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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space design plan for brand experience that can enhance consumer

satisfaction and brand awareness by conducting a survey on the consumer satisfaction with space expression

methods in an eyewear flagship store. Through theoretical review, brand experience was defined as the 'process

and outcome of experiences caused by stimulations associated with the brand in a series of processes. After

reviewing previous studies, 5 elements of brand experience such as the sensory, emotional, behavioral, cognitive

and relational experiences were extracted. Upon deriving a checklist through these elements, a survey was

conducted. The analysis of the survey showed that the process composed of cognitive experiences that promoted

to remember the brand was intensively expressed in spaces. Thu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rocess composed of cognitive experience should be applied with a higher priority to increase brand

awareness, and such a process accompanied by the behavioral and sensory experiences. Second, beyond a

simple visual experience, various senses such as olfactory and auditory senses should be stimulated, and

behavioral experience provided as an experience factor. Third, brand image and sales spaces should be

composed under a single theme with a connectivity. Fourth, in external spaces, the curiosity of consumers should

be stimulated with a theme matching the brand image. Fifth, it was found that the visitor satisfaction was higher

when formative elements consisted of not only static but also dynamic features. Sixth, among the elements of

brand experience, emotional experience should be improved to complete the 'process and outcome of

experiences'. It is considered that further studies are needed, which expand the cases of eyewear flagship stores

not only in Korea but also overseas, and propose more specific plans and design strategies through in-depth

interview method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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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최근 경험의 가치가 높아진 시대에 살고 있는 소비자

의 소비 형태 변화로 소비자들은 단순 구매 경험에 만족

하지 않고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험을 추구

한다. 또한 개인적 가치에 중심을 두는 방향으로 변화됨

에 따라 브랜드의 이미지가 중요해졌다. 기업들은 고객

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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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경험 공간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표

적으로 플래그십 스토어는 다양한 분야에서 브랜드 경험

의 전략으로 사용되어 왔다. 과거 시력을 보완하는 기능

으로 발명된 안경은 최근에는 ‘아이웨어’라 불리며 하나

의 단독 브랜드로서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하고

자 플래그십 스토어를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공

간에서 얻은 소비자들의 긍정적 경험의 가치는 브랜드에

대한 호의적 태도를 얻으면서 장기적인 고객을 확보하는

데 근간이 된다.1) ‘브랜드 경험을 위한 아이웨어 플래그

1) 류현주, 플래그십 스토어를 통한 브랜드 경험이 브랜드-소비자 관

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2015,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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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 스토어 공간 표현’(홍설아, 2017) 선행연구에서 서울

시에서 가장 최근 2년간 개설된 아이웨어 플래그십 스토

어 사례 4곳을 분석한 결과 ‘젠틀몬스터’가 가장 높게 평

가되었다.2)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젠틀몬스

터’를 중심으로 브랜드 경험 공간 표현 방법을 분석하고,

만족도를 조사하여, 아이웨어 브랜드의 소비자 만족과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브랜드 경험 공간 디자인

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연구의 범위는 국내 아이웨어 브랜드 ‘젠틀몬스터’를

사례로 서울시 내에 있는 모든 플래그십 스토어로 총 5

곳 홍대점, 신사점, 신사 패러럴, 논현점, 북촌점을 조사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

행하였다.

첫째, 이론적 고찰을 통해 플래그십 스토어의 공통되

는 공간 구성요소를 외부 공간, 브랜드 이미지 공간, 판

매 공간 3개의 공간으로 재정의 하였다.

둘째, 선행연구의 브랜드 경험 요소를 참고하여 연구

자들이 3번 이상 제시한 감각, 감성, 행동, 인지, 관계로

재구성하였다.

셋째, 브랜드 경험 요소를 통해 선행연구와, 문헌연구

를 참고하여 분석의 틀을 구성하였다. 분석의 틀을 바탕

으로 국내 아이웨어 브랜드 ‘젠틀몬스터’의 서울에 위치

한 모든 플래그십 스토어 총 5곳을 중심으로 사례 대상

지 방문객을 대상으로 ‘아이웨어 플래그십 스토어의 브

랜드 경험 공간 표현’, ‘방문 형태’, ‘만족도’에 대한 설문

조사를 각 45부씩 총 225부 실시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아이웨어의 발전

