시대복장’에서 

만든 시대복장 사자표65이다. 하지만 이 역시 

당시 제조회사를 표시하는 상표로서의 의미 

                                                
65 이 상표는 시대복장사의 창립 23주년을 맞아 1965년 19월 11일 등록번호 1674호로 

등록되었다. 

[그림 3-2] 가정표 양말, 말표 신발광고 

[그림 3-3] 1966년 

시대복장사자표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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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의류 브랜드의 부재는 60년대 저임금 중심의 노동환경과 

열악한 물자라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을 배경으로 한다. 70년대 초반까지 

경공업 중심의 수출산업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당시 의류는 브랜드의 

유무를 막론하고 의류의 형태만 갖추고 있어도 구매와 판매가 이루어질 

정도 다. 66  즉, 당시는 제품이라는 물자 자체를 갖는데 의미가 있었고 

브랜드가 가진 차별성의 개념이 두드러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정부의 본격적인 수출 드라이브 정책이 

시작되었다. 동시에 섬유산업 특별법으로 인해 세제, 금융, 수출 절차의 

간편화, 기업가의 경제적 생산설비 확대, 종합상사의 발달 등이 

나타났다. 이러한 환경은 OEM 방식을 통한 수출을 증대시켰고. 67 

시장에서 브랜드가 형성되는 질적인 성장이 아닌 양적인 성장이 

중점적으로 일어났다. 

 

2)  1970년대  

 

73년 한 신문기사는 T 셔츠를 소개하는데, T셔츠라는 제품의 

편의성을 설명하고,  ‘T를 생산하는 건 군소업체들이며 특별히 권할만한 

상표가 없다.’ 라고 

서술한다(매일경제, 1973-10-

13). 68 즉, 70년대 초반에도 

여전히 제조업 중심의 시장이 

국내에 형성되어있으며 

브랜드나 상표가 성장하기 

열악한 환경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78년의 신문기사에서는 

당시의 소비문화를 엿볼 수 

있다. 당시에는 명동과 충무로 

                                                
66 김상진, "해외 브랜드 도입기업과 국내 고유브랜드 보유기업의 성장성 비교연구" (漢

陽大學校 經營大學院, 2008), 24. 

67 Ibid., 24. 

68 “T샤쓰,” 매일경제, 10월 13, 1973.  

[그림 3-4] 1978년 명동거리의 쇼윈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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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의 고급 양장점과 양품점은 최신 유행을 창조하는 곳으로 여겨졌다. 

당시 명동은 30-40대의 부유한 주부들이 호사와 부귀를 자랑하는 사치의 

전시장이었다. 이들은 이 지역의 유명 양장점에서 디자이너의 제품을 샀다. 

그 당시 양장점의 명성이나 디자이너의 위상이 현재의 브랜드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었으나, 이 역시 브랜드 개념이 형성되기 이전임을 

보여준다.  

이런 양장점에는 외제품을 진열해 놓지는 않지만 구비해 두고 있어 

이를 고객이 찾을 경우 가져왔다. 또한 명동의 미용실과 의상실에서 

수된 외제품을 전화로 주문하면 구입할 수 있었다. 즉, 이시기 양장점의 

핵심 역할은 최신 유행의 제품을 소개하고 일반적으로 접할 수 없는 

제품을 구비해 놓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로 고관 부인이나 재벌 

부인들이 이를 주문했다. 외제 브랜드 제품은 그 시기 보석류와 함께 

일종의 투기 대상이자 사치품으로 여겨졌다.  

위 내용을 보도한 뉴스에서는 이를 “못 살았던 과거에 대한 보상 

심리나 돈 이외의 다른 것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의 허세 심리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잔재주로 떼돈을 벌어 돈의 값어치를 모른 채 

낭비하거나 또 다른 투기를 위한 환물 심리 등이 작용한” 사치 풍조로 

서술하고 있다. 이는 당시 브랜드의 의미를 지닌 제품이 일반화되지 않은 

극 상류층에게 허용된 문화라는 것을 알 수 있다.69  

70년대 후반 기술 도입, 혹은 유통 계약을 통해 조금씩 국외 

브랜드가 국내에 유통되기 시작한다. 해외 브랜드 제품이 도입되면서 

의류시장에 브랜드의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또한 경제성장과 

유통구조의 개선을 통해 소비 상황이 훨씬 나아졌으며 외제 브랜드를 

구입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해외 브랜드가 유통되기 막 시작한 때에 

브랜드는 해외에서 들어온 ‘값비싼 명품’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상류층에 

제한된 것으로 여전히 브랜드의 개념이 국내에서 생성되거나, 일반인에게 

대중화되기는 어려운 환경이었다. 이 시기 여전히 국내 자체적 브랜드는 

형성되지 못 했다.  

1978년 4월 5일 신세계 백화점이 프랑스의 피에르 가르뎅과 

기술도입 계약을 통해 상표 사용과 디자인 패턴을 받아서 생산할 수 있는 

                                                
69 "百萬 (백만 ) 원 밍크코트 3 百萬 (백만 ) 원팔뚝시계 1 百萬 (백만 ) 원라이터 14

萬 (만 ) 원허리띠사치風潮 (풍조 )," 동아일보, 11월 18, 197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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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체결한다. 그해 남 은 크리스챤디오르를 수입한다.70 1978년 8월, 

미국에서 원미섬유가 와이셔츠 브랜드인 맨하탄 상표를 들여왔다. 같은 해 

9월 삼성물산도 피에르가르뎅의 한국대리점 계약을 체결한다. 79년 존 

헨리가 들어오고,71 그 외에 79년에서 83년까지 4년 동안 프랑스의 이브생 

로랑, 국의 슬래진저 등의 국외 브랜드가 들어왔다. 70년대 말 

급작스러운 국외 의류 브랜드의 증가는 국산 제품의 품질 향상과 수출 

촉진을 위해 정부가 외국 유명상표 도입을 장려하면서 발생했다. 75년 

이후에는 성장한 내셔널 브랜드를 중심으로 백화점과 대리점에서 의류가 

유통되었다. 

 

3)  1980년대 

 

1980-90년도에는 백화점 유통망이 

확대되게 되면서 국내 유통환경이 

대대적으로 변화한다. 이는 의류 쇼핑 

환경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는데 특히 

한국의 명품 브랜드가 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백화점의 차별화 

전략으로 인해 한국 백화점에 디자이너 

브랜드가 입점하면서 일반 의류와 

차별화 되는 브랜드 개념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80년대 한국의 패셔니스타들은 럭셔리 상품 중에서 수입 

브랜드를 많이 소비하지 않았다. 특히 의류의 경우 대부분 한국 

디자이너의 옷을 입었다. 더구나 40대 이하의 소비자들은 주로 한국의 

브랜드를 이용하 다. 72  이러한 미디어의 향과 소비성향은 국내 

브랜드가 형성되는 배경이었다. 

                                                
70 “衣類(의류)등기술도입계약佛(불)피에르·가르뎅社(사) 한국進出(진출),” 매일경제, 4

월 6, 1978. 
71 “패션업체 海外商標(해외상표)도입 실태 총220여개국내市場(시장) 상륙,” 매일경제, 8

월 6, 1991. 

72 한지희, "국내 수입브랜드의 특성과 현지화전략과의 관계연구" (연세대학교 생활환경

대학원, 2006), 37-38. 

[그림 3-5] 1989년 백화점의  

청바지 매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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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 초에는 88 서울 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외국 스포츠화 브랜드가 대거 입점한다. 나이키는 

81년 풍 과 합작으로 1981년 11월 19일 생산되기 

시작했다. 그 외에도 미즈노, 아디다스, 푸마, 

프로스펙스 등의 브랜드가 도입됐다. 1980년대에는 

스포츠 문화 붐이 일며, 시장 규모가 확대되기 

시작했다. 1984년의 스포츠 용품 시장은 2천억 원 

정도의 규모 으나, 88 올림픽까지 매년 40% 이상 

성장, 6천억 원 규모에 이를 것이라 예측되었다. 

이는 스포츠 브랜드가  88 올림픽에 대비해 각 

기업이 자사의 상표를 선전하고 제품 이미지를 부각하고자 하는 전략 

때문으로 분석된다.73 또한 80년대 초반 외국 유명상표 취급점이 증가하며 

80년대 초반에는 국내 상표와 해외 상표의 시장 확보전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 시기 대표 브랜드는 반도패션이 82년 상표와 기술 계약을 통해 

선보인 진과 티셔츠 등 캐쥬얼 브랜드 ‘조다쉬’ 다.74 

83년 한 기사를 따르면 83년 기준 국내 

상륙한 해외 브랜드는 30여 가지에 이르렀다. 

이러한 해외 브랜드의 진출은 소비자들이 

브랜드 개념을 접하는 기회가 되었지만 이는 

일부 브랜드가 국내 대기업의 유통망을 통해 

들어온 것으로, 여전히 제한적인 것이었다. 

80년대까지 한국의 의류시장은 해외 시장과의 

분명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75  70년대 

후반기 경제 성장으로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형 

상업시설이 일반화되기 시작한 것이 80년대 

백화점을 통한 브랜드 유통을 유발했다. 그러나 

여전히 80년대 후반까지도 해외 상표는 

수입품이자 고가의 물품으로 호사품 취급을 

받았다. 또한 브랜드에 대해서도 브랜드 상표가 

                                                
73 “88 서울 올림픽 유치계기 外國(외국) 유명 스포츠靴(화)가 몰려온다,” 매일경제, 11월 

10, 1981. 

74 “88 올림픽 장외열기 스포츠 용품 판매전 격화,” 경향신문, 4월 20, 1984. 

75 한지희, "국내 수입브랜드의 특성과 현지화전략과의 관계연구.", 37-38. 

[그림 3-6] 1982년 조다쉬 

청바지 국내 생산 

[그림 3-7] 1987년 베네통 

상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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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겼는지 홍보하는 신문기사와 광고를 볼 수 있을 정도로 76  당시 

브랜드의 개념은 익숙하지 않은 것이었다. 

국내 업체가 외국 유명 상표업체와 제휴하여 선보이는 상품은 80년대 

후반이 되어 범람하게 된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외제 상표 도입이 

90년대까지 계속되며 지속적인 사회문제 는데, 당시 피에르가르뎅, 

지방시, 니나리찌, 크리스찬디오르, 기라로쉬 등의 상표에서 특히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그 외에도 랑방 등의 상표가 있었다. 이들은 가정표 양말, 

송월 타월, 협립 우산 등 그동안 국내에서 신뢰받던 국내 상표를 대체하기 

시작했다.77  

이 시기엔 브랜드 선호 증상과 브랜드에 의한 차별화 기능이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소비자들은 브랜드에 익숙해지고 이를 찾아 

소비하기 시장하며 브랜드는 개성의 표현이 된다. 이는 70년대 중반부터 

형성된 브랜드 개념이 80년대 후반에 이르러 정착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80년대 후반까지 수입품들은 국산품보다 2-3배, 5-10배 

비싼 가격을 형성하 다. 당시 이러한 수입품의 소비는 일부 계층에 

국한된 것이었고 값비싼 외제품은 격조 높은 선물로 여겨져 선물을 위해 

수입품을 구매하는 행태가 나타났다. 78  그럼에도 수입자유화의 확대로 

소비자들의 외제 선호심리가 자극되었다.  

80년대 해외 메이커의 제품이 본격적으로 수입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은 84년 7월 기술도입 자유화 시책의 시행과, 85년 7월 수입 자유화 

조치가 취해졌기 때문이다. 이후 해외 직수입이 증가하 다. 86년 7월에는 

상표 도입이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변하 다.  88년 이후로는 수입 

완제품의 도입이 본격화되었고 그에 따라 수입품 전문상가가 형성되었다. 

남대문 시장의 수입품 전문상가와 대도 상가의 C.E동, 남도 종합상가, 

숭례 수입품 상가 등이 등장하 고 고려 빌딩 3층에 소려 수입 상가, 

남일 수입 상가들이 잇따라 개장되었다.79 

88년 이후로는 캐주얼 시장이 호황을 이루면서 의류 제품의 구입이 

용이한 대리점 형태의 사입 전문 패션 전문점이 등장했다. 95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에는 소비자의 구매환경 변화가 일어나 한 공간에서 다양한 

                                                
76 “상표에 대한 안내말씀,” 동아일보, 7월 21, 1987.  
77 “物価(물가)심상찮다 (3) 하루가다른衣類(의류) 잡화값,” 동아일보, 1월 18, 1989. 
78 “百貨店(백화점)「호화外製品(외제품)」잘팔린다,” 동아일보, 12월 28, 1987.  

79 “88 새風俗図(풍속도) <8> 輸入(수입)상품 홍수,” 매일경제, 12월 20,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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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원스톱 쇼핑의 패션빌딩 형태의 전문점이 

등장했다. 1980년대 패션 전문점의 개념이 등장해 백화점이 신용과 물건 

종합화를 이룬 유통 중심의 공간이라면, 전문점은 상품 이외의 특별한 

요소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만족감을 상승시켜주는 공간이다.80 

 

4)  1990년대  

 

1991년, 국내에 도입된 신사, 숙녀 의류 및 피혁, 액세서리 분야의 

외국 상표는 직수입과 라이선스 생산을 합쳐 모두 220여 개 다. 이는 

8년 전인 83년에 비해 3배 정도로 증가한 수이다.  

90년대 중반에는 유통시장 개방의 향으로 수입 브랜드의 도입이 

강화되었다. 81  90년대 중반부터의 개방 제도와 94년의 경기 회복 기간을 

통해 수입 브랜드의 꾸준한 도입이 나타났다. 아래의 표는 90년 당시 

의류시장의 시기별 국내외 브랜드 비율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는 

91년에서 94년에 이르며 수입 완제품 브랜드의 국내 도입과 라이선스 

브랜드의 신규 출점이 급증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82 

[표 3-10] 해외 의류 브랜드 시장 규모83 

 

                                                
80 권량숙, "퓨전 스타일을 適用한 패션 셀렉트 샵 室內디자인 計劃에 關한 硏究" (홍익대

학교, 2001). 1.6 

81 “패션업체 海外商標(해외상표)도입 실태 총220여개국내市場(시장) 상륙,” 매일경제, 8

월6, 1991.  

82 이종명, "유통시장 개방화와 해외 의류브랜드에 관한 연구," [A Study of an Opening 

in distribution Market and Foreign Branded Clothing.] 服飾 -, no. 33 (1997). 94. 

83 Ibid., 94. 

 국내브랜드 
라이센스 

브랜드 
수입완제품 

국내브랜드+라이센스 

브랜드 

1991   3.90% 96.10% 

1992   4.70% 95.30% 

1993 75.4 17.30% 7.30%  

1994 70.70% 18.50% 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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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의 해외 브랜드 선호 증상은 사회 문화적 배경의 향을 

많이 받았다. 90년대 이후 스타일리스트라는 직업군의 발달은 수입 

브랜드가 매체를 통해 소개되는 비중을 증가시켰다. 국내 유명인사들이 

해외 브랜드의 의류를 소비하는 경향도 80년대에 비해 훨씬 증가하 다. 

90 년대 중반에는 할리우드 셀러브리티의 의상이 화제가 되고 이를 따라 

하는 트렌드가 나타났다. 이런 미디어를 통한 패션 정보의 유통과 개성을 

중시하는 신세대의 경향이 결합되어 90년대 해외 브랜드의 소비를 

강화시켰다. 또한 신세대층으로 인해 수입상품을 찾는 인구 저변이 

확대되고, 소비자층이 다변화되었다. 이전에는 시장의 주도세력이 

경제력을 가진 중상류층의 40~50대 으나, 90년대가 되면서는 20대도 

수입 의류 상품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경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리고 소비자의 구입 의식이 가격 비교 위주에서 자신의 기호를 

중시하는 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84  이는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해외 

브랜드 제품이 소비되는 기반이 되었다.  

한편 90년대 후반에는 의류 할인점들을 중심으로 국내 자체 브랜드의 

성장이 강화된다. 1996년 킴스클럽, E마트, 그랜드 마트 등 할인점들이 

자체 브랜드 의류를 파는 매장을 선보 다. 이를 바탕으로 1996년 당시 

국내 의류 브랜드는 총 1,081개에 달했다. 이 중에서 해외 완제품 수입 

및 도입 브랜드,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차지하는 하이패션은 95년 

기준 전체 시장의 35%를 점하고 있었다.85 

이는 IMF를 전후로 한 경제침체가 원인이었다. 외부 브랜드의 경우 

제품의 값을 인하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할인점에서 저가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대안으로 자체 브랜드를 만들었다. 86  1998년에는 극심한 

불경기로 인해 의류업계가 큰 설움을 겪었다. 당시 대형 업체는 유통망을 

대거 철수하며 300~30여개 매장이 줄어들었으나, 대신 할인점에 입점한 

패션업체들은 오히려 조금 늘어났다. 이는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에 따라 저가의 제품이 선호되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당시 

중저가 브랜드는 매출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가격과 지명도가 높은 수입 

브랜드와 내수시장의 고가브랜드는 오히려 매출 호조를 보 다. 이는 경기 

침체로 인해 저소비층의 소비가 줄어듦에 따라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 

                                                
84 Ibid.p.99 

85 “국내 의류브랜드 총 1,081개,” 매일경제, 2월 23, 1996. 

86 “의류할인점 '자체브랜드' 개발 붐,” 동아일보, 3월 30,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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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87 

[표 3-11] 국내 인터넷 쇼핑몰 시장 성장88 

두 번째 유통환경의 변화는 인터넷 쇼핑환경의 등장이다. 90년대 

중반을 거쳐 말에는 인터넷 쇼핑몰이 소비자들의 삶에 자리 잡게 된다. 

