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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rporate images are created inside the corporate and then peppered throughout the public such as consumers,

communities, countries, etc. who are outside the corporate. Therefore, corporations express their corporate images

through such visible images as CI, products, brands, advertisements, company buildings, etc. in order to form a

favorable corporate image for the public. Therefore, many corporations have begun to express various visual

factors in order to form their images.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d the connectivities of

corporate images and facade design of company buildings, and to elicit the findings of whether corporate images

are applied to the facade design of company buildings, and of what expressive factors are applied to the design,

if so.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an examination of the degree that the characteristics of corporate

images and design components of the facade design of company buildings have been expressed showed that

corporations preferred the design of company buildings on which a lot of components have been expressed.

Second, it also showed that they preferred determinants of the facade design of company buildings in the order

of architectural factors > visual factors > decorative factors. Third, it indicated that the corporations on which the

design components of the facade design of company buildings have been reflected most were in the order of C

> B, D > A, E > G > F, J > H, I. Fourth, it further showed that most of the corporations have used curtain

walls as materials of the facad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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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현대인들의 시각은 도시 생활에 있어 건물의 외관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즉, 건물은‘시각적 강제성’을 가진다

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건물은 피할 수 없는 시

각적 영향력을 갖게 된다. 인간이 모든 정보를 눈을 통

해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기업의 시각적

아이덴티티는 기업 경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무형자산으

로서의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기업이미지 형성에서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좋은 시각적

이미지는 브랜드 및 기업에 대해 호감을 갖도록 해주어

충성도를 높여준다. 기업이미지는 전체 대중들의 단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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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속성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밀접한 관련

을 갖는 대중의 마음으로부터 형성된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합

성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김자원의 ‘기업사옥의 외관디자인이 기업 호감도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외관디자인이 우수 할

수록 기업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져 입사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사옥의 외관디자인이

우수하거나 차별화된 디자인일수록 기업에 대해 문화적

으로 우수하다고 느껴지며, 자긍심이 생기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현대의 기업사옥은 단순히 건물 외관의 디자인을

넘어 건물이 위치한 지역 분위기, 유행경향, 관습 등 그

지역의 이미지를 미적인 감각으로 표현해 내는 도시 환

경적 요소로써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예술적으

로 진화한 건축물은 마치 웅장한 박물관처럼 대중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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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사로잡는다. 이는 그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

“작품”에 버금가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기업의

업무시설을 떠나 기업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비전이 함

축적으로 녹아든 랜드 마크를 건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은 사옥에서 자신들만의 아이덴

티티를 나타내며 타 기업과의 차별화를 위해 노력해야하

며, 기업이 추구하는 이미지와 사옥의 이미지가 일관성을

지닐 때 보다 강력한 기업이미지를 구축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업 이미지와 사옥 파사드 디자인

의 연계성을 밝히고, 기업 이미지가 사옥 파사드 디자인

에 적용이 되어 있는 지의 여부와 적용이 되어있다면 어

떠한 표현요소로 적용이 되어있는지를 도출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포털 사이트 커리어에서 제공한 국

내 100대 기업 리스트 중 상위 30%의 기업을 선정하여

30%의 기업들 중 설문조사를 통해 기업 이미지가 잘 반

영 되어진 사옥 10곳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사옥의 파사

드 디자인 특성 및 요소를 분석 하고 사옥의 이미지와

파사드 디자인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으며, 실무자 및

일반 대중들에게는 어떻게 기억되며, 파사드 디자인의

요소로는 어떠한 것이 있고, 어떤 영향을 주는 지 알아

보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은 먼저 문헌 고찰 방법으로 사옥의 개념

과, 기업이미지의 중요성 및 역할 구성 요소에 대한 이

론적 고찰을 통하여 사옥이 기업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을 파악 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인 10곳의 기업 사옥의

파사드 디자인 특성 및 디자인 요소에 대해 이론적 고찰

을 하였다. 사례조사 방법으로는 현장조사와 설문조사를

하였다. 현장조사는 선정된 시설에 방문하여 기업 이미

지가 반영 되어진 파사드 디자인 요소를 현황 조사하였

다. 설문조사는 일반 대중 및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기업

이미지에 대한 생각을 조사하고, 분석의 틀에서 마련한

기준대로 조사를 실시하여 분석, 정리 하였다.