신체적 결함을 치료하기 위한 특수화, 전문화된 상점

으로 준 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과거에는 ‘안

경원’이라 불렸다. ‘안경원’하면 밝은 형광등 조명과 질서

없이 늘어져 있는 수많은 안경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런

데 이처럼 획일화된 안경원이 변화하고 있다.3) 최근 안

경 산업의 발달로 안경 프레임의 디자인 측면이 강조되

면서 현대인들은 시력이 나쁘지 않더라도 안경을 패션의

일부로 활용하여 하나의 패션 아이템으로서 발전되었

다.4) 이에 따라 안경원도 변화하고 있다. 독특하고 차별

2) 홍설아, 브랜드 경험을 위한 아이웨어 플래그십 스토어 공간 표현,

한성대,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9권. 1호, 통

권. 42호, 2017, p.158

3) 매일경제, 박은진, [패션 & 뷰티] 안경도 여기선 예술이 된다.…안

경 매장의 진화, 2016.6

4) 한국경제tv, 권영림, 아이웨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2017.6

화된 브랜드를 목표로 하는 ‘젠틀몬스터’는 단독 아이웨

어 브랜드로 전시공간을 연상시키는 독특한 표현 방법을

사용한 매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TV나 미디어 매

체에 광고비를 일체 쓰지 않고 매장을 자주 새롭게 리모

델링해 자신들의 세련됨을 입증한다. 또한 기존의 선글

라스 매장과 다른 인테리어로 젊은 층으로부터 인기를

끌었다.5) 과거에는 단순히 시력교정을 위해 안경을 구매

하는 그쳤던 안경원이 최근에는 소비자의 경험을 중시하

는 개념으로 새로운 안경 유통 채널이 생겨났다. 이와

같이 안경원이 변화에 나서는 것은 유통 채널의 다변화

와 소비자들의 가치와 경험이 중요해지면서 기존의 안경

원의 모습을 버리고 차별화를 통해 젊은 소비자들을 끌

어들여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위키백과의 사전적

의미에서 ‘안경(glasses)’은 유리 또는 하드 플라스틱으로

구성된 장치로 시력교정에 사용되며 눈 보호 기능을 제

공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아이웨어(eyewear)’의 사전적

의미로는 패션이나, 시력개선을 위한 눈 위에서 착용하

는 품목과 액세서리로 구성된다고 정의되어 있다.6) 또한

기사에서도 ‘안경’이 아닌 ‘아이웨어‘로 하나의 패션 아이

템으로 칭하고 있다.7) 이에 따라 최근에는 ‘안경’에서 ‘아

이웨어’라 불리며 자체적인 브랜드 매장으로 새로운 경

험을 제공하여 소비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2.2. 플래그십 스토어

(1) 개념 및 특성

플래그십 스토어의 사전적 의미는 특정 상품 브랜드를

중심으로 브랜드의 성격과 이미지를 극대화한 매장이

다.8)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인지시키고 직접 브랜드와 교감할 수 있도록

체험과 문화요소를 결합한 특성을 가진다.9) 또한 가장

효율적인 공간으로 브랜드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브랜드

는 물론 기업의 광고까지 겸하는 효과를 가진다.10) 즉

소비자들이 추구하는 다양한 경험을 공간에 적용하여 브

랜드 인지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2) 플래그십 스토어의 공간구성

플래그십 스토어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중 2010년부

터 2015년까지 학술 연구정보 서비스(RISS)에서 검색을

실시하여 국내 학술지에 등재된 논문을 중심으로 5개의

선행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는 아래 <표 1>와 같다.

5) 더 벨, 이길용, 젠틀몬스터가 화장품 업계에 주는 시사점, 2017.4,

비즈니스 포스트, 고진영, 젠틀몬스터에 루이비통도 감탄, 2017.4

6) 위키백과 ‘안경’과 ‘아이웨어’의 사전적 정의

7) 뉴스 페이퍼, 정근우, 글로벌 패션 아이웨어 SPA 브랜드, 2017.7,

조선일보, 전범준, 도구서 패션 아이템으로, 2017.5

8)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플래그십 스토어에 관하여

9) Christian Mikunda. Brand Lands, Hot Spot & Cool Spaces. 최기

철 외 역, <제3의 공간>, p.224

10) 이연지 외 2명, 플래그십 스토어의 아이덴티티 형성 요인에 관한

연구, 한양대, 기초조형학연구, 제16권 1호, 2015, p.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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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플래그십 스토어 공간 구성

정민경

(2015)

외부 공간, 판매 공간, 체험 공간, 브랜드 이미지 공간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IMC) 전략에 기초한 VMD 특성 활성화

방안 -뷰티 플래그십 스토어를 중심으로

김혜지

(2015)

외부 공간, 이벤트 공간, 판매 공간, 브랜드 이미지 공간

VMD 관점에서 스포츠 브랜드 플래그십 스토어의 감각적 체험 마케팅

에 관한 연구

최형욱

(2013)