롯데백화점에서 96년 첫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했다. 신세계 백화점은 

97년 신세계 사이버 쇼핑몰을 개설했다. 현대 인터넷 백화점은 98년 2월 

개설됐다. 이들은 개점 첫해에 5-8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바로 두 번 째 

해에는 10억 원을 넘기는 매출을 올릴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다. 89  

96년부터 시작된 사이버 쇼핑몰 시장은 빠르게 확대되어 99년에는 100여 

개 이상이 개점하게 된다.90 

90년대 말 이러한 인터넷 쇼핑몰의 등장은 IMF 이후 위축된 

소비심리를 가진 소비자들과 결합하며 보다 싼값에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강화시켰다. 이런 배경 아래에 국내의 패션 

유통방식은 대리점과 백화점, 전문점을 거쳐 현재는 대형 할인점,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이 강화되고 있다. 더욱이 세계적인 유통업체들과 통신 

판매사들 마저 국내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서 기존의 유통망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가격에 소구하는 방식으로 대형할인점을 내놓거나, 구색에 

소구하는 방식으로 편집숍 형태의 멀티 브랜드샵을 내놓으려고 하고 

있다. 91 이러한 유통환경 변화의 핵심은 기업과 생산자 중심의 유통 

단계에서 소비자의 기호와 입맛에 맞는 방식으로 변화해 점차 소비자 

                                                
87 “의류업체 대거 좌초…브랜드 절반은 사라져 98 패션업계 회고,” 매일경제, 12월 31, 

1998.  

88 윤현주, "국내 인터넷 패션 비즈니스의 현황 및 발전방안" (연세대학교 생활환경대학

원, 2000). 9. 

자료원은 LG 증권의 1999년 3월 자료이다. 위 논문의 필자가 편집한 표를 인용했다. 

89 Ibid., 6 

90 Ibid., 6 

91 Ibid., 14-15 

연도 1996 1997 1998 1999 2001 

인터넷 가입자 수 (천명) 700 1,250 2,350 7,200 15,400 

전자쇼핑 시장규모 (억원) 14 65 170 810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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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92 

 

5)  2000년대 & 2010년대 

 

2000년대에도 브랜드의 생성과 소멸은 꾸준히 나타났다. 해외 브랜드 

시장이 포화 상태임에도 새로운 브랜드가 꾸준히 나타났다. 그중에서 SPA 

브랜드와 편집샾 브랜드가 새롭게 등장한다. SPA 브랜드는 백화점 등의 

유통을 거치지 않고 직매장으로 운 되는 브랜드를 말한다. 덕분에 

트렌드를 빠르게 반 해 저가의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특징이며, ‘Fast 

Fashion’이라고도 부른다. 2001년 국내에 처음으로 스페인의 SAP  

브랜드인 망고가 국내 시장에 진출했다. 그러나 이 시기엔 고마진 정책의 

백화점 중심 유통환경과 높은 부동산 가격을 가진 핵심 상권 

때문에 SPA가 큰 성공을 거두지 못 했다.93 

이런 환경은 2000년대 중반부터 변화했다. 2005년 유니클로를 

시작으로 2008년 스페인의 자라, 2010년 스웨덴의 H&M 등이 국내에 

속속 진출했다. 국내에서도 이랜드가 2009년 캐주얼 SPA 브랜드 

'스파오'를 시작으로 여성 캐주얼 '미쏘', 속옷 SPA 브랜드 '미쏘시크릿'을 

론칭했다. 삼성그룹의 제일모직은 2012년 에잇세컨즈를 론칭했다.  

이는 2000년 이후 계속 되어온 장기 불황이라는 경제적 여건을 

                                                
92 Ibid., 14-15 

93“SPA 10년 패션시장 판도를 바꾸다,” 연합뉴스, 11월 1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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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국내 SPA시장 규모 추이 (아시아투데이 201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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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으로 한다. 또한 IMF 이후 소비자들에게 자리 잡은 합리적인 소비 

패턴이 SPA 브랜드가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2000년대  

후반부터는 다각화된 유통채널과 병행수입 허용 등의 제도들이 나타나 

수입 브랜드들의 진출을 용이하게 만들었다.94   

또한 2010년에도 전 세계적인 장기 침체 분위기가 계속되면서 

소비자들의 구매력은 떨어지고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중요해졌다.  SPA 

브랜드의 경우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빠른 유통을 통해 트렌드를 

즉각 반 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젊은 세대의 패션 감각과 유행에 대한 

욕구는 만족시켜 줄 수 있다는 점은 SPA 브랜드의 성장을 가속시켰다.  

SPA 브랜드의 강세에는 또한 소비문화의 변화가 기반되어있다. 

과거에는 좋은 옷을 사서 오래 입었다면, 현재는 마치 패스트푸드 처럼 

저렴한 제품을 빠르게 소비하고 재구매하는 소비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정보 통신의 발달과 함께 빠른 정보의 유통으로 쉽게 유행이 

변화하는 것 역시 한몫을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마치 

패스트푸드를 먹듯이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빨리 소모하고 재구매에 

나서고 있다.  

더욱이 20-30대 젊은이들과 지갑이 가벼운 학생들의 패션 소비가 

증가하면서 이런 소비 성향이 강화되고 있다. 아래 2014년 기사의 소비자 

인터뷰는 새로운 소비성향을 반 하고 있다.  

“예전에는 비싼 옷을 사서 아껴 입었는데 요즘은 저렴한 SPA 제품을 

입다가 조금 낡으면 버린다. 고가 제품이라도 오래 입으면 유행에 

뒤처지기 마련인데 SPA 제품은 금방 새로 사기 때문에 스타일을 내기엔 

더 좋다."95 

SPA 브랜드 외에도 2000년대 중반부터 편집샾 브랜드가 등장하게 

된다. 편집숍은 의류 및 의류 소품 등 특정 아이템에 관해 여러 브랜드를 

수집해 모아놓은 매장을 의미한다. 그중에선 아예 토털 코디네이션이 

가능할 정도로 모든 패션 아이템을 갖춰 놓은 매장도 있어 이를 라이프 

스타일숍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국내에서 편집숍이 본격화 된 것은 

2004년 신세계 인터내셔널 분더숍이 오픈하면서부터이다. 최근에는 중견 

의류업체인 FnC코오롱과 제일모직이 편집숍 브랜드 '시리즈'와 '폴659'를 

                                                
94 염지훈, "수입 브랜드의 한국 브랜드 대체 현상과 원인" (울산대학교 대학원, 2012). 

37-39. 

95 “SPA 10년 패션시장 판도를 바꾸다," 연합뉴스, 11월 1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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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론칭했다.  

편집숍은 의류만 구비해 놓는 브랜드 매장이 아니라, ABC마트와 같은 

신발 전문 혹은 청바지숍, 주얼리숍, 가방숍 등 다양한 액세서리와 소품을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 일부 편집숍에서는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푸드, 

리빙, 키친, 아트 등 다양한 카테고리를 패션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다양한 카테고리를 종합한 매장 간의 컨버전스 마케팅이 

나타난다. 96 초기엔 백화점을 중심으로 고가의 수입 브랜드에서 편집숍이 

먼저 형성되었으나 점차적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편집숍 매장들이 

증가하고 있다.97 

편집숍이 등장하게 된 첫 번째 배경은 업계의 포화상태로 분석할 수 

있다. 백화점 업계가 포화상태가 되면서 브랜드 중복 현상이 큰 문제가 

되었고, 브랜드의 구성 수량을 확보하는 과거의 전략이 사라지고 차별화된 

상품 구색을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 즉, 브랜드의 양적인 증가가 

아닌 질적인 증가가 중요해지게 된다. 또한 각종 할인점의 증가로 

백화점의 매출 하향세는 소비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단독 브랜드를 

론칭하게 만들었다.  

여기에 IT의 발달로 트렌드의 전파 속도가 증가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안목과 감각이 점점 높아지게 된다. 또한 할인점과 인터넷 

쇼핑문화의 증가로 인해서 가격 경쟁력 이외의 요소로 소비자를 오프라인 

매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매력적인 상품의 중요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런 환경이 개별 기업이 차별화를 위해 직매입, 자체 상품 개발에 

몰입하게 만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96 엄경희 and 표재연, "연구논문 : 국내 패션산업에 나타난 유형별 컨버전스 숍 사례 연

구," [Research Reports : A Case Study on Convergence Shop by Type in Fashion.]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0, no. 3 (2014). 382 

97 "난 멀티숍서 원스톱 쇼핑한다,” 매일경제, 3월 1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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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전기·전자 브랜드  

가.	 전기·전자 브랜드의 생성과 시장환경 변화 

전자 브랜드의 경우, 수많은 제품의 개수와 브랜드를 모두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생성된 브랜드 공간 항목에 시기별로 등장한 특정한 형태의 

매장을 나열하고 시장 환경 변화 항목에 당시 시장 변화의 핵심이 된 

제품과 제품 출하 시기, 형성된 전자제품 시장의 환경을 서술하 다.  
 

 

시기 생성된 브랜드 공간 시장 환경 변화 

1960 동양 전파사, 태양 전파사, 문화 전파사 등 

각종 전파사 

초반-스테레오시스템 개발, 오디오 시장 형성.  

후반-국내 냉장고 개발로 냉장고 보급이 시작되며 해외 

TV 제품이 일부 계층에 보급. 미군 PX, 해외 방문객들에 

의해 외제 가전제품 일부 도입.  

1970 엔젤사(충무로), 기쁜소리사(충무로) 등 

전파사 및 특약점 

냉장고,  TV, 라디오, 전축 등 생활 가전이 일반화. 

가전제품의 국내시장 활성화.  

1979년  Sony Walkman 발표 

1980 86-용산전자 전기제품 판매단지 조성 

88-전자전문양판점 전자랜드 개점. 

89-GE 전시판매장 / 대치동,  

89-텔레풍겐(독일) 

89-필립스(네덜란드) 전시판매장 

소니(Sony), 마쓰시타(Mastsushita), 산요(Sanyo), 

Sharp(샤프) 등 일본 브랜드 제품이 인기. 해외 

여행자들에 의해 반입된 외제 Walkman, 캠코더 등이 

중고품으로 판매. 국내 전자제품의 성장.  

1990 93 -  Emart 등장 

99 – 용산 전자랜드에 해외브랜드 판매점 

개설(소니, 히타치) 

초반- 유통시장 개방으로 일본 전자제품의 도입 가세. 

외제 워크맨, 카메라 제품의 보급 일반화.  

후반 – 국내 정보통신 사업의 성장, 휴대폰, Mp3, PC 

시장의 활성화. 삼성전자, 삼보컴퓨터, 금성사 등 국내 

전자제품 브랜드 고속성장. 1999년 TTL런칭. 

2000 01 - Sony wings / Sony 직영 1호점, 부산  

09 – 삼성 모바일샵 

      프리스비/ 금강제화, 강남 

PC와 노트북 시장의 성장. 2002년 블랙베리를 시작으로 

2000후반, 2007년 아이폰으로 애플의 급속도 성장과 

스마트폰 시장 형성 

2010 11 – Imagine / SK 텔레콤, 강남 

14 – 애플민트 / 인사동 

2011애플 아이패드 발표. 스마트폰, 태블릿  PC 중심의 

IT기기와 악세서리 패션잡화 시장 성장.  

[표 3-12] 전기∙  전자 브랜드의 생성과 시장환경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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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기·전자 브랜드의 발달 

1)1960년대  

1960년대 대중에게 가장 잘 확산된 전자제품은 라디오 다. 국내에서 

최초로 라디오가 개발된 것은 금성사의 A-501(1959년 생산) 다. 60년대 

초반 스테리오 시스템이 막 국내에 소개되던 60년대 초반에는 오디오 

하드웨어와 소프트를 취급하는 전음사, 애음사 등이 유명했다. 60-

70년대에는 문화 소리사, 입체음향사, 락 소리사, 문화 전파사 등 에서 

오디오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취급했다. 그 외의 전자제품은 전파사에서 

판매했는데 전파사는 기본적으로는 콘센트, 전선 등 각종 전기 소모 

제품을 판매하며 전자제품의 수리를 맡아서 해주고, 전구부터 

가전제품까지 가정용 전기재료를 판매하는 곳이었다. 

68년자 신문기사를 통해 당시 전자제품의 보급률을 보면, 이즈음 

전축은 매우 일반화되고 냉장고는 60년대 후반까지도 생필품이 아닌 

귀중품으로 대우받았다(매일경제 1968.03.28). 카메라의 경우 

사치품으로서 1백 가구 중 1대 꼴 되는 정도로 보급되어 있었다(매일경제 

1968.04.13). TV의 경우, 68년 3월경까지 서울의 12가구당 1대씩 tv를 

보유하고 있는 정도 다.  

냉장고가 생활화된 것은 66년 금성사에서 냉장고를 개발한 이후이다. 

이후 68년 대한 전선, 69년 신한일 전기 등의 업체에 의해 국내 생산 

냉장고가 보급되기 시작했다. 60년대 중반까지 가전제품은 해외에서 

들어온 매우 고가의 제품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제품 자체로도 큰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특히 전자 제품이 보편화되지 않았기에, 브랜드에 따라 

제품을 구분하는 인식이 형성되지 않았다.  60년대 중반 외산과 국산 

전자제품이 시장에 함께 나타났다. 그러나 이 시기까지 외국 전자제품은 

[그림 3-9] 다양한 전파사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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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미군 px에서 유출된 것이나 외국 유학생, 외교관들이 가져온 

것이었다. 해외에서 들여온 전자제품은 '외래품'으로 단속의 대상이 될 

정도로 드물었다(1964.09.12. 경향신문). 60년대 중후반부터 외산과 국산이 

함께 시장에 나타났으며, 60년대 후반에야 Shaip (샤프), 제너럴 

일렉트로닉 사 등 해외의 TV제품에 대한 광고가 나타나기 시작했다.98 

 

2)  1970년대  

 

1970년에 들어서 TV, 냉장고 등 생활가전을 중심으로 외제품 도입이 

활발해지고, 7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TV와 냉장고, 라디오, 전축 등과 

같은 가전제품이 가정마다 널리 보급되었다. 제품의 보급과 광고를 통해서 

소비자들은 외제 브랜드와 국내 기업의 제품을 접하게 되었으나, 역시 

제품과 기업의 브랜드가 접하게 연결되어있지 일련의 제품들이 기업별 

브랜드로서 인식될 정도는 아니었다. 70년대 이후 새마을 운동과 함께 

삶의 현대화로 인해 전파사는 성황을 이루었다. 이 시기 브랜드 공간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물건을 판매하는 역할은 직 점들이 

등장함에 따라 줄어들었다.  

 

3)  1980년대 

 

80년대 중반에는 국산품 애용 운동과 국산품 질의 향상, 국제수지의 

악화 등으로 외제품 시장은 주춤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국내 전자, 

전기 제품 생산 업체의 성장기회가 되었다. 99  80년대 가지 가전제품은 

자체 대리점 유통망을 통해 판매되었다. 80년대 후반 용산 전자상가가 

들어서면서 국내 전자기업의 대리점이 대규모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 역시 

대형 총판 대리점을 통하여 공급되는 것이기에, 단일 유통업종으로는 

백화점이 가전제품의 유일한 다른 유통채널이었다. 때문에 삼성, LG, 대우 

등 국내 메이커가 제조와 유통을 장악하고 있었다. 100  백화점의 외제품의 

                                                
98  그림 3-9에는 왼쪽부터 1961.04.18, 1966.02.05, 1969.07.08 경향신문에 실린 전파사 

광고이다. 60년대 중반 전축에 대한 광고와 60년대말 국산, 외제 가전제품에 대한 

홍보를 알 수 있다. 

99 “輸入(수입) 상품이 안팔린다,” 매일경제, 3월 20, 1985.  

100 “가전 유통대전 막올랐다 (2)주도권은 누구에게,” 전자신문, 11월 1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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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서비스 센터가 부분적으로 설치되거나, 부분적으로 있어 일부 

유통업자가 개별적으로 들여왔을 경우 유통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공식적인 수입업체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국내시장 밖의 세계시장에서는 1980년대에는 소니(Sony), 

마쓰시타(Mastsushita), 산요(Sanyo), Sharp(샤프)가 가전을 기반으로 세계 

전자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다. 101  가전사업에서 일본의 기업들이 크게 

성장했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 국내에 직 점을 갖지 못하 다. 일부 일본 

브랜드가 80년대 중반 서비스 센터를 설립했다. 직 점은 없었지만 

80년대 전세계적인 일본 전자기기의 인기와 열풍은 전자제품 브랜드의 

개념을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소니의 워크맨은 전세계적인 인기를 끌었고, 국내에서는 80년대 초반 

소니, 내쇼날의 워크맨, 녹음기 제품이 크게 인기 다. 그러나 이들은 

해외 여행자에 의해 반입된 것을 종로, 충무로 일대와 세운 상가, 회현 

지하상가의 외제품 상가에서 재구입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보급되었으며, 

여전히 귀했으며, 대중적인 제품은 아니었다. 102  그러나 이는 고급 

브랜드로서 소비자들에게 각인되었다.   

80년대 중후반에는 국내에 대형 전자제품 유통센터가 들어선다. 이는 

국내 전자기기 시장에 큰 변화 다. 1985년 10월 용산 전자 단지 조성 

도시계획사업 수도권 심의가 의결되었다. 용산은 대규모 전자상가로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형성되었는데, 최종적으로 86년 개점하 다. 

용산 전자상가를 통해 전자기기를  각각의 브랜드를 기반을 둬서 

비교하고 구매하는 행동이 국내 소비자에게 자리 잡았다. 그 외 80년대 

후반, 89년 GE, 텔레풍겐(독일), 필립스(네덜란드) 등이 전시 판매장을 

개점하면서 전자 브랜드 별 브랜드 공간이 형성되었다.  

  

                                                
101 Chandler, Alfred D., Takashi Hikino, Andrew Von Nordenflycht, and 한유진. 전자산업 

100년사 : 소비자 가전 및 컴퓨터 산업의 발전사. (서울: 베리타스북스 2006), 14.  
102 “여행자搬入品(반입품) 크게줄어,” 동아일보, 3월 19,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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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990년대 

 

90년대 이전까지는 일본산 전자 제품 등은 대부분 수입으로 

공급되었다. 그러던 중 90년대 초 전자 시장은 기술제휴와 수입 계약으로 

일본 제품에 본격적으로 개방되었고, 이들의 향을 받기 시작했다. 

일본산 전자제품이 용산 전자랜드의 2층 

외국 제품 판매코너에 공식으로 입점되며 

소니점과 히타치점 등이 들어서게 된다. 