2. 기업 사옥의 이미지에 대한 이론적 고찰

2.1. 사옥의 개념과 역할

기업의 사옥은 기업의 전용 사무소 건물을 일컫는다.1)

사옥이란 기업의 업무 기능을 하는 오피스군 건물로서

기업의 얼굴이며 상징의 대상으로 현재 국내를 대표하는

기업들은 대개 기업의 역사와 아이덴티티를 내포한 채

경영자의 집무실을 지니는 사옥을 가지고 있다. 1970년

1) 박성신, <사옥디자인을 통한 기업의 문화마케팅 실현>, <<Design

Forum>>, Vol.15, 2007, pp.211-225

대에 들면서 본격화 된 국내 고층건물로 호텔뿐만 아니

라 기업의 사옥이 지어졌다. 국내 산업의 발전과 기업의

성장은 기업을 대기업 조직체계로 변화 하였으며, 그것

은 국내 건축에서도 장대한 규모와 형태의 고층건물로

표현되어 많은 이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하지만 과거 기

업의 본사사옥은 그 상징성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요소를

그룹 자산의 일부로 보고 언제든지 매각할 수 있다는 실

적 판단의 대상으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현재 보다 중요한 미래의 기업 가치를 위해서

핵심 사업에 집중 투자를 위한 부차적인 요소로 작용하

기도 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한 기업체의 본사 사옥은

더 이상 매각을 위한 투자의 도구로 취급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2.2. 사옥의 시각적 구성요소

디자인 구성요소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그 요소

가 디자인의 연출에 어떻게 가담하는가에 대해 아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축물 외관의 디자인 구성요소

로서 실제로 사용하는 형태요소로는 점, 선, 면, 방향, 크

기, 질감, 명암, 색채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구성요소

자체만으로는 형태의 완성을 이룰 수는 없다. 구성이란

대상 부분과 전체 사이에 질서 있는 관계를 줄 수 있지

만 그러한 생각의 결과는 대단히 다양하다. 따라서 조형

심리에 의하는 시각적 힘 관계에 의해 구성이론을 갖는

것이 한 방법이 된다. 이러한 생각에서 구성형식을 계통

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1>은 파사드 구성

요소의 상호관계를 보여주고 있다.2)

<그림 1> 파사드 구성요소의 상호관계

2.3. 국내 사옥의 변천 과정

기업문화라는 성격을 담아내는 기업의 얼굴인 사옥 건

축은 마케팅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분석하기에 충분한

가치를 지니며, 국내 민간건축의 변천과 그 맥을 같이한

다.3)

기업사옥의 변천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2) 박한규, 건축의장론, 기문당, p.137

3) 박성신, <사옥디자인을 통한 기업의 문화마케팅 실현>, <<한국디자

인포럼>> Vol. 15(2007), p.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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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파사드 디자인의 변천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전,후반

시

대

적

배

경

l 경제개발로 자
본을 기반으로
한 민간 건축
의 활성화

l 올림픽 등의 대형
국제 행사 개최

l 도심지 개발 사업 건
축 기술 발전으로 인
한 고층 건물 증가

l 자본을 축적한 기
업이 본격화 되면
서 사옥 건축에 대
한 관심 급증

l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텔리전트 빌딩의 구현
방법에 대한 연구 증가

l 임대 목적의
고층사무소건축의 일반화

l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고층
사무소 건물 급증

건

축

적

배

경

l 기업의 업무
공간 확보
의지를 세워
박스 형태의
단순한
평면으로
기능 추구를
우선으로 함.

l 제한적인
저층부의
규모 와
역할.

l 건물의 외부 형태
뿐 아니라, 선큰
및 아트리움 등
도입.

l 도시 경관적 측면
에서 건물의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

l 저층부의 중심
역할.

l 고층사무소
지하층 근생
판매 시설을
아케이드라
부르며,
선큰이 있고
외부의
출입구를
별도로 갖는
방식 으로
정형화됨.

l 저층부의
독립적 역할.

l 31층 이상의
고층 사무소
증가

l 저층부 규모
의 확장으로
새로운 시도.