외부적 구성, 이벤트적 구성, 판매 공간의 구성,

브랜드 이미지 공간의 구성

브랜드 스케이핑을 적용한 플래그십 스토어 공간디자인에 관한 연구

신옥수

(2012)

이벤트 공간, 브랜드 이미지 공간, 판매 공간, 전시 공간, 공간 입구

패션 플래그십 스토어의 감성 공간 디자인에 관한 연구

김정은

(2010)

이벤트 공간, 판매 공간, 브랜드 이미지 공간

패션 플래그십 스토어의 공간디자인에 관한 연구

<표 1> 플래그십 스토어의 공간구성 선행연구

<표 1>를 참고하여 사례 대상지의 현장 조사를 바탕

으로 공통되는 외부 공간, 판매 공간, 브랜드 이미지 공

간으로 재정의 하였다.

첫째, 외부공간은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매장 전면에

연출시키는 곳으로 파사드(Facade)라 불리며 중요한 요

소 중 하나로, 소비자들이 가장 먼저 인지하는 곳이다.

둘째, 판매 공간은 상품의 진열과 전시 또는 판매에

관한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브랜드만의 독

창적인 연출을 통해 소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구매 욕

구를 증진 시켜주는 공간이다.

셋째, 브랜드 이미지 공간은 브랜드 정체성과 직접적

인 관계를 가진다.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를 소비자의

기억 속에 남길 수 있는 공간으로, 브랜드의 좋은 기억

을 남기고, 가치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공간이다.

2.3. 브랜드 경험

(1) 경험의 정의

‘경험’은 ‘체험’과 혼용되어 사용된다.11) 경험은 1차적

경험 2차적 경험으로 나눌 수 있다. 1차적 경험은 직접

느끼는 체험의 의미가 강조된 행위로 즉 체험적 경험이

라 한다. 2차적 경험은 인체가 느낀 1차적 경험을 기반

으로 내적 경험인 정서적 사고와 개인적 결과를 얻게 되

는 것으로 즉 내적 경험을 말한다.12)

이와 같이 경험은 실제로 겪는 체험뿐만 아니라 감각,

지각 작용에 의해 깨닫게 되는 과정으로 경험은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내포하는 포괄

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경험의 과정과 결과’로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이라 정의할 수 있다.

(2) 브랜드 경험의 정의 및 5가지 요소

브랜드 경험은 브랜드와 관련한 모든 활동 및 경험 또

11)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경험의 사전적 의미

12) 김수진,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옴니 채널의 등장과 브랜드 경

험, 국민대, 조형미디어학, 19권, 1호, 2016, p.46

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요소를 활용하여 브랜드 이미지에

상응하는 자극으로 소비자에게 경험을 제공하여 브랜드

정체성 확립을 돕는 과정을 말한다.13) 브랜드 경험에서

1차적 경험은 소비자가 매장에서 브랜드를 경험하는 것,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경험을 말하고, 그 결과로 인한 2

차적 경험은 느낌, 정서, 감정의 변화로 브랜드의 이미지

가 형성되는 과정, 또는 브랜드와의 관계를 맺고, 기억하

고, ‘브랜드를 사용하고 싶다.’라는 과정까지 형성되는 경

험이다.14) 이와 같이 브랜드 경험은 브랜드와 관련된 자

극에 의해서 경험을 제공한다. 브랜드 경험은 기업이 소

비자들에게 만족스러운 경험을 전달하는 행위로 철저하

게 잘 구성되어야 성공적인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다.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브랜드

이미지 또는 가치를 어떠한 경험의 요소로 전달할 것인

지 고려해야 한다.15)

이에 따라 국내 학술지 논문에 등재된 연구 중 2014년

부터 가장 최근을 기준으로 연구자들의 브랜드 경험요소

를 <표 2>로 정리하였다.

연구자 브랜드 경험 요소

류현주

(2016)
감각 경험 감성 경험 인지 경험 행동 경험 관계 경험

김수진

(2016)
감각 감성 인지 행동 관계

이상은

(2016)

감각적

경험

감성적

경험
지적 경험

관계적

경험

정혜숙

(2014)
감각 경험 감성 경험 인지 경험 행동 경험 관계 경험

김찬숙

(2014)

감각적

지각경험

지적 인식

경험

정서 및

감성적 경험

행동적

경험

관계적

경험

<표 2> 연구자들의 브랜드 경험 요소

연구자들의 브랜드 경험 요소를 정리한 <표 2>를 참

고하여 3번 이상 제시한 감각, 감성, 행동, 인지, 관계 5

가지 요소로 브랜드 경험의 이론적 고찰에 따라 정의된

1차적 경험 2차적 경험을 참고하여 브랜드 경험 요소를

재구성하였다. 이는 아래 <표 3>와 같다.