소비자들은 일본 제품을 통해 브랜드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게 된다. Sony사를 

인켈에서 수입 판매를 맡으며 워크맨이 

시내 곳곳에서 가두판매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카메라는 삼성이 미놀타, 아남이 

니콘, 금성이 캐논 동원이 펜탁스와 

기술제휴를 맺어 일제 열풍이 더욱 

거세어졌다.103  

 당시는 일본 제품에 대한 무조건적인 브랜드 선호 자세가 있었는데 

이는 제품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선호 자세 다. 당시 기사에서는 

이러한 선호가 합리적이지 않으며 국내 제품의 가격 생산성을 홍보하는 

문구를 엿볼 수 있다. 이 시기에 대형 전자유통센터 내부에 여러 해외 

브랜드의 대리점이 생기면서 이들끼리 서로의 브랜드를 부각하고 공간을 

찾은 소비자에게 차별점을 느끼게 하기 이해서 브랜드 공간의 개념이 

                                                
103 “流通(유통)시장 日本(일본)상품 봇물,” 매일경제, 2월 17, 1990.  

[그림 3-10] 국내 멀티미디어 
PC시장 추이 

214 860 

5,600 

12,00
0 

92년  93년 94년 95년 

(단위-억원) 

[그림 3-11] 전자랜드(좌, 매일경제, 1995.2.12),  

용산하이테크 플라자(우, 경향신문, 199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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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1995년 전자랜드 외관 

(매일경제, 1995.02.12) 

나타났다.104 

90년대에 들어서면 하이마트(1990)와 전자랜드(1994), 하이테크 플

라자(1994) 등 대형 전자 전문 양판점과 E-mart(1993), 홈플러스(1997), 

테크노 마트(1998) 등 대형 할인점 등 새로운 유통업종이 등장한다.  

1994년 용산 전자 상가에 전자랜드의 신관이 '하이테크플라자'가 

1994년 개장했다. 이러한 할인점, 양판점의 도입으로 90년대 후반 들어 

전자 관련 유통시장은 대형 양판점과 할인점 중심체제로 급격히 재편된다. 

대형 할인점에서는 각종 전자제품 매장을 품목별로 분리해 쉽게 찾을 수 

있고 가전부터 사무기기까지 원스톱으로 쇼핑할 수 있는 대규모 

종합시설이었다. 그 당시 혼수용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예비 부부들이 

찾았으며, 이벤트 홀과 종합 식당가 등이 위치해 가족단위 나들이 

공간으로 찾는 사람들이 많았다.105  

그러나 이 시기의 

상업공간을 살펴보면, 대형 

공간에 여러 브랜드의 제품이 

함께 나열되면서 각 브랜드의 

상업공간이 형성되기보다는 

사람들이 제품의 기능과 성능에 

따라 브랜드를 구별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12를 보면, 

해당 기업의 제품 위에 기업의 

BI가 표시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개별 상업공간이 

형성되지 않고, 제품을 구별하기 

위해 브랜드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는 직 점이 

아닌, 위탁판매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던 공간에 나타나는 

일이다. 

90년대 말에는 직 점의 

시대가 시작됐다. 해외 기업들은 

                                                
104 “멀티미디어 PC 보급 새해 100만대 돌파,” 매일경제, 1월 1일, 1995. 
105 경향신문, 1994-12-03, 용산 전자랜드신관「하이테크플라자」오픈 

[그림 3-13] 1999년 양판점의 소니매장 
(경향신문, 1999.9.30) 

[그림 3-12] 1996년 전자랜드의 모습 

(경향신문, 199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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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0년대의 위탁판매에서 벗어나 직판점을 열기 위해 국내 유통망을 

파고들기 시작한다. 이는 90년대 유통 개방을 배경으로 하는데, 93년 7월 

유통 3차 개방을 겨냥해 소니, NEC, JBL, 필립스 등 해외 전자제품 

브랜드가 대거 들어온다. 90년대 말에는 전자랜드, 테크노마트 등  대규모 

양판점에서 소니의 직판점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이들은 단순히 특정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각 업체의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제품 

라인을 선보이면서 그 브랜드가 제공하는 전기, 전자 제품의 스타일과 

서비스를 모두 보여주는 방식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고객들은 매장에서 

상품을 편하게 둘러볼 수 있고 사용해 볼 수 있었다. 각 기업은 자신들의 

직 점을 다른 브랜드와 차별하기 위해 큰 대형 간판을 적용했으며, 

기업의 대표 색상을 사용해 양판점을 방문한 고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간판과 배너 등을 설치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 TV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이 등장하면서 용산 

전자상가와 같은 대형 전자 매장의 저성장을 가져오기도 했다. 이들은 

용산과 같은 대형 전자 전문 매장처럼 한 공간에서 다양한 브랜드를 접할 

수 있다는 것은 같지만 15~20% 정도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전자 제품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90년대 본격적으로 성장한 이동통신 사업과 휴대폰의 상용화에 따라 

대대적으로 증가한 휴대폰 대리점은 전자 브랜드의 대표적인 상업 공간이 

되었다. 1984년 한국 이동통신 서비스 주식회사가 설립되고 1988년 

국내에서 최초로 휴대전화 서비스가 개시되었다.  이후 이동통신사업에 

대기업들이 진출하면서 본격적인 개별 브랜드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SK그룹은 1994년 최초로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하 다(97년 SK텔레콤으로 

사명 변경). 1997년 한국통신 프리텔(2001 KTF로 사명 변경), 한솔, LG가 

뒤이어 진출했다. 1999년 론칭한 SK의 TTL은 젊은 층을 이동통신 

시장으로 끌어들인 시발점이 되었다.106 

90년대 말에는 각종 휴대기기와 인터넷을 결합하는 다기능 

전자제품개발이 활성화되었다. 특히 휴대전화, MP3를 기반으로 한 국내 

시장 경쟁이 삼성, LG 정보 통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07  멀티미디어 

pc는 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보급화된다. 95년을 기점으로 1백만 대 

가정에 pc가 보급되었다. 삼성전자, 삼보컴퓨터, 금성사 등이 5대 pc 

                                                
106 “인터넷 접속 가전 는다,” 매일경제, 4월 5, 1999.  
107 “멀티미디어 PC 보급 새해 100만대 돌파,” 매일경제, 1월 1, 1995. 



 

 

 

 

95 

메이커에 해당했다.108 

 

5)  2000년대 

 

2000년 이후 정보 통신 기술은 더욱 고속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표3-13을 보면 2000년도에서 2001년을 넘어가는 동안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가 두 배 넘게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개인용 PC와 

노트북이 보급되며, 컴퓨터 시장의 경쟁이 더욱 강화되었다.  
 

2001년 애플이 1세대 아이팟을 발표하면서 전자기기 브랜드에서 

애플의 향력이 증가하게 된다. 2000년대 후반에는 스마트폰이 

개발되면서 모바일 시장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2007년에는 

애플사의 아이폰이 발표되면서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모바일 시장이 

재편된다. 스마트 폰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기기의 등장과 함께 

2000년대에는 ‘체험’을 핵심 키워드로 하는 디지털 전문매장이 각 브랜드 

별로 등장하게 된다. 또한 이들은 각 기업의 모든 제품을 모두 한 

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종합 판매 공간, 전문 판매 공간들의 유형이란 

특성을 보인다.  

2000년대 초반에는 국외 기업인 Sony가 2001년 최초로 직 점인 

SonyWings를 부산에 오픈하면서 이를 종합 판매 공간으로 구성했다. 

삼성전자는 2009년 11월 ‘삼성모바일샵’이라는 이름으로 삼성의 디지털 

기기 판매점을 종로에 오픈했다. 해당 매장에서는 삼성의 스마트폰 · 

태블릿 PC 등 모바일 제품을 체험해보고 구입할 수 있다. 2009년에는 

애플 프리미엄 리셀러인 프리스비가 역시 체험을 강조하는 매장으로 

강남점을 오픈한다. 여기에 이어 2012년에도 강남에 삼성 디지털 

플라자를 오픈해 모바일뿐 아니라 가전, 카메라 등 제품을 모두 볼 수 

                                                

 

109 정보통신부, IT통계 포털, www.itstat.go.kr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시내전화 21,932 22,725 234,490 22,877 22,871 22,920 

이동전화 26,816 29,046 32,342 33,592 36,586 38,342 

초고속인터넷 3,870 7,806 10,405 11,178 11,921 12,191 

[표 3-13] 2000년대 통신 서비스 가입자 수 증가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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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매장을 오픈했다. LG는 2012년 LG 베스트샵 강남점을 오픈했다.  

 

6)  2010년대  

 

2010년이 되면서, 전자 제품 시장에서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가 

보급되고 이에 따르는 액세서리와 부속품에 대한 수요가 커지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IT 기기 중심의 유통매장을 론칭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새로운 모바일 기기에 맞추어 증가한 새로운 수요에 따라, 

전자·통신·패션·잡화 등의 다양한 업종이 IT 유통사업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업종에 맞추어 핵심 제품이 다르지만 모바일 기기를 중심으로 

이에 해당하는 부속 제품 혹은 패셥잡화를 취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110 

2010년 5월 제일모직은 패션 IT 액세서리 브랜드 ‘아이잘(IZALL)’을 

론칭했다. 이 브랜드는 각종 모바일 기기의 케이스 등 액세서리를 제작, 

판매한다. 이동통신회사인 SK텔레콤은 2011년 8월 23일, IT 기기 전문 

브랜드인 이매진(IMAGINE) 을 론칭해 강남에 1호점을 오픈했다. 

이매진은 스마트폰, 노트북과 액세서리 및 충전기 등을 판매하면서 기기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컨설팅과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111 

한편 2010년을 넘어가면서부터 급변하는 모바일 시장에 따라 

2000년도의 많은 브랜드가 큰 변화를 겪는다. 스마트폰의 출시는 

애플사가 급성장하는데 기여했지만 한편 시장에서 도태된 노키아는 

2013년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된다. Sony도 2009년 이후 4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한다. 112  반면 화웨이와 샤오미라는 중국 IT 

제조업체는 저렴한 가격으로 업계에 등장한지 얼마 만에 2014년 3분기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3,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하게 된다.113  

 

 

                                                
110 “'IT유통업'에 뛰어든 통신·구두·패션회사” 조선비즈, 9월 2, 2011. 

111 Ibid. 

112 “[마켓 돋보기] 시장 주름잡던 소니·노키아 부활하나,” 부산일보, 7월 23, 2014.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40723000086 

113 “올해 뜨겁게 달군 IT 이슈 '10’,” 해럴드경제,  12월 18, 2014.  

http://gvalley.heraldcorp.com/detail.php?number=1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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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1절에서는 196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내 정황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변화 중 브랜드에 향을 미쳤을 요인을 알아보았다. 

2절에서는 각 업태별로 브랜드와 시장의 변화를 고찰했다. 이를 종합하여 

국내 브랜드 발달의 패러다임을 정리하면 브랜드 부재기, 브랜드 성장기, 

브랜드 패권기 3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다. 브랜드 성장기의 후반에는 

브랜드 패권기로 넘어가기 이전, 과도기 지점이 관찰된다.    

 

[그림 3-14] 브랜드 발달 패러다임 

3.1. 브랜드 부재기 

 

이 시기는 브랜드의 개념이 국내에 들어오기 전으로 대중적인 

브랜드를 가진 제품이나 업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때문에 브랜드 

부재기라고 명명한다. 브랜드 부재기는 1960년대에서 1970 중반 혹은 

후반까지의 시기로 부재기가 끝나는 시기는 업태별로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 이 시기엔 브랜드라는 개념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대신 

다수의 대중들에게 사용되는 보편화된 제품을 뜻하는 ‘상표’라는 개념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제품 자체를 가리키는데 그치고 브랜드라는 개념을 

갖지는 못 했다. 당시의 브랜드 개념은 제품명에만 한정되어 나타난다. 

전자와 의류의 경우 수품 혹은 해외에 이동하는 사람들에 의해 

개인적으로 들여온 일부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이 ‘메이커’라는 명칭으로 

호명되었다. 이렇게 반입된 브랜드는 소수 계층만 향유하 으며 일반 

대중들에게는 낯선 개념이었다. 

브랜드 부재기를 형성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요인은 다음과 

같다.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 첫 번째 요인은 열악한 국내 경제 환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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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브랜드의 경우. 부족한 물자로 인해 제조업 중심의 생산 환경이 

형성됐다. 이들은 제품 그 자체 이외에 브랜드와 같은 부가적 가치가 

형성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두 번째로는 유통망이 부족했다. 국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내 기업 보호 정책이 강력하게 나타나 해외 

브랜드가 도입되기 어려웠다. 또한 부족한 유통망으로 인해 해외 브랜드가 

국내에 들어오지 못 했다.  

사회, 문화 측면에서는 대중문화의 부재와 상류층, 지식인 중심의 

문화가 향 요소 다. 극소수의 상류계층만이 소비문화를 향유했다.  

 

3.2. 브랜드 성장기 

 

브랜드 성장기는 1970 중반 혹은 후반에 시작하여 80, 90년대를 

포함해 2000년대 초반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글로벌 기업의 브랜드가 

국내에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국내 소비자가 브랜드의 개념을 접하기 

시작한다. 또한 해외 브랜드가 국내 시장에 자리 잡으면서 점차 국내 

브랜드도 성장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브랜드 개념의 도입과 성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시기를 브랜드 성장기라고 명명한다. 일부 업태는 

국내 기업이 해외 브랜드보다 먼저 시장에서 브랜드를 형성하기도 한다. 

식음과 의류의 경우 해외에서 브랜드가 도입되면서 브랜드 개념이 

외부에서 내부로 유입된 반면, 전자의 경우 국내 업체의 성장이 더 먼저 

나타났다.  

브랜드 성장기를 형성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요인은 다음과 

같다. 정치, 경제적으로는 1970년대 국내 경제의 성장과 이로 인한 국내외 

유통망의 형성이 있다. 1970년대는 경부고속도로를 시작으로 하는 도로 

중심 유통망의 형성되었고, 급격한 경제 발달로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었다. 국외 브랜드는 기술 계약을 통해 국내에 간접적으로 도입되고, 

국내 기업들이 성장하여 브랜드가 등장하게 되었다.  

사회 문화적으로는 대중매체와 대중문화의 발달이 1970년대 중후반 

소비자들이 브랜드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TV 방송을 통해 접하는 

이미지는 소비자들에게 특수 브랜드를 고급문화로서 향유하고 싶어 하는 

욕망을 심어주었다.  

이러한 경제개발과 정치적 자유화, 그리고 이에 따른 소비성향 

증가와 소비문화 발달은 80년대에 더욱 가속화된다. 80년대 중반 3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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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 국제행사 개최 등으로 국내 경제와 소비자는 더 풍요로워졌다. 

해외여행 자유화와 스포츠 문화의 성장 등으로 인해 대중문화와 

여가문화가 발달하고 해외 문화와의 교류가 증가한다.  

 이 시기 브랜드 개념의 성장을 살펴보면, 70년대에는 ‘브랜드’의 

개념은 여전히 흔하지 않았고 상표의 개념이 더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80년대에는 다양한 국외 브랜드가 도입된다. 국내의 수많은 브랜드가 

성장하고 소멸하는 시기가 80년대에 활발하게 나타난다 이 시기에는 

브랜드의 개념도 대중화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브랜드는 상류 

소비 군에 편입되었다. 당시 해외에서 도입된 브랜드는 값비싼 소비문화를 

상징했고 서구문화를 상징하기도 했다. 때문에 상류 문화와 서구문화에 

대한 동경의 대상으로서 브랜드에 대한 무조건적인 추구가 나타났다.  

90년대에 들어서 브랜드 성장기 후반이 되면, 시장엔 다양한 

브랜드들이 공존하게 되고 소비자 역시 이러한 브랜드 환경에 익숙해진다. 

90년대 후반이 되면 브랜드가 포화상태가 되면서 브랜드 패권기로 

넘어가는 일종의 과도기처럼 브랜드 성장기와 패권기의 특성이 같이 

나타난다. 이 시기에 브랜드는 ‘운동화는 나이키, 청바지는 게스, 햄버거는 

맥도널드, 워크맨은 소니’ 와 같이 특별한 제품군에서 가장 뛰어난 것의 

기준, 통념으로 작용한다.  

 

3.3. 브랜드 패권기 

 

브랜드 패권기는 2000년대 이후 시기이다. 브랜드 패권기에는 브랜드 

성장기에 자리 잡은 기존의 브랜드들이 포화상태가 된다. 브랜드 수량의 

증가에 따라 자연스레 브랜드의 종류와 유형이 다양해진다. 브랜드들이 

확고하게 시장에 자리 내리고 시장 지배를 위한 쇄신과 변형을 시도하는 

시기이기에 이를 패권기라고 이름 붙 다. 기존 브랜드의 경우 다시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변화를 꾀한다. 한편 새롭게 등장하는 브랜드들은 

기존의 브랜드보다 경쟁력을 갖기 위해 유통형식, 이미지 등 에서 새로운 

시도를 한다.  

브랜드 패권기의 가장 큰 변화 요인은 경제상황의 악화, 환경과 건강, 

가족 등 삶의 역에 관한 가치관 변화, 정보 통신 사회로의 변화이다. 

브랜드 성장기 이후로 유통망은 꾸준히 성장, 확대되었다. 더욱이 정보 

통신 사회로의 변화로 인해 홈쇼핑, 인터넷 쇼핑 등 소비 채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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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되었다. 국내 IMF와 2000년대 후반 미국 발 경제 위기 등으로 인해 

소비성향이 변화하자 저가 브랜드가 급증한다. 기존의 브랜드가 시장에서 

고급 소비계층을 타깃으로 했던 것에 반해 다양한 가격군의 브랜드가 

증가한다.  

환경, 건강 등 가치관의 다양화와 핵가족화는 가족을 위한 소비가 

아니라, 개인을 위한 소비자를 증가시킨다. 인터넷 유통망의 증가와 정보 

속도의 증가로 인해 소비자들은 제품의 상태와 특성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브랜드를 선별하는데 더욱 신중해진다. 소비자 변화에 따라 

브랜드 역시 다양화된다.  