l 저층부의
성격이 임대
위주에서
특정 목적을
갖는 공간

l 으로 변화

대

표

건

물

l 삼일빌딩(19
70): B1층:
근생판매
1층: 로비

l 극동빌딩(19
76): B1층:
근생판매

l 1~2F:
오픈로비

l 교보광화문빌딩(19
84): B1층:
대형서점, 세
개층의 오픈된
로비

l 중앙일보사옥(1985)
: 극장(호암아트홀),
미술관(호암갤러리),
근생 판매 시설 등.

l 영품빌딩(19
92):B1~2F대
형서점

l G S 타 워
(1999):1,102석
의 대규모 공
연장,예식장등
다목적홀/기업
홍 보 관 / 지 하
고 급 식 당 가
수용

2.4. 기업 이미지 정의

기업 이미지에 대한 많은 학자들의 다양한 정의가 있

다. 이준일 등(2007)은 연구에서 기업이미지(corporate

image)가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 주체들이

특정 기업에 대해 가지는 그들의 경험과 그에 관련된 지

식 및 정보, 신념의 총체’라고 하였다. 이러한 기업이미

지에는 환경주체들의 가치체계가 내포되어 있다. 기업이

미지는 이미지의 대상으로서 기업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기업이라는 대상의 어떤 한 측면이 아니라 전체에 대한

심상이며 태도처럼 방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기업이미지는 ‘기업이 라는 대상에 대하여 사람들

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전체로서 갖는 부정적 혹은 긍정

적 심상’이라고 할 수 있다.4)

기업 이미지의 개념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견해를 보

이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공통된 내용으로는 기업이미

지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어느 특정 기업에 대

해 공통적으로 고르게 나타나며, 상호 영향을 미치는 관

계이다. 이상으로 기업이미지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보면

기업이미지(corporate image)란 ‘사람들이 특정의 기업에

대해 연상하는 총체적으로 개념화되거나 기대되는 바이

며, 개인이 기업에 대해 가지는 주관적 신념, 생각, 인상

의 총체’라고 정의 할수 있다. 위에서 논의된 기업이미지

에 대한 정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2>과 같다.

4) 황병일, 2004

연구자 기업이미지 정의

Kiunkel&

Berry(1968)

소비자 대중과 그 관련 기관들의 제품이나 상표 보다

이들을 대표하는 기업 자체에 대하여 가지는 하나의

상으로서, 사람들이 특정의 기업에 대해 연상하는

총체적으로 개념화 되거나 기대되는 바의 강화

Hirsch,

Greenberg

& Rocertson

행동에 기대되는 바를 강화시켜 주는 차별적인

자극으로서, 기업 이미지는 사람들이 특정의 기업에 대하여

연상하는 총체적 개념화 또는 기대되는 방향으로의 강화

Dutlka&

Roshwalb

(1983)

기업에 대한 공중의 태도의 총합이며, 사람들이 특정

기업에 대해 가지는 총체적인 인상

Bermstein

(1984)

공중이 특정기업에 대해서 갖는 경험, 기대, 느낌,

인상과 같은 모든 것들이 상호작용 함으로써 형성된

총체적인 인상

<표 2> 기업이미지의 정의

3. 파사드 디자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

3.1. 파사드 디자인 개념

건물에 대한 1차원적인 이해는 건물의 형태에 의해 결

정되고 특히 외관(facade)에 의존하게 된다. 외관(facade)

의 어원은 라틴어(Latin)의 ‘Facies'에서 유래된 것으로

얼굴(face)과 겉모양(appearance)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

으며, 건물의 입면 중 현관, 즉 정면(Front)과 거리에 면

하고 있는 입면으로 정의되고 있다.5)파사드는 쇼윈도우,

주 출입구 및 홀의 입구 부분을 포함한 평면적인 구성요

소와 아케이드, 광고판, 사인, 외부 장치를 포함한 입체

적인 구성요소의 총체이다. 또한 그 구성과 의장은 매우

중요하며 여기에는 내부의 공간구성을 표현하는 것과 내

부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구성을 취하는 것 들이 있다.

보통 장식적으로 다루어 질 때가 많으며, 건축양식의 역

사에서 중요하다.6)

3.2. 파사드 디자인 역할과 변천

외관(facade)은 건물의 기능과 의미를 전달하는 가장 기

본적인 역할을 하며, 사옥의 경우 고객과 처음으로 공간적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곳이며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에게

기업이미지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외관(facade)은 그 자

체가 하나의 매혹적인 건물로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림 2>은 파사드의 역할을 정리한 다이어그램 이다.