1차적 경험은 감각, 감성, 행동으로 감각적으로 보고

느끼고, 직접적인 경험을 하는 것을 말하며 2차적 경험

은 1차적 경험을 통해 정서, 지각, 인지 과정을 통해 관

계를 맺는 경험이다.

13) 김찬숙, 나건 브랜드 경험(감각, 감성, 인지, 행동, 관계) 확장을

위한 플렉서블 아이덴티티에 관한 연구, 홍익대 디지털디자인학연

구, 14권 1호, 2014, p.284

14) 홍설아, op. cit., p.155

15) 김찬숙, 브랜드 경험(BX)에 대한 개념적 고찰, 홍익대, 브랜드디

자인학연구, 12권 3호, 2014, 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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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이론적 내용

브

랜

드

경

험

체

험

적

경

험

(1차)

감각 경험

브랜드와 관련된 요소로 감각기관(오감)을 자극해 브랜드

의 미학적 스타일, 즐거움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표현

하는 총체적 지각으로 인식된다.

감성 경험
브랜드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느끼는 심리적 상태의 경험

으로 브랜드 태도 또는 구매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행동 경험
브랜드에 의해 소비자가 보다 직접적인 체험적 경험을 통

해 소비자와 브랜드가 상호작용한다.

내

적

경

험

(2차)

인지 경험

브랜드와 관련된 자극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보고 느낀 것

을 기반으로 창조적 인지를 경험하고, 기억하는 과정의 결

과로 브랜드에 대한 인식으로 이끈다.

관계 경험

브랜드와 관련된 경험을 통해 이성적 자아로 타인과, 사회

적, 문화적 연결을 가지고, 소비자의 자기 향상 욕구를 자

극한다.

<표 3> 브랜드 경험의 5가지 요소

앞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정의한 브랜드 경험에서의 1

차적 경험은 보고 느끼는 경험으로 감각 경험, 감성 경

험, 행동 경험으로 나눌 수 있고, 2차적 경험은 1차적 경

험 후에 겪는 내적 경험으로, 인지 경험은 브랜드와 관

련된 자극으로 소비자가 브랜드를 인지하고 기억하는 경

험이다. 관계 경험은 1차적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 인지

경험에서 소비자가 브랜드를 인지하고 기억함에 따라,

브랜드와 관계를 맺고 ‘브랜드를 사용하고 싶다.’와 같이

사회적 문화적 연결을 갖는 경험을 말한다.

2.4. 소비자 만족

최근에는 소비자에게 단순히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을 넘어서 다양한 전략을 통해 소비자를 만족시

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소비자 만족이란 고객이 구입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가를 중요시하는 마케팅 수단으

로 고객 만족도, 또는 소비자 만족도라 한다.16) 소비자

만족 없이는 기업의 존속과 번영이란 있을 수 없다. 따

라서 기업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서비스와 상품 개발, 각종 전략에 반영해야 한

다.17) 소비자 만족은 소비자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여

나타나는 결과로서 상품을 다시 구매하거나, 브랜드를

다시 이용하는 등 중요한 기업의 자산이 되어 지속적인

고객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소비

자 만족은 기업의 노력 및 결과로, 소비자들에게 브랜드

만족과 재이용, 상품을 다시 구매하는 등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단순 만족도 평가가 아닌 총체적 개념으

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13년부터 2017까지 국내 학술지에 등재된 논문을 중

심으로 소비자 만족도 설문 조사 문항에 관한 선행연구

를 정리하였다. 이는 <표 4>와 같다.

16) 네이버 지식백과 매일경제용어사전 고객만족도

17) 우노다이치, 설명 잘하는 법, 고객만족의 중요성, 이윤혜 역, p.174

연구자 문항내용

이경민

(2017)

숍 분위기 만족도, 숍 서비스 관리 만족도, 지인이나 SNS/미디어에 추천

하고 싶다, 재방문 의사가 있다, 방문 후 만족도

김현우

(2017)
상품 만족도, 매장 만족도, 서비스 만족도, 브랜드 만족도, 방문 이유

김미숙

(2016)

이용 후 만족도, 타 매장 보다 호감을 가진다, 서비스 질 만족도, 종업원

용모 만족도, 가격 만족도, 타인에게 추천하고 싶다, 지속적으로 방문할

것이다, 지출비용이 증가해도 계속 이용할 것이다, 애정 만족도

이정언

(2015)

제품 품질의 만족도, 재 구매할 것이다, 브랜드를 선택한 것은 현명하다,

브랜드를 선택한 것은 행복하다.