브랜드의 일반화로 인해 과거와 같이 브랜드에 대한 동경과 

무조건적인 소비는 사라지고, 브랜드는 소비자의 취향에 맞추어 

세분화된다. 그 외에도 환경이나 공정거래 등 사회적 가치를 함유한 

브랜드가 등장한다. 이런 식으로 새로 등장하는 브랜드들은 특별한 취향과 

스타일을 선보임으로써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는 전략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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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국내 브랜드 발달 패러다임 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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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상업공간의 역할 및 디자인 변화 

이 장에서는 업태별로 각 패러다임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 

상업공간 사례를 선정해 분석한다. 분석 내용은 공간의 개요, 소비자 

인식, 디자인에 대한 것으로 그 내용은 표 4-1 와 같은 분석표에 

정리된다. 소비자 인식 항목에서는  사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브랜드 

인식과 상업공간의 역할을 조사한다. 그 내용은 앞서 2 장에서 재구성한 

기준을 따른다. 소비자 브랜드 인식은 그 브랜드에 대해 당시의 

소비자들이 항목별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유, 무 여부를 표시한다. 유, 

무 여부는 문헌자료를 통해 직, 간접적으로 파악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상업공간의 역할을 조사할 때는 해당 상업공간에 그 역할이 

공간 개요 

사례명  

등장연도  

관찰시기  

이미지출처  

이

미

지 

 

소비자 인식 

소비자 

브랜드 인식 

신뢰도 브랜드명성 브랜드이미지 브랜드철학 유대감 몰입감 

      

상업공간 

역할 

상징 오락 정보획득수단 참여공간 친밀감형성 

     

디자인 

공간구

성요소 

브랜드상징   

인테리어   

구조  

[표 4-1] 공간사례 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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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구현되어있는지 서술한다. 상업공간의 역할은 수치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서술한 내용을 통해 사례별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디자인 항목에서는 앞서 2 장에서 정리한 공간 

구성요소를 분석한다. 

선정된 사례는 식음브랜드 5 개, 의류브랜드 5 개, 전기전자 브랜드 

4 개로 총 14 개이다. 각 시기별 자료와 기사를 통해 자주 언급된 사례 

중에 그 당시의 브랜드 상업공간으로서 대표적으로 보이는 사례를 

선정하 다. 방대한 시간적 역을 몇 가지의 사례로 대표하여 

분석한다는 점에서 이 사례는 그 시대 상업공간의 모든 측면을 

반 하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그 시대의 특징이 

누락될 가능성도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앞서 문헌연구를 통해 

파악한 유사사례들의 모습을 분석결과에 함께 서술하려 하 다. 이런 

방법으로 사례를 통해 전반적 변화의 흐름을 확인하겠다는 이 장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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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음 브랜드 상업공간 

1.1. 식음브랜드 상업공간 사례  

가. 애플싸롱 

1) 공간개요 

애플싸롱은 1966년 개점한 명동의 대표 다방이다. 60-70년대 명동

에는 유명 다방들이 자리잡고 있었다. 애플싸롱은 세르보, 르실랑스, 늘

봄 등 그 당시의 다방보다 조금 일찍 론칭했다. 매장 내부 디자인은 당

시 유명 디자이너인 조성렬이 총괄했다. 개방적인 구조에 수직 수평의 

가구 배열, 선적 모티브를 이용한 패턴과 가구 디자인이 개성적이며 난

색의 유사색을 활용했다. 이를 통해 기하학적 절제미와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애플싸롱에 대한 소비자 브랜드 인식은 브랜드 명성, 브랜드 이미지, 

유대감이다. 다방의 식, 음료에 대한 평은 알 수 없지만, 명동이라는 유행 

중심지에 위치하는 것은 당시 일종의 명성으로 작용했다. 기하학적 

조형으로 연출된 완성도 높은 실내디자인은 시대적으로 새로운 조형 

개념인 모더니즘과 토탈디자인을 선보이며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다. 색상과 조형적 측면에서 특징적 이미지를 구축해 애플싸롱 특유의 

이미지를 형성하 다. 이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구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고급스러운 이미지 외에 애플살롱의 브랜드 개념이나 철학과 

같은 브랜드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줬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시 다방은 

단순히 식음료를 마시는 곳이 아니라 예술가들이 모여 사회를 논하고 

전시회 등 문화활동을 하는 곳이었다. 여기서 애플싸롱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브랜드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매장에선 오락, 참여공간, 친 감 형성의 역할을 관찰할 수 있다. 

당시 다방엔 음악 DJ가 있어서 노래를 틀어주고 이를 감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는 음악 감상이라는 오락의 역할이다. 그리고 다방의 

마담은 다방의 안주인으로서 손님을 맞이했는데, 이는 고객을 이끄는 

다방의 주된 수단이자 고객과 1:1 친 감을 형성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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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분석 

 
  

공간 개요 

사례명 애플싸롱(명동) 

등장연도 1966년 <식음 브랜드 부재기> 

관찰시기 1965년 파사드(왼), 1966년 계획안(오) 

이미지출처  오선희, “한국 다방 실내디자인의 시대 구분과 공간 특성에 관한 연구," 2014, 53-57. 

이

미

지 

 

 

 

소비자 인식 

소비자 

브랜드 인식 

신뢰도 브랜드명성 브랜드이미지 브랜드철학 유대감 몰입감 

 O O  O  

상업공간 

역할 

상징 오락 정보획득수단 참여공간 친밀감형성 

 음악감상  
예술가들의 모임 

예술전시공간 

다방 마담 

디자인 

공

간

구

성

요

소 

브랜드상징  
  

인테리어 

가구- 가구의 기능성과 공간 구성의 효율성을 위해 사각형을 기반으로 디자인. 단순미, 절제미

를 살린 조형연출. 

색채- 컬러풀한 난색계통의 유사색을 일관되게 사용 

마감- 수직, 수평의 사각형 패턴을 통해 입면구성. 내벽에 사선모티브를 적용. 기하학적 조형미 

강조. 벽과 천장은 난색 도장으로 마감 

구조 
긴 장방형의 매장 내부. 공간을 분할하지 않은 개방적 구성.  

화장실, 주방 및 배선대에 연이어 뮤직박스를 배열한 일렬적 구성. 

[표 4-2] 애플싸롱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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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롯데리아 소공동점(80-90년대) 

1) 공간개요 

 

롯데리아는 롯데그룹에서 론칭한 패스트푸드 업체로 1979년 10월 

25일 출범하 다. 1호점인 소공동점은 서구식 패스트푸드 사업의 첫 한국 

진출이었다. 당시 세간의 관심은 대단해 아침부터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인파가 구름처럼 몰려들었다고 한다. 114  79년 첫 출범부터 80년대까지 

햄버거의 가격은 당시의 물가에 비해 상당히 높게 측정되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기를 구가했다. 이 시기에 패스트푸드점에 

간다는 것은 ‘햄버거’를 먹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서구음식으로 대변되는 

서구문화를 체험하러 가는 의미가 강했다.  

롯데리아는 94년 보수를 거치며 탁자와 의자를 FRP 재질의 흰색과 

적색으로 모두 교체했다. 특히 의자의 경우 팔걸이가 없는 간이형이었다. 

이 시기 롯데리아는 효율성, 단순성을 우선시한 디자인을 적용하 다. 

1998년 리뉴얼된 롯데리아는 스포츠 스타일, 헐리웃 스타일이라는 명칭의 

스타일로 내부 공간을 개편했다.115 여전히 심플, 활동적 컨셉은 유지된다. 

스타일 명칭을 통해 당시 매장 디자인에서 서구적 이미지와 패스트푸드의 

간편함이라는 두 이미지가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브랜드 성장기 롯데리아에 대한 소비자 브랜드 인식은 신뢰도, 

브랜드 명성, 브랜드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다. 고가에 소비되던 햄버거는 

햄버거라는 음식에 대한 신뢰도, 브랜드 명성이 높았음을 유추할 수 있는 

지점이다. 또한 햄버거로 상징되는 ‘서구문화’ 자체가 브랜드 이미지로 

소구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상업공간의 역할로는 상징, 친 감 형성의 역할이 관찰된다. 특히 

다른 요소에 비해 브랜드 ‘상징’의 역할이 높았다고 판단된다. 

빨간색이라는 상징색을 도입해 프랜차이즈점에 일관성을 부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또한 헐리웃, 스포츠 스타일 등으로 명명된 매장 

디자인 컨셉을 통해 서구적 이미지를 형성하고자 노력했음을 파악할 수 

                                                
114 롯데리아 30년사, 롯데리아 30년사 = 1979 2009, 66-67. 
115 98년 롯데리아 매장의 실내디자인을 일관되게 리뉴얼 하면서 스포츠 스타일과 
헐리웃 스타일이 제작되었다. 소공동점에 어떤 스타일이 적용되었는 지는 알 수 
없으나, 79년부터 이 시기 까지는 같은 맥락을 가진 컨셉으로 매장이 연출되었을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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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햄버거라는 제품 자체가 가진 서구문화에 대한 상징성 역시 상징의 

역할을 강화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 패스트푸드점의 또 다른 역할은 

가족문화를 뒷받침하는 것이었다. 당시 패스트푸드점과 패 리레스토랑은 

일종의 가족행사인 생일잔치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경쟁했다. 116  이런 서비스는 당시 사회, 문화적으로 외식문화가 

가족행사로서 보급되었기 때문에 존재했다. 이렇게 매장에서 가정에게 1:1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유대관계를 구축하는 모습은 친 감 형성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116 “외식업계 생일파티 유치경쟁,” 매일경제, 6월 29, 199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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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분석 

 

[표 4-3] 롯데리아 소공동점 사례분석   

공간 개요 

사례명 롯데리아(소공동점) 

등장연도 1997년 <식음 브랜드 성장기> 

관찰시기 1979년 소공동점, 1997년 스포츠 스타일(중앙), 1998년 헐리웃 스타일(가장 오른쪽) 

이미지출처 롯데리아 30년사, 편찬위원회. 롯데리아 30년사 = 1979 2009.  서울: 롯데리아, 2009, 154-169. 

이

미

지 

 

 

 

소비자 인식 

소비자 

브랜드 인식 

신뢰도 브랜드명성 브랜드이미지 브랜드철학 유대감 몰입감 

O O O    

상업공간 

역할 

상징 오락 정보획득수단 참여공간 친밀감형성 

상징색,  

헐리웃, 스포츠 스타일 

제품-서구문화상징 

   생일파티  

디자인 

공

간

구

성

요

소 

브랜드상징  

BI- 외부파사드에 적용 

상징색- 브랜드 상징색인 레드 계열을 도입. 주문대 메뉴 디스플레이 공간에 활용, 외부 파사드

에 활용 

인테리어 

가구- 간편성을 드러내는 FRP 재질의 밝은 색 탁자와 의자. 혹은 철제용 의자를 일관되게 적용. 

의자는 팔걸이가 없는 편의성을 강조한 디자인. 심플한 구성을 보여주는 흰색과 검정색을 이용

한 패턴을 벽면과 바닥에 적용 

마감- 바닥과 벽 일부에 타일 적용. 깔끔하고 심플한 이미지 연출. 

구조 
평행 정렬의 좌석 배치, 좌석간 파티션 구분을 통해 효율성, 신선한 분위기를 우선시한 공간 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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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롯데리아 홍대점(2000년대) 

1) 공간개요 

 

롯데그룹은 2000년 이후 롯데리아의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젊음의 

거리인 홍대에 2007년 홍대점을 개점했다. 2000년대에는 사회적으로 웰빙 

키워드가 부상했고 안티 패스트푸드 트렌드가 형성되었다. 같은 시기에 

형성된 반미의식도 이에 한몫하 다. 롯데리아는 새로운 고객층으로 

여성을 끌어들이기 위해 고급화 전략을 도입하며 카페형 매장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편안함과 아늑함을 강조하는 매장 디자인이 나타나고 24시간 

업 점포가 운 되기 시작했다. 홍대점은 기존과는 상이한 ‘다이나믹 

스타일’이라는 디자인 컨셉이 도입됐다. ‘다이나믹 스타일’은 화려한 색상, 

감각적 패턴을 이용해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한다.  

롯데리아 홍대점의 소비자 브랜드 인식 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대에는 과거 브랜드 성장기와 같은 서구문화의 상징으로서 브랜드 

명성과 브랜드 이미지는 사라진다. 또한 패스트푸드 식품이 비위생적이고 

안전하지 않은 음식이라는 점에서 제품에 대한 신뢰도 역시 과거에 비해 

하락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간편한 음식을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다는 제품에 대한 안정적인 인식이 이루어졌을 거라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일정한 브랜드이미지를 확보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롯데리아 홍대점에서 관찰되는 상업공간 역할은 상징성과 참여공간 

역할이다. 브랜드 패권기에도 BI 와 상징색 등의 기본적인 상징의 역할이 

수행된다. 그러나 과거 성장기에 서구문화에 대한 상징성은 사라진다. 

대신에 ‘다이나믹 스타일’이라는 컨셉을 조명과 색상을 통해 구현하면서 

‘홍대’라는 지리적 위치가 가진 활기와 생동감 넘치는 젊음의 문화를 

상징한다. 또한 가구의 소재와 소품을 통해 자연과 웰빙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활기참, 고급스러움, 건강함, 편안함 

등의 복합적인 상징성을 브랜드에 부여하고 있다. 그 외에도 브랜드 

성장기와는 달리 회의석, 스터디석 등 그룹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참여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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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분석 

[표 4-4] 롯데리아 홍대점 사례분석  

공간 개요 

사례명 롯데리아(홍대점) 

등장연도 2007년 <식음 브랜드 패권기> 

관찰시기 2007년  

이미지출처 롯데리아 30년사, 편찬위원회. 롯데리아 30년사 = 1979 2009.  서울: 롯데리아, 2009, 170-187. 

이

미

지 

 

 

 

소비자 인식 

소비자 

브랜드 인식 

신뢰도 브랜드명성 브랜드이미지 브랜드철학 유대감 몰입감 

O  O    

상업공간 

역할 

상징 오락 정보획득수단 참여공간 친밀감형성 

다이나믹 스타일,  

웰빙이미지. 
  회의공간  

디자인 

공

간

구

성

요

소 

브랜드상징  

BI- 외부 파사드에 적용 

상징색- 브랜드 상징색인 레드 계열을 도입. 주문대 메뉴 디스플레이 공간, 외부 파사드에 활

용.  

인테리어 

가구- 가죽 혹은 스웨이드의 고급소재를 이용한 소파가 도입. 원목의 재료가 강조된 테이블 및 

가구. 나무와 같은 자연소재를 이용한 소품과 장식 이용. 혹은 LED조명을 통해 분위기 연출. 

색채- 감각적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활동적 그래픽과 오렌지, 브라운 등 다양한 컬러를 이용. 

마감- 바리솔, 구로철핀등 신소재 도입. 

구조 
수평 정렬좌석이 있는 공간 과 원형 배열의 좌석이 있는 공간을 함께 구성. 

파티션을 배제하고 개방된 동선을 도입. 일부는 아일랜드 공간에 좌석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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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코코부르니 

1) 공간개요 

 

코코부르니는 2010년 론칭한 초콜릿과 케이크를 중심으로 하는 

디저트 카페이다. 참새 브루니가 소녀 코코를 맛의 세계로 안내한다는 

스토리를 기반으로 디자인된 캐릭터가 BI와 패키지에 적용되어있고, 같은 

컨셉으로 매장 디자인이 통일되어있다. 기존 카페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기반으로 확장하는데 반해, 압구정, 청담 등 국내 패션과 유행의 

선도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 먼저 입점하고 조금씩 유통망을 

넓히는 전략을 사용하여 프리미엄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대표 캐릭터를 

활용한 소품과 인테리어가 특징적이며, 고급스러운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코코부르니에 대한 소비자 브랜드 인식은 신뢰도와 브랜드 

이미지이다. 브랜드 신뢰도는 수준 높은 식음료 제품으로 소비자들에게 

제품에 대한 신뢰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핵심 캐릭터를 이용한 

패키지와 실내 인테리어의 일관성으로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코코부르니 매장의 역할에서는 상징성이 두드러진다. 외관 및 

내관에서 흰색과 검정의 색상을 공통으로 사용하여 색상의 상징성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Brand Name 을 이용한 일반적인 상징에서 나아가 

캐릭터를 이용해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했다. 뿐만 아니라 캐릭터를 

연상시키는 새장, 나무 등의 소품을 인테리어에서 일관되게 사용해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상징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나무 소재의 가구와 

마감으로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기업에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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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분석 

 [표 4-5] 코코부르니 사례분석 

  

공간 개요 

사례명 코코부르니(압구정점) 

등장연도 2010년 <식음 브랜드 패권기> 

관찰시기 2014년  

이미지출처 http://www.cocobruni.co.kr/ 

이

미

지 

 

 

소비자 인식 

소비자 

브랜드 인식 

신뢰도 브랜드명성 브랜드이미지 브랜드철학 유대감 몰입감 

O  O    

상업공간 

역할 

상징 오락 정보획득수단 참여공간 친밀감형성 

캐릭터 활용한 소품     

디자인 

공

간

구

성

요

소 

브랜드상징  

BI, 캐릭터- 외부 파사드에 적용  

컨셉- 새를 연상시키는 새장 소품을 내부 장식에 활용. 숲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나무 소품 

상징색- 화이트와 블랙 상징색을 핵심 컬러로 활용. 

인테리어 

가구- 화이트 혹은 아이보리 등 부드러운 색상의 가죽 소파와 플라스틱, 원목 소재의 의자를 함

께 사용. 색상의 경우 화이트, 블랙, 아이보리, 원목의 소재를 활용. 개성적인 다수의 조명을 적

용 

마감- 바닥면 혹은 벽면에 나무 원목 소재를 부분적으로 적용. 천장은 노출천장으로 마감 

구조 
넓은 개방형 공간에 원형탁자의 자유로운 배열과 긴 직선 테이블의 배열을 병합해 서비스 공

간을 개방적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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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CJ 푸드월드 

1) 공간개요 

 

CJ 푸드월드는 2011년 오픈한 CJ의 사내식당이다. 그러나 

일반인들도 똑같이 들어와 이용할 수 있다. 입점한 17개의 식당이 모두 

CJ사의 브랜드이며, 마치 하나의 마을처럼 구성되어있다. 그 중에서도 

CJ의 제품만 판매하는 슈퍼마켓, 실제 콩과 쌀이 자라는 과정을 공부할 

수 있는  농장 체험공간 등이 특징적이다. 브라운, 화이트, 블랙등의 

제한된 색상과 돌, 나무 등 소재를 통일하여 전체 푸드월드에 일관된 

이미지를 부여하면서 각 레스토랑의 브랜드에서는 포인트 컬러등을 

적용해 개별 브랜드의 개성과 전체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디자인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CJ 푸드월드에 대한 소비자 브랜드 인식은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철학, 브랜드 유대감 이다. CJ 푸드월드는 각 브랜드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데에서 나아가 다수의 개별 브랜드를 푸드월드로 통합하면서 더욱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했다. 내부의 체험형 농장은 친환경적 먹거리라는 

브랜드 철학을 전달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이 개별적으로 사용해 오던 

브랜드와 제품을 CJ 푸드월드라는 새로운 브랜드로 엮으면서 소비자들이 

평소 가져왔던 브랜드 사용경험과 상호작용이 축적되어 브랜드의 

유대감을 형성한다.  