<그림 2> 파사드의 역할

5) Rob Krier, 이용재 옮김, 건축의 요소들, 집문사, 1999, p.103

6) 한호숙, 패션샾 파사드의 유형별 구성특성에관한연구- 서울명동과

청담동지역패션샾을 중심으로- 중앙대 석사논문,2003,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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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사드가 현대건축 표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표현의

대상이 되어 형태의 다양성을 띄기까지는 수 시대의 흐

름 속에서 변모의 과정을 거쳐 왔다. 특히 고대 건축이

내부를 감추는 기능으로 외관(facade)을 표현하기 시작

하였다. 따라서 외관(facade)디자인의 변모는 실제로 건

축사 그 자체이고 형태의 표현 주체가 되는 것이다. 이

것을 파사드에 역사적인 모티브를 사용하고, 파사드 그

자체가 결코 소멸되지 않는 한 개념으로 자리를 차지하

게 되었다. 파사드 변천을 정리하면 <그림 3>와 같다.

<그림 3> 파사드의 변천

파사드 디자인이란 외부의 입체를 나타내는 것은 문론

내용과 독립적인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표면디자인의

장르로 새로운 지평을 얻는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그

것은 형태와 장식, 재료, 패턴, 색채 등이 요소들을 조형

적 원리로 부분들을 연결, 조합하여 전체에 이미지를 주

는 공간표현의 새로운 지평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3.3. 파사드 디자인 구성요소 와 특성

(1) 구조체7)

직설적인 도형으로 유형을 표현하는 수준을 넘어 건

물의 볼륨전체가 건축의 품격을 형성하게 되었다. 소위

말하는 건축이라 불린 그들의 건축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개혁성을 띈 것으로 인식되었다. 외부표면이 건

물의 기능을 더욱 직접적으로 드러냈기에 표면과 윤곽의

총체는 종합적인표상의 장이 되었다.

파사드 결정요소와 관련있는 하위 개념으로는 기념성

의 볼륨과 골조 구조로 세분된다.

기념성의 볼륨은 새로운 재료와 공법에 맞는 고유한

형태를 만들어 내야 되며,

골조구조는 근대건축을 발생시킨 촉매제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근대 건축 자체 였고 구조적으로 요구되지 않

는 경우에 작용되기도 하였다. 골조 건축은 뼈대에서 최

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으며 가장 직설적인 표현

7) 표면으로읽는 건축, 데이빗레더배로우. 모센모스티파비 지음

을 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2) 외피8)

시각적으로 가장 먼저 인식되는 요소인 두꺼운 벽은

근대 건축 이후 얇고 경량한 외장재로 점차 전환 되었

다. 중량 재료에서 경량 재료로의 전환은 벽이 더 이상

구조체가 아닌 표피로서 기능을 가진 것을 의미하며, 평

면화되고, 비물질화된 새로운 벽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

었다. 파사드 결정요소와 관련있는 벽의 하위 개념으로

는 가림과 드러냄, 상징적 표면, 각인된 파사드로 세분화

할 수 있다.

가림과 드러냄은 구조체 위에 재료를 덧붙여서 건물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징적 표면은 건축

물에 사용된 재료를 가림으로써 상징적 의미가 떠오르는

것이며 채색을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다.

각인된 파사드는 원주민의 문신에서 비롯되었으며 이

는 패턴의 기원이 되며 건물에 장식적 효과 뿐 아니라

정체성을 부여하는 사회적, 도덕적 기능이 있다.

(3) 개구부

건축물 형태를 만들어내는 요소인 외벽은 대부분 창의

배열과 조합으로 만들어지며 건물의 시각적, 형태적 특

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오늘날 기술의 발달로 창의 디

테일과 기능이 변화되었으며, 전통적으로 창문의 적절한

형태를 규정했던 요건들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

다. 파사드 결정요소와 관련 있는 하위개념은 비뇰라식

입면으로부터의 탈피, 구조와 표면의 불일치, 창, 벽,창-

벽으로 세분화 된다. 비뇰라식 입면에서 탈피사려면, 기

둥사이에 창을 두지 않고 전망을 따라 실내공간에 발코

니를 두어 외부로 연장시켜 파사드를 분할하는 길고 연

속적인 수평창을 두어야 한다.

구조와 표면의 불일치는 건물 표면에 구조체(기둥,보)

를 드러내어 외관을 형성한다.