CJ 푸드월드 공간의 역할은 상징과 오락, 정보 획득 수단이다. 

통일성과 개성을 살리면서 마을 처럼 구성한 디자인은 CJ 푸드월드가 

가진 다양성과 규모를 상징한다. 일관된 돌과 나무 소재의 활용, 체험형 

농장등은 친환경적 이미지를 형성한다. 체험형 농장은 또한 소비자에게 

일종의 교육공간으로 오락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CJ 

푸드월드에 방문하는 것 만으로도 CJ 의 다른 브랜드를 알고, 이를 

체험하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정보 획득 수단의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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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분석 

 

[표 4-6] CJ 푸드월드 사례분석 

  

공간 개요 

사례명 CJ 푸드월드(제일제당 센터점) 

등장연도 2011년 <식음 브랜드 패권기> 

관찰시기 2014년  

이미지출처 http://blog.naver.com/hotplacekicc/220166744820, http://www.cjfoodworld.co.kr/customer/customer_location.asp 

이

미

지 

 

 

소비자 인식 

소비자 

브랜드 인식 

신뢰도 브랜드명성 브랜드이미지 브랜드철학 유대감 몰입감 

        O O O  

상업공간 

역할 

상징 오락 정보획득수단 참여공간 친밀감형성 

친환경적 이미지 체험형 농장 CJ제품과 브랜드를 소개   

디자인 

공

간

구

성

요

소 

브랜드상징  

상징색-  브라운, 화이트, 블랙을 주로 활용하면서 각 레스토랑의 브랜드 컨셉에 맞춘 포인트 

컬러를 이용, 개별 브랜드의 개성과 전체의 통일성을 유지. 개별 레스토랑의 경우 BI의 포인트 

컬러를 응용하기도 함. 

인테리어 

가구- 원목소재를 활용한 의자와 테이블을 주로 이용. 개별 레스토랑의 컨셉에 따라 모던한 디

자인부터 전통가구 모티브의 디자인까지 다양하되 유사한 색채전략 이용 

마감- 바닥면 혹은 벽면에 나무 원목 소재를 부분적으로 적용. 천장은 노출천장으로 마감 

구조 
각 개별 레스토랑의 구역을 유지하되, 시장처럼 식사공간은 자유롭게 배치. 각 레스토랑의 평

면은 정렬된 형태가 아니라, 마을 내부의 시장골목처럼 얽힌 배열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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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식음 브랜드 상업공간 발달 과정 

 

브랜드 부재기의 대표사례는 1966년 명동의 애플싸롱이다. 그러나 그 

외에도 1973년의 세르보, 1977년 르실랑스, 1977년 늘봄과 같은 사례가 

유사 사례가 될 수 있다. 브랜드 부재기의 초반, 식음공간인 다방은 

지식인들과 문화인들의 만남의 장소로서 지식을 나누고 문화활동을 

개최하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중반이 되면서 차류 및 음료, 주류판매 공간. 

음악을 향유할 수 있는 오락의 장소, 일부 퇴폐적 장소도 존재했다. 

식음 브랜드 성장기에는 해외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패 리 레스토랑 브랜드가 도입되게 된다. 이시기 브랜드 상업공간의 

의미는 프랜차이즈점과 패 리레스토랑은 초반 도입기에 서구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사람들은 생일잔치와 같은 특별한 가족행사 

혹은 연인간 데이트 목적으로 방문했다. 그러나 중후반으로 가면서 점차 

편안한 만남과 외식 장소로서 자리잡게 된다. 특히 패스트푸드점은 점차 

간편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자 청소년들이 저렴한 가격에 친구와 

만나는 공간으로 변질된다. 카페의 경우 데이트를 위한 장소로 자리잡음과 

동시에 커피 및 음료를 마실수 있는 휴식 공간이 된다. 편안한 만남을 

위한 장소이거나  세미나 등 단체 회의를 위한 기능적 장소로 조금씩 

분화되기 시작한다. 

식음 브랜드 패권기가 되면 식음브랜드 공간은 대체로 친구와 대화를 

위한 공간. 데이트, 만남을 위한 장소가 된다. 카페의 경우 이미지와 

분위기를 중시하는 공간이 나타나며 장시간 개인적 여유를 즐기거나, 

업무를 하기 위한 공간이 된다. 여기서는 가족에서 개인으로 소비의 

주체가 변화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외식공간의 경우 여러 브랜드를 

종합해 놓아 한 공간에서 여러 식음 브랜드를 돌아보고 선택하는 

공간이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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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류 브랜드 상업공간 

2.1.  의류 브랜드 상업공간 사례 

가.	 양장점, 신발소매점 

1) 공간개요 

양장점과 신발 소매점은 70년대 전후의 시기에 의류제품이 판매되는 

주된 형태 다.  양장점의 경우 신제품의 구비와 수선을 함께 서비스하는 

공간이었다. 명동가의 유행에 민감한 양장점과 양품점은 수된 수입품을 

상류층 여성에게 판매하기도 했다. 가구로는 재단대와 공업용 미싱, 전기 

다리미 연탄다리미, 쇼윈도 등을 갖추고 유행과 제품을 안내할 수 있는 

카탈로그를 매장에 비치했다. 당시 양장점의 경우 공간의 기능과 의미는 

단순하게 의류를 구매하는 공간 뿐 아니라, 의류를 수선하는 기능을 함께 

수행 했다. 또한 일부 양장점은 일반적 방법으로 구입할 수 없는 수 

외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신발 소매점은 3~4평의 점포에 1백여 종의 신발을 갖추고 있는 

공간이다. 기능적으로는 여러 메이커의 신발을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당시의 신문기사에서는 신발 소매점을 차릴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경비가 싸되 주부들의 통행이 많은 시장 변두리의 위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주부 손님들이 많이 오가는 공간에 자리잡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당시 신발 소매점의 주된 손님은 주부 으며 이들이 가족을 

위한 제품을 대신 구매했다고 한다.117  

70년대 전후 양장점과 신발 소매점에 대한 소비자 브랜드 인식은 

브랜드 명성, 신뢰도와 유대감이다. 브랜드 신뢰도는 양장점과 신발 

소매점에서 구할 수 있는 제품의 질에 따라 부여됐다 일부 양장점은 

디자이너의 이름을 걸고 상당한 유명세를 떨치기도 하 다. 그러나 이는 

일부 유명 지점에 해당하며 모든 양장점, 신발 소매점이 같은 신뢰도를 

가졌다고 볼 수는 없다. 브랜드 명성의 경우도 일부 매장에 한해 소비자가 

브랜드를 인식하는 주된 요소가 되었다. 한편 명동, 종로 등 지역적 

위치와 시장 변두리 등의 위치가 중요했다는 점이 들이 명성이나 

                                                
117  “소자본開店(개점) 가이드 (13) 신발類(유) 小賣店(소매점),” 매일경제, 9월 05,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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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를 대신하며, 매장 그 자체의 명성이나 이미지를 거의 형성하지 

못하 다는 점을 반증한다. 양장점의 수선 서비스를 수행하는 디자이너는 

고객의 신체에 맞추어 의복을 개량한다는 점에서 1:1 서비스를 제공했고 

이는 개별소비자와 유대감을 쌓게 만들었다. 

양장점과 신발 소매점의 상업공간의 역할은 정보 획득 수단과 침 감 

형성의 역할이다. 의류 점포로서 제품시착이 가능하다는 점이 기본적인 

정보 획득의 수단이었으며, 양장점의 카탈로그는 소비자가 유행을 

파악하게 해주었다. 특히 수품을 판매하는 일부 양장점의 경우 매장에 

가야지만 제품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 획득의 역할이 

높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양장점과 소매점들은 그야말로 제품을 

구매가능한 공간으로 역할했다. 또한 제품을 실제로 살펴보고 신어볼 수 

있는 것이 당시 제품과 브랜드 경험의 전부 다. 또한 이 시기에는 제품의 

구매자가 직접 그 브랜드를 경험하기 보다는 필요에 의한 소비품의 

구매로 으로서 구매되었다는 것을 신발 소매점의 출입자가 주로 주부라는 

그 당시 신문의 묘사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그 외에 양장점의 의류 

수선 서비스는 소비자와 친 감을 형성하는 기반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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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분석 

 

[표 4-7] 양장점, 신발소매점 사례분석 

  

공간 개요 

사례명 양장점, 신발 소매점 

등장연도 1960-70년대 <의류 브랜드 부재기> 

관찰시기 1972년 

이미지출처 매일경제(1972. 8. 22, 1972.9.5)  

이

미

지 

 

 

소비자 인식 

소비자 

브랜드 인식 

신뢰도 브랜드명성 브랜드이미지 브랜드철학 유대감 몰입감 

O O   O  

상업공간 

역할 

상징 오락 정보획득수단 참여공간 친밀감형성 

  제품 시착으로 정보획득  의류수선(양장점) 

디자인 

공

간

구

성

요

소 

브랜드상징  상호명을 파사드에 표현 

인테리어  

구조 
신발 소매점의 경우 3~4평의 점포에 1백여종의 신발을 갖추고 있는 공간. 

양장점의 경우 각 업체마다 상이한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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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NIKE 명동점 (1980년대) 

1) 공간개요 

 

NIKE는 1962년 필립 나이트와 윌리엄 바워먼이 공동으로 설립한 

블루리본 스포츠라는 스포츠화 제조업체에서 시작되었다. 1972 나이키 

자체상표가 도입되고 유명 스포츠인을 도입한 광고와 80년대 "Just do it" 

마케팅을 통해 세계적 브랜드로 부상했다. 현재는 광범위한 스포츠 용품을 

다루는 의류브랜드이다. 1981년 8월 28일 NIKE 명동점이 명동 제일 

백화점 앞에 개점했다. 이는 2층으로 이루어진 최초의 나이키 

직매장이었다. 이 매장은 체인화, 디스플레이의 표준화가 특징적이다. 이는 

국내 상업공간의 형식으로서는 새로운 형태 다.118  

NIKE 명동점에 대한 소비자 브랜드 인식은 신뢰도, 브랜드명성, 

브랜드 이미지이다. 나이키 제품에 대한 신뢰도는 제품의 기술, 기능에 

따른 제품의 질에 부여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 대부분의 소비자는 해외 

유명브랜드라는 브랜드 명성에 의해 주로 구매하 다. 당시 나이키의 

브랜드 이미지는 당시엔 희귀한 해외 브랜드라는 점, 유명 스포츠 

선수들을 기용한 광고, 80년대 스포츠 열풍이 나이키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했다.  

NIKE 명동점의 상업공간의 역할은 

상징과 정보획득수단의 역할이다.  

명동지점 사진은 간판에 BI가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있다. 그러나 그 외의 가구, 및 

마감 등 실내에서 아이덴티티가 적용된 

디자인을 찾기는 어렵다. 즉, 상징의 

역할은 미약했다. 반면 정보 획득의 

수단은 단순하지만 강력했다. 당시는 

나이키 신발의 경우 나이키 매장에서만 

구입할 수 있었다. 당시 개별 브랜드 상업공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해당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창구로서의 역할이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118 “競爭(경쟁)시대의 企業兵法(기업병법) <21> 賣場(매장)의 체인화,” 매일경제, 5월 17, 

1983. 

[그림 4-1] 80년대 NIKE 광고 
(동아일보, 1981.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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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분석 

 

[표 4-8] NIKE 명동점 사례분석 

  

공간 개요 

사례명 NIKE (명동점) 

등장연도 1981년 <의류 브랜드 성장기> 

관찰시기 1981 

이미지출처 동아일보, 1981.8.28(좌), 매일경제, 1981.8.28(우) 

이

미

지 

 

 

소비자 인식 

소비자 

브랜드 인식 

신뢰도 브랜드명성 브랜드이미지 브랜드철학 유대감 몰입감 

O O O    

상업공간 

역할 

상징 오락 정보획득수단 참여공간 친밀감형성 

BI,  

유일한 정품 유통망. 

제품시착 

  

디자인 

공

간

구

성

요

소 

브랜드상징  BI-대형 BI와 상호명을 외부 파사드에 설치 

인테리어  

구조 2층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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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UNIQLO  

1) 공간개요 

 

유니클로는 1974 년 일본에서 탄생한 캐주얼 의류 업체다. 질은 높되 

가장 기본적인 의류를 판매하는 것을 모토로 하며 2005년 한국에 

진출했다. 2006년 말부터 주요 상권인 압구정, 강남, 명동 순으로 로드숍 

매장을 오픈하면서 인지도를 높여 지금은 국내 최고 인지도의 SPA 

브랜드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매장이 신촌점을 시작으로 4월 부산 

서면의 미니몰점, 5월 안양점 등 대부분 990㎡(300평) 이상의 대형 

매장인 119  점이 특징이며 흰색의 깔끔한 내, 외부 디자인에 구역별로 

다수의 제품을 비치하고 있다. 

유니클로에 대한 소비자 브랜드 인식은 신뢰도,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철학. 제품의 질과 높은 디자인 수준으로 브랜드 신뢰도를 

구축했다. 또한 화려하지 않고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의 의류를 

구비한다는 브랜드 이미지를 제품을 통해 일관되게 제공한다. 이는 

브랜드의 철학과도 일맥상통한다. 또한 백색, 아이보리 계통의 색으로 

내부 디자인을 모든 매장에서 통일하여 안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한다.  

유니클로 매장의 상업공간의 역할은 정보 획득 수단과 친 감 

형성이다. 대규모의 매장을 구역별로 나누어 상의, 하의 , 여성용 의류, 

남성용 의류 등 명확하게 구분해 놓은 공간 구성은 소비자들이 자신이 

목적으로 하는 의류 외에도 다른 의류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같은 디자인에 다양한 색상을 구비해 둠으로써 제품의 다양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노출을 증가시킨다. 그 외에 구매 후 제품을 맡기면 

제형에 맞게 수선을 제송하여 친 감 형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19 “유니클로 돌풍…대형 매장으로 큰 성공,” 매일경제,  4월 1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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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분석 

 

[표 4-9] UNIQLO 사례분석 

  

공간 개요 

사례명 UNIQLO(명동 중앙점) 

등장연도 2008년 <의류 브랜드 패권기> 

관찰시기 2014 

이미지출처 http://www.uniqlo.com/kr/corp/pressrelease/2008/01/myongdong_flagship_store.html 

이

미

지 

 

소비자 인식 

소비자 

브랜드 인식 

신뢰도 브랜드명성 브랜드이미지 브랜드철학 유대감 몰입감 

O  O O  O 

상업공간 

역할 

상징 오락 정보획득수단 참여공간 친밀감형성 

 BI, Logo, 상징색  제품시착  수선 

디자인 

공

간

구

성

요

소 

브랜드상징  
로고-  흰색의 깔끔한 외부 파사드에 로고 배치 

색상- 상징색 중 화이트만 공간 내부에 전반적으로 적용 

인테리어 

가구- 화이트 도장, 목재 집기 

색채- 벽면, 천장, 바닥에 흰색 유지. 가구와 집기 일부에 블랙과 연한 브라운 색상 적용 

마감- 바닥에 흰색 사각 타일. 

구조 

규모- 지상 5층, 매장 면적 2300㎡(700평) 

구성- 개방된 공간에 이동하는 구역별로 특정 제품  ZONE을 형성. 층별로 다수의 인원 수용이 

가능한 의상 착용실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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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NIKE 부산 센텀점 (2000년대) 

1) 공간개요 

 

NIKE 부산 센텀점은 2009년 3월 부산 해운대의 신세계 센텀시티 

3층에 오픈했다. 200평으로 2014년 기준 나이키 국내 최대 규모의 

매장이다. 개방적인 공간 구조에 트랙을 연상시키는 소품으로 활동적 

이미지 연출. 원목 재질의 가구와 마감이 한 장식과 마네킹을 설치해 트랙 

위에 있는 듯한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다. 그 외에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매장 내부에 있다.  

나이키 센텀점의 매장에서 이루어지는 소비자 브랜드 인식은 신뢰도, 

이미지, 철학, 유대감, 몰입감이다. 나이키 제품의 품질로 소비자들은 

신뢰도를 형성하고 있다. 다양한 마케팅과 브랜드의 오랜 유통으로 역시 

소비자들은 브랜드 이미지를 잘 형성하고 있다. 나이키의 브랜드 철학인 

‘누구나 스포츠 인이 될 수 있다.’에 소비자들이 얼마나 공감하느냐에 

따라 소비하고 있다. 또한 현대인들은 나이키의 특유의 개성과 철학을 

공감하면 더 높은 구매 원인이 된다. 또한 소비자들이 나이키를 소비하는 

원인이다. 유대감은 나이키에 대한 선호가 얼마나 강한가가 주된 구매 

요인이다.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 이기 때문에 나이키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가리킨다.  

나이키 센텀점 공간의 역할은 상징, 오락, 정보획득의 수단, 참여공간, 

친 감 형성이다. 입구의 강력한 BI는 상징성을 강화하고 있다. 소품과 

바닥의 트랙 형태를 통해 스포츠에 참여하는 이미지를 구현한다. 의상 

커스터마이징 섹션은 소비자가 의류를 제작할 수 있는 오락수단이다. 

제품을 시착하고 구경하는 기본적인 활동은 정보 획득의 수단이 된다. 

한편 Nile Run Club 120  커뮤니티를 통해 브랜드를 사용하는 다른 

소비자들을 만나고 별도의 커뮤니티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참여공간의 역할을 맡고, 1:1로 풋웨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친 감을 형성한다. 

                                                
120 Nile + Run Club 은 나이키 브랜드에서 제공하는 것인데, 주 1-2회 나이키에서 나온 

코치의 지도 아래 러닝을 하는 커뮤니티 활동이다.  매장에서 모여 시작하고 마무리하

며, 출발 전 후로 러닝 강습과 러닝 제품에 대한 안내 등이 이루어지며, 나이키의 제품

에 대해 설명을 듣거나, 러닝 동안 시착하는 것도 가능하다.  



 

 

 

 

127 

2) 사례분석 

 

[표 4-10] NIKE 부산 센텀점 사례분석 

  

공간 개요 

사례명 NIKE(부산 센텀점) 

등장연도 2009년 <의류 브랜드 패권기> 

관찰시기 2012 

이미지출처 http://nikerunningblog.com/ 

이

미

지 

 

소비자 인식 

소비자 

브랜드 인식 

신뢰도 브랜드명성 브랜드이미지 브랜드철학 유대감 몰입감 

O  O O O O 

상업공간 

역할 

상징 오락 정보획득수단 참여공간 친밀감형성 

운동장 이미지  제품시착 러닝커뮤니티 커스터마이징 

디자인 

공

간

구

성

요

소 

브랜드상징  

로고- 도입부에 조명 형태로 로고 설치 

컨셉- 운동과 러닝이라는 이미지를 극대화한 트랙 컨셉의 내부. 트랙이미지 연출을 위한 소품, 

고무트랙 설치 

인테리어 

가구- 집기와 가구의 경우 블랙과 원목을 소재로 한 심플한 디자인 

색채- 벽면과 바닥 원목의 브라운, 집기는 대부분 블랙, 일부 벽면에서는 민트색상 적용 

마감- 원목 소재의 바닥 마감, 벽면 일부 목재 마감 

구조 

660㎡(2백평)규모의 개방적인 공간. 중심부에 천장조형물로 시선을 끌면서, 운동장 트랙을 형

상화 한 장식과 마네킹을 설치해 제품 디스플레이와 트랙이미지를 동시에 연출한다. 벽면에 제

품이 영역별로 디스플레이 되며, 파트를 나누어 나이키 러닝 구역, 티-커스토마이제이션 구역

을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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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10 Corso Como 청담점 

1) 공간개요 

 

10 Corso Como는 91년 라노에서 문을 열은 세계적인 편집숍으로 

편집숍의 원조 격인 브랜드이다. 삼성 제일모직에서 국내에 들여와 

2007년 3월 24일 청담점을 개점했다. 타깃 고객층은 20대, 30대의 패션 

피플이다. 패션업계 종사자와 전문직들이 즐겨 찾으며 남, 여, 어린이 

의류 외에도 슈즈, 액세서리를 취급한다. 또한 서적, 음반, 핸드백, 자전거, 

성인용품, 주방용품, TV 등 라이프스타일 제품 전반을 함께 취급한다. 

지하 1층의 레스토랑, 1-2층의 패션 및 잡화점, 3층의 특별 전시관을 함께 

운 한다. 다양한 쇼핑과 식사를 한 건물안 에서 즐길 수 있는 대규모 

컨버전스 숍이다.  

10 Corso Como에대한 소비자의 브랜드 인식은 신뢰도, 이미지, 철학, 

유대감, 몰입감이다. 편집숍의 경우 그 셀렉된 브랜드와 판매하는 제품의 

수준과 취향에 대해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느껴서 신뢰도를 형성하는게 

중요하다. 또한 셀렉된 브랜드의 총체는 일종의 이미지를 형성한다. 이는 

소비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철학, 소비철학, 디자인 철학 등에서 공감을 

얻어야 한다. 이들은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편집숍의 철학과 

이미지에 만족한다면 이는 몰입감의 증가로 이루어진다.  

상업공간의 역할은 상징, 오락, 정보획득수단, 참여공간, 친 감 

형성이다. 상업공간 외관의 BI는 상징이된다. 한편 개별 브랜드들이 

모여서 오히려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상징하면서 더 큰 개념의 

상징성을 발휘한다. 단순히 의류만 판매하는게 아니라 갤러리, 식당, 

카페등에서 소비자가 활동할 수 있는 점은 오락의 역할을 수행한다. 

정보획득수단의 역할로는 제품진열과 시착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새로운 브랜드를 접하는 창구로서 작용한다는 점으로 파악할 수 있다. 

참여공간은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이벤트 등이 열리는 갤러리에서 

수행하고 있다. 식당과 카페 등을 오래 방문할수록 친 감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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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분석 

 

[표 4-11] 10 Corso Como 사례분석 

  

공간 개요 

사례명 10 Corso Como(청담점) 

등장연도 2007년 <의류 브랜드 패권기> 

관찰시기 2014 

이미지출처 http://samsungfashion.tistory.com/510 

이

미

지 

 

소비자 인식 

소비자 

브랜드 인식 

신뢰도 브랜드명성 브랜드이미지 브랜드철학 유대감 몰입감 

O  O O O O 

상업공간 

역할 

상징 오락 정보획득수단 참여공간 친밀감형성 

BI 갤러리 

제품진열, 시착 

새로운 브랜드 소개 

갤러리 

식당,  

카페 

디자인 

공

간

구

성

요

소 

브랜드상징  BI 

인테리어 

조명- 올가닉한 패턴이 적용된 천장 조명을 의류 매장, 카페, 식당에서 조금씩 변형하여 적용. 

가구- 원형의 유리 상판, 화이트 받침대로 구성된 테이블 일률 사용. 검은색 가죽 소파로 고급

스러운 이미지 연출. 

색채- 화이트와 블랙을 가구, 벽면으로 대조되도록 적용하거나 가구와 벽면을 통일하고 바닥을 

대조시키는 방법으로 고급스런 분위기 연출   

구조 
 3층 건물에 1,2층은 패션잡화점, 3층은 전시공간이자 갤러리로 구성. 제품이 디스플레이 된 탁

자와 토르소를 다수 배열해 놓아 골목을 걷듯이 공간을 배회하도록 하는 구성. (패션 잡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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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의류 브랜드 상업공간 발달 과정 

 

의류 브랜드의 브랜드 부재기는 1960년-1970년대 후반이다. 이 시기 

대표 사례는 양장점과 신발 소매점이라고 하는 일명 소매상들이다. 그 

외에 브랜드 공간은 존재하기 어려웠다. 왜냐하면 당시의 브랜드라고 할 

것은 말표 신발, 가정표 양말, 송월타올, 협립 우산 등 뿐이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 브랜드 상업공간은 옷을 진열해서 파는 양품점이나 오더 부띠크 

형식의 양잠점이 중심이었다. 미용실에서도 제품을 주문해서 구입. 명동 

일대의 유행을 선도하는 지역에 위치하는 것이 중요했다. 구입할 수 없는 

외제품을 구해주는 주문 방식이 있었다. 그 외엔 소매점에서 주부들이 

가족을 위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브랜드 제품은 

사치품으로 일부 계층만 향유했다. 

의류 브랜드의 브랜드 성장기는 1970후반에서 1990중반에 해당한다. 

이 시기의 대표 사례는 나이키이며 이와 유사한 사례로 당시의 베네통, 

게스, 캘빈 클라인, 조다쉬, 리바이스 등이 있을 수 있다.이 시기는 로드샵, 

대리점, 백화점 중심에서 80년대 전문점, 통신판매, 대중 양판점, 편의점의 

등장. 90년 중반 할인점이 도약하며 후반에는 원스탑 쇼핑이 가능한 패션 

빌딩이 등장하고 인터넷 쇼핑몰이 나타났다. 의류 제품만을 구매하는 

공간에서 다양한 브랜드를 한 공간에서 볼 수 있으며 식사 및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는 오락으로서의 쇼핑문화를 즐기는 공간 증가. 쇼핑 

문화의 향유자가 20대까지로 확대되었다 

의류 브랜드의 브랜드 패권기는 2000년 이후의 시기이다. 이 시기 

대표 브랜드 공간은 유니클로와 10 Corso Como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망고, 무인양품, D&G, 자라, SPAO, H&M, 에잇세컨즈, 라움 등이 있다. 

이 시기 의류 브랜드 상업공간은 2000년대에는 로드샵과 백화점을 

중심으로 유통되었다. 2010년 이후 인터넷과 홈쇼핑 증가, 쇼핑 외 브랜드 

체험공간으로서 매장의 역할 증가, 대형 매장에서 저가의 의류를 다수 

구매하는 실용적인 쇼핑 행태 등이 SPA 브랜드에서 나타나고, 패션 외에 

예술과 문화가 공존하는 문화 공간으로서 편집숍이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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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전자 브랜드 상업공간 

3.1.  전기·전자 브랜드 상업공간 사례  

가. 전파사 

1) 공간개요 

 

5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중반 까지 각종 전자제품은 ‘전파사’에서 

판매되었다. 60년대에는 전자제품이 워낙 귀했으며, 특히 외제품의 경우 

수품인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전문 브랜드 매장이 아니라, 일종의 

유통업자인 전파사에 의해 판매되었다. 라디오와 전축, 전화기 등을 

충무로와 종로 일대의 전파사에서 판매했다. 

 개별 전파사의 구조와 규모는 전파사마다 판이했다. 종로 일대의 

전파사의 경우 신문에 광고를 낼 정도로 큰 규모인 경우도 있었지만, 6-

70년대 대부분의 전파상은 기껏해야 10평 남짓한 너비 다. 이들은 

일정한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상업공간이라고 하기엔 여러 

제품을 늘어놓는 수준이었으며, 개별 전파상마다 공간과 제품의 질이 

달랐을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전파사에 대한 소비자 브랜드 인식은 유대감이었다. 전파사는 각 

기업에서 나온 제품을 판매하는 유통망에 가까웠다. 때문에 제품 자체에 

대한 신뢰도나 브랜드 명성보다 개인 전파상과의 유대감을 통해 

소비자들은 전파사를 인식했다. 각 공간은 개별 전파사가 운 하는 가게나 

다름없었고, 소비자들이 전파사를 찾는 것은 전파상을 찾는 성격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충무로와 종로 등 일부 대형 전파사에서는 그 

명성이 소비자들이 브랜드를 인식하는 기반이었으나 일반적이진 

않았다. 전파사 공간의 역할은 정보 획득 수단과 친 감 형성의 역할이다.  

전파사에서 진열된 제품을 통해 소비자들은 전자기기를 접할 수 

있었다. 때문에 이 당시 전파사들의 쇼윈도우에서 접할 수 있는 TV와 

라디오는 소비자에게 신문물을 전달하는 가장 큰 역할을 했다. 내부에 

구비된 제품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대부분 사진에서처럼 

유리창을 통해 외부에서 내부진열품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어떤 상점은 쇼 

윈도우에 유행가의 가사를 붙여놔 사람들이 노래를 따라 부르도록 배려한 

곳도 있었다.  전파사의 주된 역할 중 또 하나는 각종 전자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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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하는 역할이다. 제품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파상 개인과 1:1로 

형성한 관계는 고객이 재방문하는 중요한 원인이 고 친 감을 형성했다.  

 

2) 사례분석 

 

[표 4-12] 전파사 사례분석 

  

공간 개요 

사례명 전파사 

등장연도 1970년대 <전자 브랜드 부재기> 

관찰시기 1970년대 

이미지출처 
http://lifelog.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5we&logNo=150094157227&parentCategoryNo=&categ

oryNo=&viewDate=&isShowPopularPosts=false&from=postList  

이

미

지 

 

소비자 인식 

소비자 

브랜드 인식 

신뢰도 브랜드명성 브랜드이미지 브랜드철학 유대감 몰입감 

 O   O  

상업공간 

역할 

상징 오락 정보획득수단 참여공간 친밀감형성 

  제품진열  수리 서비스 

디자인 

공

간

구

성

요

소 

브랜드상징  . 

인테리어   

구조 
10평 남짓 규모. 개별점 마다 규모와 구성 차리. 벽면 선반, 거치대를 마련해 제품 비치. 쇼 윈도

가 있는 매장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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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ONY (1990년대) 

1) 공간개요 

 

90년대 대형전자전문 양판점과 대형 할인점들이 들어선다. 이와 함께 

1994년 전자랜드가 개점했다. 93년 7월 유통 3차 개방 덕분에 소니, NEC, 

JBL, 필립스 등 해외 전자제품 브랜드가 대거 국내 양판점에 들어온다. 

이때 전자랜드에 최초로 소니 직판매장이 형성되었다. 직판 매장이 

형성되며 특정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각 업체의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제품 라인을 선보이면서 그 브랜드가 제공하는 전기, 전자 

제품의 스타일과 서비스를 모두 보여주는 방식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고객들은 매장에서 상품을 편하게 둘러볼 수 있고 사용해 볼 수 있었다. 

직판매장의 외관에서는 두드러지는 파란 색상과 BI가 간판에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니에 대한 소비자 브랜드 인식은 브랜드 신뢰도, 명성, 이미지, 

유대감, 몰입감이었다. 소니의 전자제품은 80년대 기술력을 통해 전 

세계적인 위상을 떨치고 있었다. 이렇게 제품에 대해 형성된 신뢰도와 

브랜드 명성은 소비자 브랜드 인식의 주된 요인이었다. 또한 이는 신문물, 

신기술이자 일본산의 세계적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소니 매장의 역할은 상징의 역할과 정보 획득 수단의 역할이었다. 

각종 할인점, 유통점에서 각 기업은 자신의 직 점을 타브랜드와 

차별화하기 위해 대형 간판을 적용했고, 기업의 대표 색상을 사용해 

양판점을 방문한 고객이 인식하기 쉽도록 하 다. 이는 상징의 역할을 

수행했으나 타 브랜드와 구분을 목적으로 하는 일차적인 수준이었다. 

직 점이 들어서면서 직원들은 업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소개하는 역할을 수행하 다. 또한 중고나 수입 

등의 방식이 아니라, 브랜드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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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례분석 

 

[표 4-13] SONY 사례분석 

  

공간 개요 

사례명 SONY(전자랜드점) 

등장연도 1999년 <전자 브랜드 성장기> 

관찰시기 1999년 

이미지출처 매일경제, 1999.10.6 

이

미

지 

 

소비자 인식 

소비자 

브랜드 인식 

신뢰도 브랜드명성 브랜드이미지 브랜드철학 유대감 몰입감 

O O O  O O 

상업공간 

역할 

상징 오락 정보획득수단 참여공간 친밀감형성 

BI, 상징색  제품진열, 사용   

디자인 

공

간

구

성

요

소 

브랜드상징  
BI- 간판에 BI 적용 

색채- 간판에 상징색인 파란색상 사용.  

인테리어 가구-  제품 전시를 위한 유리 쇼케이스 

구조 수직, 수평의 공간 구성. 양쪽 벽면의 집기와 중앙의 집기를 수평, 수직으로 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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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프리스비 

1) 공간개요 

 

프리스비는 애플 프리미엄 리셀러(Apple Premium Reseller) 매장이다. 

애플은 1976년부터 개인용컴퓨터를 생산해온 미국의 기업이며, 2007년 

최초의 스마트 폰인 아이폰(iPhone)의 성공을 통해 선구적인 IT기업의 

위치에 올랐다. 금강제화는 계열사를 통해 애플 제품·액세서리를 판매하는 

전문 매장인 ‘프리스비’를 2009년 1월 개점했다. 애플의 모든 전자기기를 

체험할 수 있고, 애플 고유의 `단순하고 쉬운(Simple, Easy)’ 디자인 감성을 

살려 공간을 연출했고, 역시 같은 디자인 감성을 담은 각종 애플 

액세서리들을 함께 판매한다.  

프리스비에 대한 소비자 브랜드 인식은 브랜드 신뢰도, 명성, 이미지, 

유대감, 몰입감이다. 애플제품의 질에 대한 신뢰와 국제적 위상을 가진 

애플의 명성, 애플의 브랜드 이미지를 통해 소비자들은 프리스비를 

인식한다. 애플 특유의 사용자간의 유대감 등으로 브랜드 유대감이 

형성되어있다. 또한 애플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제품 출시에 맞추어 

줄을서서 기다리거나 팬을 형성하는 등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대상으로 

느끼고 자아를 동일시 한다는 점에서 브랜드 몰입감을 가지고 있다.  

프리스비 매장 공간의 역할은 상징과 정보 획득 수단, 칠 감 

형성이다. 애플의 상징색인 흰색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드러내고 과 원목의 

가구로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한다. 진열된 제품을 소비자들이 

직접체험해 볼 수 있고 매장의 사원이 모든 제품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준다. 특히 이들의 설명은 과거 브랜드 성장기에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설명이 아니라 전자제품과 브랜드를 소개하고 소비자들이 

이를 체험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데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전문직원의 태도는 소비자와 친 감 형성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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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분석 

 

[표 4-14] 프리스비 사례분석 

  

공간 개요 

사례명 프리스비(강남점) 

등장연도 2009년 <전자 브랜드 패권기> 

관찰시기 2009년 

이미지출처 http://www.frisbeekorea.com/store/gangnamsquare 

이

미

지 

 

소비자 인식 

소비자 

브랜드 인식 

신뢰도 브랜드명성 브랜드이미지 브랜드철학 유대감 몰입감 

O O O  O O 

상업공간 

역할 

상징 오락 정보획득수단 참여공간 친밀감형성 

상징색 실내 적용  
제품진열, 사용, 관

련제품 소개 
 전문직원의 설명 

디자인 

공

간

구

성

요

소 

브랜드상징  
BI- 간판에 이미지로 된 BI 적용 

색채- 공간 내부에 애플 브랜드의 상징색인 화이트 사용.  

인테리어 
가구- 가구형태를 수직의 사각형 상자 모양으로 통일. 수직, 수평 공간구성 극대화. 원목소재. 

색채- 검은색, 화이트, 블랙 세가지 색상을 중심으로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 연출 

구조 중앙을 스태프 공간으로 구성하고 고객동선과 맞닿는 외부 공간에 유리 쇼케이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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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애플민트플랫폼 

1) 공간개요 

 

애플민트플랫폼은 ‘디자인과 사람이 만나는 곳’ 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IT 악세서리를 중심으로 선별된 브랜드들을 판매하는 온라인 편집숍 

브랜드이다. 20여개 디자인 회사의 상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패션부터 

휴대폰 케이스, 에코백, 스테이셔너리, 리빙 등 다양한 카테고리를 

포함한다. 온라인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2014년 11월 중순 서울 

인사동길에 첫 오프라인 샵을 개점하 다.121  

  애플민트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브랜드 인식은 신뢰도, 브랜드 명성,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철학, 유대감과 몰입감이다.  온라인 편집숍의 

특성상 해당 편집샵에서 선택한 제품들이 소비자의 감성과 필요를 

만족해야하기 때문에 제품의 질에 대한 신뢰도와 이로 형성된 브랜드 

명성, 그리고 이를 연상시키는 브랜드 이미지가 브랜드 인식에 나타난다. 