창,벽, 창-벽은 투명한 요소인 창과 불투명한 요소인

벽은 내부공간과 관계를 맺으며 상호작용을 한다.

3.4. 기업 이미지와 파사드 디자인 구성요소 도출

(1) 파사드 디자인 구성요소

<그림 4> 파사드 디자인 구성요소

8) 표면으로읽는 건축, 데이빗레더배로우. 모센모스티파비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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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 이미지 요소

기업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크게 가시적이미지와

비가시적이미지로 분류 할 수 있다. 가시적이미지는 기

업이 나타내는 구체적인 시각물에 의해 형성되는 이미지

이다. CI, 제품 및 광고 등과 같은 유형의 시각물 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반면에 비가시적이미지는 기업의 사업

내용, 경영스타일, 사회봉사, 문화활동 등 무형의 기업

활동을 의미한다. 나아가 대중에게 신뢰를 확보하는 요

소들이다. 이러한 기업이미지는 추상적인 것처럼 여겨

질 수 있지만 실제로 이미지가 기업의 평가에 큰 힘을

지니고 있으며, 한번 형성된 기업이미지는 오랫동안 지

속되는 경향이 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들

의 기업이미지를 대중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

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대중은 기업과 관련

된 이미지를 자신이 형성하고 있는 이미지에 의해서 평

가한다. <표 3>9)는 이러한 기업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소를 분류하여 표로 나타낸 것이다.

가시적

이미지

CI(Coporate Image) 심볼, 로고, 색깔, 캐릭터, 안내판

상품과 브랜드 제품, 포장

커뮤니케이션 광고, 사보, 카다로그, 포스터

기업환경 본사 사옥, 부속건물, 지사

비가시적이

미지

사업내용 및 경영스타일 기업 윤리성, 경영자 이미지

사회봉사활동 사회복지, 환경보존

문화활동 이벤트, 기업 메세지

<표 3> 기업이미지 구성 요소

3.5. 사옥파사드 디자인이 기업 이미지에 미치는영향

지금까지의 국내 기업 사옥은 기업의 흥망성쇠에 따라

리노베이션 등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면서 기업

의 역사와 함께 사옥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기

업의 몰락에 의해 처리 대상의 일 순위가 되거나, 다른

신생 기업이나 외국 자본의 소유가 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현대는 일반 소비자들에 의한 소비행태 변화와

기업 사옥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아지고 있고, 기업 측

에서도 사옥이 더 이상 단순한 오피스의 기능적 역할만

을 갖춘 공간이 아닌 기업의 구성원들을 배려하고 일반

소비자에게 기업의 이미지를 간접적으로 각인시키면서

개방된 공간을 제공하는 등 기업의 문화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증가하고 있다.10)

단순한 ‘큰 건물’에 지나지 않던 사옥이 기업을 알리는

‘브랜드’로, 더 나아가 전체 도시 이미지를 고양하는 핵

심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반인에게 공간을 할애

하는 사옥이 많아졌고, 2000년대부터는 사옥 자체에 의

9) 안병호, CI를 통한 기업이미지 관리에 관한 연구: CI 기본시스템

구축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원, 1996

10) 김태희, 공간구문론의 가시성을 적용한 기업 사옥 내 문화공간 계

획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2006

미와 철학을 부여하고, 사옥을 통해 휴식과 엔터테인먼

트 공간을 제공하면서 그 기업의 브랜드 인지도를 함께

높이며 또한 기업의 비전과 문화를 유형화 해 보여줄 수

있으며, 단순히 짓는다는 개념을 넘어 기업의 비전을 형

상화하는 추세이다.11)

기업의 사옥 건축은 현재 기업의 내, 외부적 감성적

접근과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마케팅적 환경면 에서

몇 가지 의미를 지닌다. 외부적 접근으로 기업의 기업

문화를 위하여 건축물을 통해 시각화, 공간화 하여 일반

소비자들에게 기업과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전략이다. 내부적 접근으로 구성원들에게

실질적인 공간 이용의 편익과 자긍심을 일체화된 방향으

로 제시함으로써 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소

비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제품 구매나 서비스만을 이용하

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기준에 맞추어 기업이 제공하는

문화적 혜택을 누리면서 기업을 평가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기업의 사옥 건축은 강력한 영향력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기업문화와 아이덴티티를 나타낼 수 있는 잘

디자인된 외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마련, 조경

을 통한 외부 공공 공간 조성, 예술작품에 대한 직접적

인 지원을 공유하는 등의 세심한 배려에 의해서 가능하

다.12)

이러한 효과들을 고려할 때 기업 사옥 디자인에 관한

연구는 계속 되어야 하며, 기업의 바람직한 아이덴티티

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기업 이미지를 반영하는 사옥 디

자인으로서 차별화되며 독특한 외관디자인 특성 및 요소

개발이 요구된다.