또한 선택된 제품들을 통해 형성된 브랜드 이미지는 브랜드가 추구하는 

감성과 가치관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철학이 반 되어있고, 이런 브랜드의 

개성에 소비자가 동일시를 느낀다는 점에서 브랜드 몰입감이 관찰된다. 

애플민트플랫폼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나타나는 역할은 상징과 

정보획득수단이다.  외관에 적용된 BI 외에도 상징색인 빨간 색상을 통해 

개성적 외관을 연출해 상징성을 보여주고 있다. 정보 획득 수단의 역할은 

진열된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을 통해 애플민트플랫폼이 추구하는 

디자인적 가치관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브랜드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제품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또한 이 브랜드는 

온라인에서 소비자층을 형성하고 이들을 오프라인에 도입하며 나타났다는 

점에서 오프라인 공간을 찾아온 기존 고객들에게 유대관계를 느끼게 한다. 

이는 친 감 형성의 역할로 작용한다. 

  

                                                
121 “신개념 온라인 디자인 스토어 ‘애플민트플랫폼’, 오프라인 시장 진출,” 서울경제, 11

월 12, 2014. 

http://economy.hankooki.com/lpage/industry/201411/e20141112181218120210.ht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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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분석 

[표 4-15] 애플민트플랫폼 사례분석 

 

  

공간 개요 

사례명 애플민트플랫폼(인사동) 

등장연도 2014년 <전자 브랜드 패권기> 

관찰시기 2014년 

이미지출처 http://economy.hankooki.com/lpage/industry/201411/e20141112181218120210.htm  

이

미

지 

 

소비자 인식 

소비자 

브랜드 인식 

신뢰도 브랜드명성 브랜드이미지 브랜드철학 유대감 몰입감 

O O O O O O 

상업공간 

역할 

상징 오락 정보획득수단 참여공간 친밀감형성 

상징색 적용, BI  
제품진열, 사용, 관

련제품 소개 
 오프라인매장 진출 

디자인 

공

간

구

성

요

소 

브랜드상징  
BI- 간판에 BI 적용 

색채- 간판에 상징색인 빨간색상 사용.  

인테리어 
가구- 나무소재와 검은색 알루미늄으로 제작, 선적인 이미지 강조 

마감- 내부 바닥에 초록색 카페트 설치, 빨간 외벽 색상과 대비. 

구조 
컨테이너 박스를 활용한 듯 보이는 외관, 좁은 내부에 양쪽 벽면에 집기를 설치하여 직선 동선

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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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전기·전자 브랜드 상업공간 발달 과정 

 

전기, 전자브랜드의 브랜드 부재기는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해당한다. 대표사례는 전파사인데, 동양전파사, 태양전파사, 문화 전파사, 

기쁜소리社(사) 등이 있었다. 70년대 후반엔 특약점과 일부 국내 브랜드의 

대리점, 직 점이 형성되었다. 이 시기 전기, 전자 브랜드 상업공간은 

거의 없었다. 전파사의 경우엔 콘센트, 전선 등 각종 전기 소모제품을 

판매하며 전자제품의 수리를 맡길 수 있는 공간으로 여겨졌다. TV와 

라디오등 신기하고 귀한 제품이 작동하는 모습을 쇼윈도로 구경할 수 

있는 공간이자 이를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전기, 전자브랜드의 브랜드 성장기는 1980년대-1990년대이다. 이 

시기 대표사례는 전자랜드이다. 80년대 중반에는 대형전자 매장의 

등장한다. 특히 일본 브랜드의 서비스센터가 설립된다. 80년대 후반에는 

미, 유럽 전자브랜드의 전시판매점이 도입되어 전문판매점들이 집상가를 

이룬다. 90년대 초중반에는 테크노 마트 등 대형 전자할인상가가 등장하고, 

90년대 후반에는 해외브랜드 직판점 등장. 80년대부터 형성된 대형전자 

매장은 전자제품을 구매하기 가장 좋은 장소 다. 특히 한 공간에서 각 

브랜드와 제품들을 비교하면서 살 수 있는 공간으로 여겨졌다. 할인점의 

경우 백화점이나 양판점 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 외에도 가족단위로  쇼핑과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는 나들이 

장소. 혹은 예비 부부에게 살림을 장만하기 위해 들르는 공간이었다. 

전기, 전자브랜드의 브랜드 패권기는 2000년 이후의 시기이다. 이 

시기 대표사례는 프리스비와 애플민트이다. 유사사례로는 Sony 직 점 

1호점인 부산의  Sony wings나 삼성 모바일 샵 등이 있다. 이 시기 전기, 

전자 브랜드의 상업공간은 체험형 직 점이 탄생하는 흐름을 보인다. 또한 

개별 브랜드의 제품을 총 망라한 판매점이 생성된다. 2010년대에는 체험을 

판매하는 매장이 증가한다. 해당 브랜드의 전자제품과 관련 잡화를 구경, 

이용해볼 수 있으며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나타난다. 그리고 자신이 

사용하는 기기를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는 부속품들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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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이 장에서는 브랜드 발달 시기별로 사례를 선정하고 이를 분석하여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상업공간의 역할, 디자인의 변화를 

서술하 다. 표 4-16 은 이를 요약한 것이다. 사례연구를 종합하여 각 

업태별로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상업공간의 역할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패러다임 

브랜드 부재기 브랜드 성장기 브랜드 패권기 

1960년대-1970년대 

중후반 

1970년대 중반 –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초반 -  

브랜드 개념 부재 글로벌 브랜드 유입 

국내 브랜드 성장 

브랜드 개념 일반화, 

브랜드 포화상태 

브랜드 

의미 

제품의 상표 개념. 

일부 계층만 향유 

제품과 상징 기반의 

브랜드. 

고급문화, 명품, 서구문화. 

선진 문물제품군에서 가장 

뛰어난 것의 기준. 

제품 신뢰도, 명성, 

이미지를 가진것. 

제품, 상징, 경험 기반의 

브랜드. 

개성, 철학이 있는 것 . 

소비자와 유대감을 갖는 

것. 제품의 신뢰도와 

이미지를 가진 것 

상업공간

의 역할 

제품을 구매하는 공간 

혹운 지식인들의 

문화공간으로 양극화. 

상인과 고객의 1:1 친밀감 

형성 

제품 구매, 제품 정보 

획득의 공간. 

브랜드 상징의 역할. 

서구문화 체험 공간. 

가족 소비문화 공간 

제품 외 상품의 홍보와 

정보 획득의 공간. 

참여공간, 오락공간 

개인 소비 문화 공간 

기업과 고객의 다:1 

친밀감 형성 

상업공간 

디자인 

상품진열 중심의 공간 

혹은 소수를 위한 고급 

인테리어로 양극화. 

브랜드명을 이용한 BI 상징 

연출. 

서구문화 이미지 연출. 

효율성 중심 구조. 

체인화, 획일화 위한 

디자인 

이미지형 BI, 컨셉, 

색채를 활용한 상징 

연출. 

개성적 이미지 연출. 

고급화, 브랜드 철학 

연출을 위한 디자인 

[표 4-16] 브랜드, 상업공간의 역할, `디자인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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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소비자 브랜드 인식과 상업공간의 역할 변화 : 식음 브랜드 

식음 공간의 브랜드 발달에 따른 소비자 브랜드 인식과 상업공간 

디자인과 역할의 변화를 요약한 표는 위와 같다. 브랜드 부재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가면서 다음과 같은 변화들이 나타난다. 소비자 브랜드 

인식에서 유대감은 사라지고 브랜드 신뢰도가 형성되었다. 상업공간의 

역할 중 오락과 참여공간으로서의 역할은 사라졌지만 상징과 

참여공간으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브랜드 성장기에서 패권기로 

넘어가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관찰된다. 소비자 브랜드 인식에선 

브랜드 명성이 사라졌고, 브랜드 이미지는 유지되었다. 브랜드 신뢰도와 

브랜드 철학은 일부 인식되었다. 상업공간의 역할에서 친 감 형성이 

사라지고, 참여공간, 오락공간, 정보 획득의 역할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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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소비자 브랜드 인식과 상업공간의 역할 변화 : 의류 브랜드 

의류 브랜드의 브랜드 발달에 따른 소비자 브랜드 인식과 상업공간 

디자인과 역할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브랜드 부재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가면서 아래와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 브랜드 신뢰도와 명성이 

유지되면서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형성됐다. 특이사항은 

브랜드 명성이 과거에는 지역성에 기반을 두었다면 브랜드 성장기에는 

개별 브랜드의 명성, 혹은 브랜드가 들어온 국가에 의지해 나타난다는 

점이다. 브랜드 유대감은 사라졌다. 상업공간의 역할에서 상업공간의 정보 

획득 기능은 유지되나 친 감 형성은 감소하 다. 브랜드 성장기에서 

패권기로 넘어가면서는 소비자 브랜드 인식에서 브랜드 철학, 유대감, 

친 감이 나타난다. 그러나 브랜드 명성의 경우 이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와 가지고 있지 않은 브랜드 모두 관찰된다. 브랜드 유대감 역시 

이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와 갖고 있지 않은 브랜드가 관찰된다. 

상업공간의 역할의 경우 극단적으로 확대된다. 오락공간, 참여공간의 

역할이 새롭게 부여된다. 친 감 형성의 역할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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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소비자 브랜드 인식과 상업공간의 역할 변화 : 전기·전자 브랜드 

     전기&전자 브랜드 상업공간의 경우 브랜드 발달에 따른 소비자 

브랜드 인식과 상업공간 디자인과 역할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브랜드 

부재기 소비자 브랜드 인식은 유대감, 명성이 나타난다. 상업공간의 

역할은 정보 획득과 친 감이었다. 브랜드 성장기가 되면서 소비자 브랜드 

인식은 신뢰감, 명성, 이미지, 유대감 몰입감이 나타난다. 상업공간의 

역할에서는 상징의 역할이 나타나고 친 감 형성의 역할이 사라진다. 

성장기에서 패권기로 변화하면서는 소비자 브랜드 인식에 브랜드 

철학까지 포함된 브랜드가 나타난다. 상업공간의 역할의 경우 기존의 

역할에 친 감 형성이 추가된다.  

  세 가지 업태의 변화를 종합하여 관찰하 을 때, 일부는 상이한 

형태를 보이지만 공통적인 변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중 전체 흐름을 

관찰했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소비자의 브랜드 인식 요소가 확대되고 있다. 브랜드 부재기와 성장기에는 

Sony 사례를 제외하고 모든 사례에서 3개 미만의 브랜드 인식이 나타났다. 

그러나 브랜드 패권기에서 브랜드 인식요소는 대체로 5개에서 6개가 

나타난다.  

반면 상업공간의 역할은 반드시 양적으로 증가하지는 않는다. 이는 

상업공간의 역할의 정도를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역할 

자체가 감소했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 역할의 유형이 줄었다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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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하다. 식음 브랜드는 브랜드 부재기, 성장기에 비해 패권기에서 

같거나 감소한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의류 브랜드는 브랜드 

부재기, 성장기의 상업공간 역할이 대체로 2개 다면 패권기에는 최소 

3개에서 5개 까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자&전기 브랜드는 브랜드 

부재기와 성장기의 역할을 종합한 형태로 패권기 상업공간의 역할이 

나타난다.  

소비자 브랜드 인식 요인의 개별적인 변화는 다음과 같이 관찰된다. 

브랜드 신뢰도와 명성은 모든 패러다임에서 대체로 관찰된다. 그러나 

브랜드 부재기에 신뢰도와 명성은 주로 매장이 어느 지역에 

위치하 는지를 기반으로 형성되었다. 브랜드 성장기에는 브랜드 브랜드가 

도입된 국가의 이미지와 브랜드 신뢰도, 브랜드 명성이 같은 맥락을 

가지고 적용되었다. 이 시기 브랜드 이미지 또한 브랜드가 유입된 국가의 

이미지가 개별 브랜드의 이미지와 함께 인식되었다.  

브랜드 철학은 브랜드 패권기에야 나타난다. 이는 브랜드의 개별적 

개성이 인식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브랜드 유대감과 몰입감은 브랜드 

성장기에는 일부 관찰되며 브랜드 패권기에는 대부분 관찰된다. 이는 

제품과 상징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던 소비자 브랜드 인식이 비로소 경험을 

기반으로한 소비자 브랜드 인식으로 점차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상업공간의 역할 중 상징으로서의 역할은 대체로 증가한다. 브랜드 

부재기에 나타나지 않던 상징으로서의 역할은 브랜드가 나타나는 브랜드 

상징기와 브랜드 패권기가 되면서 형성된다. 또한 내용적으로도 브래드 

도입기에는 건물 외부에 적용된 BI로만 수행되던 상징으로서의 역할이 

확대된다. 브랜드 패권기에는 BI뿐 아니라 상징색이 건물 내부에 

도입되거나 브랜드 이미지, 철학을 구현한 공간이 나타나는 방식으로 

상업공간의 상징으로서의 역할이 보다 강화된다.   

정보 획득 수단의 역할은 식음 브랜드를 제외한 모든 브랜드에서 

모든 패러다임에 일관되게 나타난다. 그러나 브랜드 부재기와 성장기에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유통창구로서의 역할과 구매하기 위한 제품의 

구체적 정보 수집이 전부 다. 반면 패권기에 들어서는 해당 브랜드의 

다른 제품군을 소개하거나, 직접적 구매 의사가 없는 제품에 대한 사용과 

경험, 브랜드 커뮤니티에 관련된 정보 제공 등으로 다양해 지고 있다.  

브랜드 부재기에서 브랜드 성장기로 들어가게 되면서 상업공간의 

역할 중 친 감 형성 역할은 사라지거나 방법이 변화한다. 브랜드가 

나타나기 전, 상업공간이 소비자와 친 감을 형성하는 방법은 대부분 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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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자 혹은 직원과의 1:1 관계 다. 다방의 마담과 전파사의 전파상이 그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브랜드가 도입되면서,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상업공간이 변화하고, 모든 매장에서 일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일부 식음 공간에서는  생일 파티 등을 열어 고객과 1:1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역시 과거 상업공간에서 한명의 상인과 

소비자가 맺는 1:1관계가 아니라 기업의 프로그램과 소비자가 맺는 

관계로, 다른 지역의 상업공간에서도 같은 친 관계가 형성된다. 즉, 

브랜드가 도입되면서 상업공간의 친 감 형성 역할이 상인과 소비자라는 

개인적 단계에서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로 규격화 되었다.   

브랜드 성장기에서 브랜드 패권기로 넘어가면서 의류와 전기&전자 

브랜드 상업공간들은 친 감 형성 역할을 다시 수행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들은 과거 브랜드 부재기 당시와는 다른 방법을 취한다. 과거에는 상인 

한명과의 인간적 친 함이었다면, 브랜드 패권기에는 의류 커스터마이징 

등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전문 직원이 제품의 

사용과 방법을 설명하는 서비스, 혹은 온라인 매장을 통해 고객과 

친 감을 쌓는 방식으로 다양화 되었다. 또는 의류 매장에서 식당과 

카페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도 나타난다. 이들은 대체로 제품의 

직접적인 판매를 유도하기 보다, 소비자의 브랜드 경험을 풍부하게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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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브랜드, 상업공간 발달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요인의 상관성 

 

브랜드와 상업공간의 발달 단계를 살펴보면서, 각 시기별로 관찰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요인을 함께 관찰했다. 그 안에서 브랜드와 

상업공간의 발달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요인이 가지는 상관관계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관찰된다. 

브랜드의 국내 유입과 양적 증가는 브랜드 성장기의 경우 정치, 경제 

요인과 두드러지는 상관 관계를 갖는다. 정치적 요인 중에는 경제발전 

계획과 유통정책이, 경제적 요인은 국민의 소득 수준과 시기별 경제 

상황이 관련되어 있다. 특히 이 상관관계는 브랜드 성장기 초기와 중기, 

브랜드 성장기 후반에 저가의 브랜드가 대거 증가하며 두드러진다. 브랜드 

성장기 초반 국민 소득수준이 증가하며 외식 브랜드가 대거 증가했고, 

해외 의류 브랜드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성장기 중반 유통 개방 정책은 

의류와 전기&전자 브랜드에서 해외 브랜드의 수를 급증시켰다. IMF 이후 

국내 경제침체는 국내에서 저가의 자체 브랜드가 성장하는 기반이 됐다. 

브랜드의 향력 확대는 미디어와의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 이는 

특히 대중문화 수요가 폭발하던 브랜드 성장기 중기에 두드러진다. 

당시에는 소수의 브랜드가 시장을 선도하고 모두 같은 제품을 구매하려할  

정도로 유행이 형성되었다. 디지털 미디어의 성장은 정보 유통망의 성장을 

유발하며 유행을 가속화했고, 이는 곧 모든 브랜드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브랜드 패권기를 만드는데 간접적으로 기여했다.   

사회 요인과 문화 요인은 상업공간의 역할, 그리고 디자인과 높은 

상관 관계를 보인다. 브랜드 부재기 소비문화가 일부 계층에 한정되어 

있을 때, 상업공간의 역할은 지식인들이 향유하는 문화공간이었다. 그러나 

대중문화가 등장하고 여가문화가 일반화되면서 상업공간은 가족 소비 

문화 공간이 되었고, 이후 가족해체와 개인주의 문화가 발달하면서는 

브랜드 패권기에서는 개인 소비문화의 공간으로 상업공간의 역할이 

변화한다.  

 브랜드 성장기의 사회 요인과 문화요인을 종합하면 당시는 서구 

문화에 대한 미디어와 유통망의 제한으로 해외와 서구 문화에 대한 

동경심이 대중적이었다. 이는 미국, 유럽스타일을 표방하는 상업공간 

디자인이 나타나는 이유 다. 특히 당시의 상업공간은 서구 문화와 서구적 

이미지를 체험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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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브랜드 패권기에는 반미감정과 식품안전, 웰빙 트렌드 등의 

사회적 사건과 문화 현상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업태에 무관하게 

원목이나 석재 등 자연소재를 활용하며 보편적 가치관을 지향하는  

디자인이 나타났다. 상업공간의 역할도 해외 국가나 문화를 체험하는게 

아니라 브랜드의 철학과 이미지를 재현하고 전달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그 외에도 브랜드 패권기 삶에 대한 가치와 철학의 변화는 브랜드의 

컨텐츠를 변화시켰다. 2000년대 자연에 대한 가치관과 사회적 가치관의 

증가는 이 시기에 환경이나 공정거래 등 사회적 가치를 함유한 브랜드를 

등장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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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브랜드 상업공간의 변화방향 

2.1. 향후 브랜드 상업공간의 변화요인 

향후 브랜드 상업공간에 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변화 요인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경제요인의 변화는 ‘세계적 장기 경제 정체’로 요약할 수 있다. 경제 

상황의 악화로 합리적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와 이를 지원하는 브랜드가 

형성될 것이다.  