4. 분석의 틀

4.1. 분석의 틀 설정

건축물의 파사드 디자인 요소는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

서는 데이빗 레더배로우, 모센모스타파(2009)가 제시한

파사드원리와 이미지 요소들을 검토한 후 사옥 파사드

디자인 결정요소와 특성을 분석하고 기업이미지와 사옥

파사드 디자인의 연계성을 밝히 고자 한다.

파사드 디자인 결정요소 고찰을 바탕으로 본연구의 분

석의 틀로서 사옥 파사드 디자인 결정 요소를 시각적 요

소, 건축적 요소, 장식적 요소로 도출 하였으며 기업 이

미지로는 가시적, 비 가시적 으로 분류 할 수 있다. 또

한, 이에 따른 디자인 결정요소 평가 기준의 세부항목

내용을 정리하면 <표 4> 와 같다.

11)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806110099

12) 박성신, <문화마케팅으로서의 기업의 사옥디자인>, <<SPACE>>,

2월호, 2005, pp.1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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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더배로우의

원리
연관성

파사드

디자인 구성 요소
연관성

기업

이미지

요소

사옥

의

파사

드

디자

인

외피

가림과 드러냄(재료)

상직적표면(색채)

각인된 파사드(패턴)

시각적 요소

(패턴, 색채, 재료)

가시적

요소

(형태,

심볼,싸인,

로고)

개구부

비뇰라식입면으로부

터의탈피(창)

구조와표면의 불일치

(기둥, 보)

창,벽,창-벽

건축적 요소

(창, 발코니, 문,

기둥, 형태)

비 가시적

요소

(사업내용,

비젼,

사회봉사활동,

문화활동)

구조체

기념성의 볼륨

(형태)

골조 구조

장식적 요소

(CI, 조명, 장식)

<표 4> 더배로우 원리, 파사드 디자인 구성요소와 기업 이미지

요소의 연계성

5. 사례분석을 통한 파사드 디자인 특성과

이미지 분석

5.1. 대상 사례 선정 및 분석의 방법

서울시는 건축물에 있어 건물 파사드 디자인의 아이덴티

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중이며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예

술적 가치와 기술적 수준이 우수한 건축물을 장려하기 위

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건축상을 시행하고 있다. 기업 이미

지를 나타내기 위한 가시적 이미지로서 사옥의 파사드 디

자인이 이미지를 전달하는데 있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사옥의 파사드 디자인은 기업과 기업이미지 형

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미지 형성에 큰 영

향을 미치는 파사드 디자인에 대한 고려는 기업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있어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할 부분이다.

본 연구의 대상 공간은 ‘커리어 닷컴‘에서 발표한 국내

100대기업(매출)자료를 이용하여 상위 30%로의 기업 중

예비설문을 통하여 10곳을 선정한 후, 각 기업의 아이덴

티티와 사옥의 파사드 디자인을 조사한 후, 기업 이미지

와 사옥 파사드 디자인의 연계성을 밝히고, 기업 이미지

에 대한 사옥의 파사드 디자인의 특성과 표현 요소를 도

출 하고자 한다. 기업들의 사옥 파사드 디자인의 특성

및 요소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2. 사례분석

조사 대상은 2013 .03. 25 커리어에서 제공된 국내 100대

기업 중 상위 30%의 기업을 선정한 후, 2013. 05. 01-05.08

일반인 및 실무자 60명에게 예비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기

업이미지가 잘 반영된 사옥을 10곳을 사례 분석 대상으로

확정 하였다. 이후,2013. 05. 10-05.17 실증 설문조사를 통해

사옥 파사드 특성 및 요소에 대해 분석 하였다.