정치 요인의 경우 ‘국제적 유통 규제의 소멸’로 정리할 수 있다. 

브랜드 패러다임에 따라 유통망은 계속 확대되어 왔다. 국내의 유통망의 

확대는 물론이며 국제적 유통망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앞으로는 

과거처럼 국내 유통망이 넓어지는 수준에서 2010년 한유 FTA처럼, 

앞으로는 국제적으로도 유통 규제가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이다.  

사회, 문화 요인은 ‘정보 통신의 발달’, ‘가치관의 초세분화’로 요약할 

수 있다. 2000년 이후 개인 삶에 대한 가치관은 계속 새로워지고 있다. 

삶의 방식도 다양해지고 소비자들의 개성이 강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브랜드의 소비자에게 소구하는 방식은 무한히 세분화될 것이다. 정보기술의 

발달은 국제 유통 규제를 넘어 소비자들이 접할 수 있는 브랜드를 접하는 

기회를 주고 있다. 또한 정보 유통 시간의 단축으로 인해 스타일과 취향 

역시 전보다 빠르게 변화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취향과 

스타일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기업의 브랜드 쇄신 주기가 짧아질 것이다.  

 

2.2. 향후 브랜드 상업공간의 변화방향 

 
앞으로 나타날 상업공간의 변화를 예측해보면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으로 상업공간이 나타날 것이다.  

 

가. 실용을 추구하는 브랜드 상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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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로 ‘실용을 추구하는 

상업공간’이 나타난다. 이 

상업공간은 백화점보다 

할인점의 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브랜드 성장기 이후의 

모습을 따라 저가의 제품을 

다수 판매하는 규모는 크되, 

공간 디자인의 특징과 개성은 

감소된 마치 창고와 같은 

매장이 될 것이다.  

이런 상업공간이 나타나는 

배경은 장기적 경제 정체라는 

경제적 요인과 유통의 확대라는 

정치 요인으로 인해 저가의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충분히 저렴한 제품을 인터넷에서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에서 저렴한 물품을 판매하며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제품을 ‘한 장소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 중요해 

질 것이다. 이런 상업공간에서는 소비자들이 마치 인터넷에서 상품을 

구매하듯이 눈으로 제품의 질을 확인하고 나서 대량의 제품을 구매하는 

식의 구매 행태가 나타날 것이다.  

현재 브랜드의 흐름 중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브랜드로는 식음 
브랜드에서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자체브랜드 가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그 외에 의류 업태에서는 SPA 브랜드가 나타나고, 가구 업태에서는 
이케아와 같은 브랜드가 등장하고 있다.  
이 유형의 브랜드 상업공간에서는 브랜드 신뢰도 등 제품을 기반으로 한 
소비자 브랜드 인식이 나타나고 실용성을 위해 상업공간의 역할은 
제한되게 나타날 것이다. 공간의 역할 중 상징으로서의 역할은 축소되어 
공통된 이미지를 연출하고 BI나 상징색의 적용 등은 최소화된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공간의 경우 실용성을 위해 오락과 체험, 친 감 
형성으로서의 역할 또한 최소화될 것이다. 때문에 이 유형의 브랜드 
상업공간에서는 브랜드 이미지 형성의 역할이 공간보다 제품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브랜드의 공간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예상할 수 있다. 규모의 

[그림 5-1] 실용을 추구하는 상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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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200평에서 300평 수준으로 매우 거대할 것이다. 또한 제품의 구성은 

저가의 같은 유형의 제품이 색상, 재질 등의 미묘한 변화를 주는 선에서 

변화하며 여러 취향의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나. 브랜드 편집숍으로서의 상업공간 

 

  두 번째로 나타나게 될 

상업공간의 새로운 형태는 
‘브랜드 편집숍으로서의 상업공간

’이다. 이 유형의 공간은 개별 
브랜드의 개성으로 만들 수 있는 
차별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의 브랜드를 위한 상업공간이 
아니라 여러 브랜드를 

종합한 편집숍의 형태를 
취한다. 편집숍은 특정 제품의 
여러 브랜드를 수집한 공간이다. 
때문에 다양한 브랜드를 한 
공간에서 접할 수 있다. 
그러나 편집숍이 일반 전문 
판매점과 다른 점은 한 공간에 

모아 놓은 여러 브랜드의 개성과 스타일이 모여 또 하나의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한다는 점이다. 선별된 브랜드의 제품을 판매하는 의류 
편집매장이 이러한 상업공간의 대표적인 예시이다. 의류 편집매장과 같은 
상업공간이 식음, 전자 공간에서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위와 같은 유형의 상업공간은 경제, 정치 요인에 의해 소비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상류계층이 향유하는 소비문화는 더욱 고급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나타난다. 사회 문화 요인으로는 개성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개인의 특성을 철학, 이념이 아닌 특별한 소비행태로 표현하고자 
하는 소비문화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하는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개별 소비자의 취향을 끊임없이 만족시키기 위해 일종의 
전략적 해결 방법으로서 개별 브랜드의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방식이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일반인들이 쉽게 구할 수 없는 

[그림 5-2] 브랜드 편집샵으로서의 
상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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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고 유니크한 제품을 소개해주는 새로운 방식의 정보 
획득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상업공간에 부여된다. 
이미 이와 비슷한 흐름으로 식음 공간에서는 특정 백화점의 식품 코너에 
유명 로컬 브랜드 음식점이 입점하는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다. 의류 
브랜드의 경우 편집 브랜드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자 브랜드의 경우 유명 
인터넷 매장이 오프라인으로 진출하는 모습이 관찰된다.  

이 유형의 상업 공간은 소비자 브랜드 인식이 전 역에서 폭넓게 

나타나고 공간의 역할도 양적으로 증가한다. 특히 상업공간의 역할 중 

오락, 참여공간, 친 감 형성의 역할이 극단적으로 강화되는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다. 일군의 브랜드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자의 철학과 개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상업공간의 상징으로써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 방식은 BI나 슬로건을 나타내는 등 기업의 이미지를 반 ,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브랜드가 소구하고자 하는 소비자군의 

이미지와 철학을 반 할 수 있는 이미지를 연출하는 것이 중점이 될 

것이다.  

위 유형의 상업공간이 가지는 디자인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규모는 
소규모의 편집숍에서 대규모 공간에 카페, 제품 매장, 식당, 미술관 등을 
종합한 공간까지 편집숍의 방향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구조적으로는 여러 브랜드의 공간이 결합된 구조가 나타날 
것이다. 편집숍의 브랜드 수집 방식 역시 분화되어 특정 제품의 대상으로 
브랜드를 종합해 놓는 편집숍과 다양한 업태에서 일부 브랜드를 선별, 
종합하고 문화 예술 등 특정한 라이프 스타일을 향유하는 브랜드 
공간으로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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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본 연구에서는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통시적 고찰을 통해 

상업공간과 브랜드를 관찰하 다. 기존의 브랜드와 상업공간에 대한 

논의는 마케팅적 관점에서만 이루어졌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브랜드와 상업공간을 관찰하 다.  

1960년대 이후 국내상황을 대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요인을 

분석하 다. 그리고 시대적 사건, 사회 현상과 이슈 등 구체적인 사실을 

수집하 다. 수집된 정보의 유형화, 범주화를 통해서 브랜드와 상업공간의 

발달 단계를 정리하고 발달과정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변화 요인의 

상호 관계를 분석하 다.  

브랜드의 발달 단계는 브랜드 부재기, 성장기, 패권기로 정의할 수 

있다. 브랜드 부재기는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중후반에 해당한다. 

급속한 경제발전과 공업화가 진행되고, 대기업이 태동한다. 문화적으로는 

공업화와 정치적 억압에 대한 반발로 지식인을 중심으로 한 문화 생활이 

나타났고 개별 소비자의 소비문화는 활발하지 않았다. 1970년대는 

경제적으로 개방이 진행된다. 도시화가 진전되고 대중문화가 발달하게 

된다. 그러나 문화적,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억압적인 분위기가 유지되며 

이러한 억압에 대한 표출로 오락문화가 등장하게 된다.  

이 시기 한정된 재화와 문화 속에서 제조업 중심의 제품은 있었으나 

브랜드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브랜드는 상표의 개념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환경 아래 나타난 상업공간은 제품의 정보를 획득하는 

공간으로서만 역할했다. 각 매장이 브랜드로 인식되지 않았기에 매장의 

개별적 개성이나 명성보다는 지리적 위치에 의해서 명성과 이미지가 

형성되었다. 상업공간에서 형성된 친 감은 상인과 소비자의 인간적 

관계에 기반을 둬서 형성되었고 이는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로까지 

확장되지 못 했다.  

브랜드 성장기는 1970년대 중, 후반부터 2000년대 초에 이른다. 

1980년대에는 기록적인 경제 호황이 나타나고 해외 문화와의 교류가 

증가한다. 이로 인해 정치, 경제 측면에서 유통 개방과 경제발달이 

이루어졌다. 정치적 규제완화와 국제 행사 유치 등으로 인해 소비문화 

또한 증가하며 글로벌 브랜드들이 도입되고, 국내 업체와 함께 성장한다. 

사회, 문화적으로는 미디어와 대중문화가 등장하고 소비문화가 성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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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한다. 이는 가족 중심의 유희로서 소비를 유발했다.  

브랜드 성장기의 초반에는 브랜드가 막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소비자들은 처음 브랜드를 접하게 되었다. 때문에 브랜드 신뢰도와 명성이 
브랜드 인식의 대부분이었다. 상업공간은 서구문화를 경험하는 공간으로써 
상징적 역할을 수행했다. 브랜드 명성과 신뢰도가 높아진다. 상업공간의 
역할에서는 유대감, 친 감의 역할이 약화된다. 
성장기 후반에는 브랜드 패권기로의 과도기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1990년대에 해당하는 이 시기 경제적으로는 IMF로 인한 소비의 침체와 
함께 백화점 할인점이 발달하게 된다. 사회, 문화 측면에선 미디어와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홈쇼핑 개념이 등장한다. 이후 브랜드의 정착과 
시장의 다양화로 인해 90년대 말이 되면 브랜드 개념이 
완전히 대중화된다. 브랜드의 개념은대중화되었으나 성장기의 브랜드는 
여전히 고급문화를 상징하거나 한 제품에서 가장 뛰어난 것의 기준으로 
작용하 다. 

  브랜드 패권기는 2000년대 초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기이다. 
2000년대에는 경제 저성장 기류와 안보 불안심리가 나타난다. 사회, 문화 
측면에서는 국제행사와 사건으로 인해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과 반미 
감정이 나타나고 식품 안전과 웰빙 트렌드가 나타난다. 또한 디지털 
문화가 성장하고 가족, 결혼 등에 대한 가치관이 다양해지면서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이 나타난다. 2010년 이후부터는 경기 장기 침체가 예측될 
정도로 경기 상황이 안 좋아진다.또한 IT의 발달로 커뮤니케이션과 모바일 
환경이 보편화된다. 사회문화적으로는 힐링문화, 한류열풍 등이 나타난다. 

패권기 소비자들은 브랜드 개념에 완전히 익숙해진다. 또한 일부 

브랜드의 과대평가된 브랜드 신뢰와 명성은 시간이 흐르며 재구성되었다. 

소비자의 브랜드 인식과 상업공간의 역할은 브랜드 패권기가 되면서 

완전히 확대된다. 상업공간이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하는 

상징으로서의 역할은 과거에 비해 다양한 수단을 통해 더욱 강해진다. 

다만 합리적인 소비자들의 등장으로 일부 브랜드는 과거 브랜드 성장기나 

부재기와 다르지 않은 역할을 수행하는 상업공간의 형태로도 나타난다. 

소비문화의 발달은 개인 소비 문화를 형성시켰고, 상업공간의 

참여공간으로써의 역할과 친 감 형성 공간으로서의 역할 개인 소비자를 

위한 방향으로 전환된다. 브랜드 패권기에서 점차 다양한 브랜드의 형태가 

도출되며 브랜드 발달 패러다임은 점차 다변기로 변화해가고 있다. 

브랜드 패러다임을 정의하며, 패러다임의 발달과정에서 정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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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화 요인의 접한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 브랜드의 국내 
유입과 양적 증가는 경제발전 계획과 유통정책이라는 정치적 요인과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국민의 소득 수준과 시기별 경제 상황이라는 
경제 요인과도 관계있었다. 미디어는 브랜드의 향력 확대와 관련이 
있었다. 상업공간의 역할과 디자인은 사회, 문화 요인과의 상관관계가 
두드러진다.  
향후 브랜드와 상업공간에 향을 미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변화 
요인은크게 4가지 키워드로 정리된다. 세계 경제 장기 정체, 국제적 유통 
규제 소멸, 정보 통신에 발달, 가치관의 초 세분화이다. 이로 인해 합리적 

소비성향의 소비자가 증가하고 개인 소비자의 스타일과 철학, 개성을 

지원하기 위한 방향으로 브랜드가 진화할 것이다.  

현재까지 관찰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요인과 브랜드 패러다임의 
상호작용 방식을 기준으로 앞으로의 변화 요인이 브랜드 상업공간에 
미치는 향을 예상해 본 결과, 양극화된 상업공간의 모습이 나타나리라 
생각된다.  
첫 번째로는 ‘실용을 추구하는 상업공간’의 형태가 나타날 것이다. 이 
상업공간은 저가의 제품을 다수 판매하고 큰 규모를 갖되, 공간 디자인의 
특징과 개성은 감소된 효용이 극대화된 상업공간이다. 이 상업공간은 제품 
기반의 소비자 브랜드 인식이 나타나고, 상업공간의 역할이 축소된 모습을 
보인다. 상징과 오락, 참여공간, 친 감 형성으로서의 역할이 
약화되고 정보 획득 수단으로써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다. 이 유형의 
상업공간을 갖는 브랜드의 경우 제품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혹은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브랜드 유대감과 
몰입감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 강구될수 있다. 

두 번쨰로는 상업공간으로 ‘브랜드 편집숍으로서의 상업공간’이 
형성될 것이다. 이 상업공간은 한 공간에 여러 브랜드를 선별해 놓아 개별 
브랜드의 개성과 스타일이 모여 또 하나의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하는 
상업공간이다. 이 상업공간은 앞의 유형과 달리 소비자 브랜드 
인식과 상업공간의 역할이 질적, 양적으로 증가한다. 특히 상업공간의 역할 
중 오락, 참여공간, 친 감 형성의 역할이 극단적으로 강화되어 나타날 
것이다. 공간의 디자인 과정에선 인테리어의 개성이 강화되며 개별 
소비자의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 상업공간의 상징으로써의 역할 
또한 중요해질 것이다. 역할 수행 방식도 기업의 이미지를 반 하는 기존의 
상업공간 상징의 역할에서 소비자의 이미지와 철학을 반 하는 상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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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로 변화할 것이다. 이에 맞춰 기업 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심의 디자인 
방식이 나타날 것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가치관은 늘 변화해 왔다. 
소비자를 끌어들이고 물건을 판매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상업공간의 
모습도 이에 맞춰 변할 수밖에 없다. 브랜드 상업공간의 디자이너라면 이런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마케팅 
분야에서 나타나는 브랜드 이론을 공간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브랜드와 
상업공간 자체의 변화와 이에 향을 미치는 기반 요인을 잘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가 가진 거시적 관점이 브랜드 상업공간 디자이너가 
마케팅이나 브랜드 이론에서 벗어나 스스로 시대와 사람을 관찰하는 
시각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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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in mid 2010’s, the concept of brand is going through drastic 

changes in Korean society. Regis McKenna, a marketing speciality, stated 

in a management magazine, Business 2.0, that consumers no longer 

worship brand and referred to this as the “death of brand.” Consumers’ 

value towards brand is changing as individuality became more important 

than unconditional luxury items. Accordingly, the role and design of 

industrial space where brands are expressed are changing as well.  

However, most of brand-related precedent studies are limited to the 

marketing perspective. They are focusing on designing space by applying 

the marketing and brand theories or on analyzing the design elements of 

reflected relevant theories. Corresponding researches are mainly observing 

the changes of the starting point of research period. These researches that 

have limited perspective in range and time have limitations in explaining 

drastic changes of brand and commercial spaces. it makes them hard 

to respond to the changes. 

On the other hand, this study was intended to investigate changes of 

brand and commercial spaces in domestic market from macroscopic 

perspective. This study observed brands from synchronic aspect of 

commercially oriented marketing,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From diachronic aspect, this study observed the period before brands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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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ed in Korea to the present time. Through this, the developmental 

stage of domestic brand and commercial spaces was summarized and 

analyzed its correlation with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As a result, the development process of domestic brands was 

classified into ‘the period of absence of brand’ from 1960’s to late 1970’s, 

‘the growth period of brand’ from mid 1970’s to early 2000’s, and ‘the 

period of supremacy of brand’ from early 2000’s to the present time. At 

present, the paradigm of domestic brand is gradually progressing into ‘the 

period of multilateral brand.’   

The change factors of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that can 

make effect on the brand and commercial spaces in the future were 

extracted by organizing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brand paradigm. To 

predict changes of brand and commercial spaces in the future according to 

the change factors, the brand perception of consumers will be more 

expanded and intensified macroscopically, but the role and design of 

industrial space will be more developed by becoming polarized in two 

directions of simplification and expansion. Microscopically, it is expected 

that commercial spaces with characteristics of ‘pursuing practicality’ or 

‘brand editorial shop’ will appear continuously.  

In conclusion, the developmental paradigm of brand was defined 

through the research and investigated its strong correlation with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al elements. Also, change factors of the future 

and design changes of commercial spaces in macroscopic viewpoint were 

predicted. Today of rapidly changing concept of brand and commercial 

spaces, we need to study through the past to acquire design perspective 

ahead of our time. To do that, the macroscopic perspective of this study of 

analyzing the brand and commercial spaces will be useful in various 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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