NO 기업명 사옥명 기업 이념

1 A 기업 삼성타운

2 B 기업 포스코 센터

3 C 기업
SK텔레콤

을지로 사옥

4 D 기업 그린팩토리

5 E 기업
다음 스페이스

닷원

6 F 기업
금호아시아나

본사

7 G 기업 교보타워

8 H 기업 GS 타워

9 I 기업 국민은행 본점

10 J 기업 S-oil(주)사옥

<표 5> 기업사옥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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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반영 , ◑ 부분반영 , ○ 미반영)

기업명 삼성전자 설계사 KPF + 삼우종합건축사무소

건물명 삼성타운
대지위

치
서울시 서초구 서초 2동

규모 지하8층 ~32,35,43층

기업

이미지

및

요소

-한국의 전통적 가구식 목조 결합기술을

형상화한 것으로 3개건물이 이미지 통일

성 및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함.

-삼성전자의 최첨단 디지털이미지를 0.1의

이진법으로 형상화하여 파사드 표현.

-수직, 수평의 패턴을 사용해 위상적 이미

지 표현

파사드

디자인

구성요소

건축적

요소

형태 ●

기

업

이

미

지

요

소

가시적

요소

창 ●

발코니 ○

문 ○

기둥 ○

-유연성과 단순함을 강조.

-우주와 세계무대를 상징하는

타원을 비스듬하게 처리하여,

동적이고 혁신적인 이미지를

나타냄.

-삼성의 공통색상인 청색을

사용하여 연속성을 갖음.

벽 ●

시각적

요소

패턴 ●

색채 ◑

재료 ●

CI ●

비

가시적

요소

장식적

요소

조명 ○

장식 ○

● 완전 반영 ◑ 부분반영 ○미반영

회사명
파사드 디자인 결정 요소

종 합

시각적 요소 장식적 요소 건축적 요소

구분
패

턴

색

채

재

료

C

I

장

식

조

명

형

태
벽 창

발

코

니

문
기

둥

1.A

기업
● ◑ ● ● ○ ○ ● ● ● ○ ○ ○ 58.3%

2.B

기업
◑ ◑ ● ◑ ○ ○ ● ● ● ○ ○ ● 66.6%

3.C

기업
● ◑ ● ● ● ● ● ● ● ○ ○ ○ 75%

4.D

기업
● ● ◑ ◑ ○ ● ◑ ○ ● ○ ○ ○ 66.6%

<표 8> 파사드 디자인 결정 요소 분석 종합

(● 완전 반영 , ◑ 부분반영 , ○ 미반영)

기업명 NHN ㈜ 설계사 NBBJ + ㈜삼우종합건축사무소

건물명
GREEN

FACTORY

대지위

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179-1번지

규모 지하 7층~지상28층

기업

이미지

및

요소

-심플한 직사각형 두 개가 합쳐진 모습

-수직루버를 활용해 보는 방향과 시간에 따

라 다양한 이미지 창출

-외부와의 소통을 중시하여 오픈된 유리로

표현

-글로벌 IT기업의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한

이미지 강조

파사드

디자인

구성요소

건축적

요소

형태 ◑

기

업

이

미

지

요

소

가시적

요소

창 ●

발코

니
○

-연결(CONNECT)를 통해 만들

어 지는 모든 가치를 내포.

-네트워크를 통해 자유롭게 정

보를 나눌 수 있다는 이미지

반영

문 ○

기둥 ○

벽 ○

시각적

요소

패턴 ●

색채 ●

비

가시적

요소

재료 ◑

장식적

요소

CI ◑

조명 ●

장식 ○

<표 6> A기업 사옥

<표 7> D 기업 사옥

5.3. 분석의 종합

사례 대상 기업 사옥의 파사드 디자인 요소들을 분석

한 결과, 건축적 요소> 시각적 요소> 장식적 요소의 순

서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사옥 파사드 디

자인 요소가 가장 잘 반영된 기업은 C > B, D > A, E

> G > F, J > H, I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종합

해 보면 33.3%의 요소가 기업이미지를 반영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각 기업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A 기업

A 기업의 파사드 구성 요소로는 재료 > 패턴 >형태 >

색채 > 장식 순으로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2) B 기업

B 기업의 파사드 구성 요소로는 형태 > 재료> 색채>

패턴 > 장식 순으로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3) C 기업

C 기업의 파사드 구성 요소로는 형태 > 장식 > 패턴 >

재료 > 색채 순으로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4) D 기업

D 기업의 파사드 구성 요소로는 색채 > 패턴 > 재료 >

형태 > 장식 순으로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5) E 기업

E 기업의 파사드 구성 요소로는 형태 > 색채 > 재료 >

장식 > 패턴 순으로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6) F 기업

F 기업의 파사드 구성 요소로는 형태 > 장식 > 재료 >

패턴 > 색채 순으로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7) G 기업

G 기업의 파사드 구성 요소로는 형태 > 색채 > 재료 >

장식 > 패턴 순으로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8) H 기업

H 기업의 파사드 구성 요소로는 형태 > 패턴 > 재료 >

장식 > 색채 순으로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9) I 기업

I 기업의 파사드 구성 요소로는 형태 > 색채 > 재료 >

장식 > 패턴 순으로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10) J 기업

J 기업의 파사드 구성 요소로는 패턴 > 형태 > 장식 >

색채 > 재료 순으로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례 기업 사옥 파사드 디자인 구성요소 분석의 종합

현황은 <표 8>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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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E

기업
○ ● ◑ ◑ ○ ○ ● ● ● ○ ○ ● 58.3%

6.F

기업
○ ○ ◑ ● ● ● ● ○ ○ ○ ○ ○ 41.6%

7.G

기업
◑ ● ● ● ◑ ○ ● ○ ○ ○ ○ ○ 50%

8.H

기업
● ○ ◑ ● ○ ○ ● ○ ○ ○ ○ ○ 33.3%

9.I

기업
○ ● ◑ ● ○ ○ ● ○ ○ ○ ○ ○ 33.3%

10J

기업
● ○ ◑ ● ◑ ○ ● ○ ○ ○ ○ ○ 41.6%

종 합 50% 40% 40% 70% 20% 30% 90% 40% 50% - - 20%

6. 결론

이상의 내용을 통하여, 기업사옥의 파사드 디자인과

기업이미지는 많은 연계성이 있고, 기업이미지를 적극

반영한 사옥은 다른 빌딩과 구별되는 독특함을 지님으로

써 차별화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 이미지 특성과 사옥의 파사드 디자인 구성

요소 표현 정도를 살펴본 결과 구성요소가 많이 표현된

기업 사옥의 디자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의 사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알아본 적 있다가 54%로

나타났으며 알아 본적 없다가 46% 나타났다. 사옥에 대

해 알아본 적 있다고 답한 이들중, 90% 가 사옥의 파사

드 디자인에 대해 알아 본적 있다고 답 하면서, 사옥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둘째, 사옥의 파사드 디자인 결정 요소로는 건축적 요

소 > 시각적 요소 > 장식적 요소의 순서로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사옥 파사드 디자인의 요소 중 기업이미

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 하는 요소는 형태

적 요소 이며, 디자인 요소 들을 나열 하면 : 형태

(90%) > 입면의 패턴(50%) > 재료(45%) > 색채(43%) >

장식 (20%) 순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기업 사옥 파사드 디자인 구성요소가 가장 많이

반영된 기업은 C > B, D > A, E > G > F, J > H, I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기업사옥 파사드 디자인의 재료는 대부분 (80%)

이 커튼월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커튼월

은 개방감 및 다양한 개성 및 기능을 살려 건축물의 미

적 감각을 키울 수 있다. 유리는 특유의 투명성을 바탕

으로 개방감을 살려주며 밝은 실내를 조성하고 가볍고

경제적인 건물을 연출한다. 다양한 색상과 기능의 유리

들은 디자인 선택의 폭을 넓히며 건축물의 특성을 최대

한 살려주고 개성을 연출하는데 탁월하기 때문에 커튼월

공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 된다.

이렇듯, 기업의 사옥은 더 이상 단순한 오피스의 기능

적 역할만 아닌 기업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상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업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사옥의 파사드 디자인은 시각적 요소로만 표현되는 것

보다 시각적 요소, 건축적 요소, 장식적 요소가 다 포함

되어 설계된다면 기업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효과적이라

할 수 있겠다.

본 연구가 기업 이미지 특성을 표현한 사옥의 파사드

디자인이 기업 이미지에 가치상승과 기업 홍보의 수단으

로 활용되며, 사옥 설계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 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기업 이미지를 사옥 파사드 디자

인에 어떠한 요소로 표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 해

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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