문상기

(2013)

직원 서비스 만족도, 선택에 관한 만족도, 다시 이용할 것이다, 서비스

만족도, 타인에게 추천하고 싶다.

<표 4> 소비자 만족도 설문 문항 선행 연구

선행연구를 통해 정리한 소비자 만족도 설문 문항을

본 연구에 따라 재구성한 내용은 <표 5> 와 같다.

구분 문항 내용

위치 1 매장은 방문하기 편리한 위치에 있다.

정보 2 상품 유행 트렌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공간에 관한

만족도

3 매장의 인테리어가 만족스러웠다.

4 매장은 매력적이다.

5 매장에 있는 동안 만족스러웠다.

6 제품을 구매하지 않아도 매장 방문 자체가 만족스럽다.

제품에 관한

만족도

7 브랜드 제품의 가격이 만족스러웠다.

8 브랜드 제품의 품질이 만족스러웠다.

브랜드에

관한 만족도

9
다음에도 이 브랜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품을 구매할 것이다.

10 브랜드를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할 것이다.

공간 경험 후

만족도

11 매장 방문 후 브랜드 상품을 구매하고 싶다.

12 매장 방문 후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13 매장 방문 후 브랜드를 다시 이용하고 싶다.

<표 5> 소비자 만족도 설문 문항

2.5. 공간 표현 방법 분석의 틀 구성

선행연구와 문헌연구를 통해 도출한 브랜드 경험의 특

성 요소를 토대로 플래그십 스토어의 공간구성(외부 공

간, 판매 공간, 브랜드 이미지 공간)에 적용해 도출한 결

과 <표 6> 18) 와 같다.

외부 공간은 브랜드 이미지를 매장 전면에 연출시키는

곳으로 밖에서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사례 조사 대상지

를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외부 공간에서는 시각적 경험

만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2차적 경험에서 시각적 경험

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인지 경험을 제외하고 체험

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행동 경험, 외부 공간뿐 만

아니라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브랜드와 관련한 모든 경험

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 경험 항목은 평가가

불가능하여 평가 항목에서 제외하였다.

18) Bernd Schmitt, 체험 마케팅, pp.166-262, John Dewey, 경험 디자

인, pp.80-133, 김수진, op. cit., p.46, 김찬숙, 12권 3호, op. cit.,

pp.286-290, 류현주, op. cit., pp.106-107, 이상은, op. cit.,

pp.266-271, 정혜숙, op. cit., pp.290-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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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분류

경험

요소
No 내용

외

부

공

간

감

각

S1 외부 인테리어는 브랜드 이미지와 어울린다.

S2 조명은 적절한 장소에 사용되었다.

S3 브랜드 로고가 브랜드 이미지와 어울린다.

S4 외관의 색채는 브랜드 이미지와 어울린다.

S5 조형물을 활용한 예술 작품과 같은 시각적 효과는 흥미롭다.

S6 하나의 테마로 일관성 있는 디자인을 가진다.

S7 외부는 차별화된 독특한 형태로 관심을 끈다.

감

성

F1 외부 공간을 보고 브랜드만의 특별한 테마로 새로움을 느꼈다.

F2 외부 공간을 보고 즐겁고 신나는 기분을 느꼈다.

F3 외부 공간을 보고 유쾌했다.

인

지

T1 타 브랜드와 차별성을 가진 매장이라고 생각했다.

T2 다양한 효과로 브랜드에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된다.

판

매

공

간

·

브

랜

드

이

미

지

공

간

감

각

S1 인테리어는 브랜드 이미지와 어울린다.

S2 조명은 적절한 장소 적절한 밝기로 사용되었다.

S3 브랜드 로고는 브랜드 이미지와 어울린다.

S4 공간의 색채는 제품 디스플레이와 어울린다.

S5 조형물을 활용한 예술 작품과 같은 시각적 효과는 흥미롭다.

S6 브랜드와 어울리는 음악이 흘러나온다.

S7 브랜드와 어울리는 좋은 향기가 난다.

S8 브랜드만의 하나의 테마로 일관성 있는 디자인을 가진다.

S9 차별화된 독특한 형태로 관심을 끈다.

감

성

F1 머무는 동안 브랜드만의 특별한 테마로 새로움을 느꼈다.

F2 머무는 동안 즐겁고 신나는 기분을 느꼈다.

F3 머무는 동안 유쾌했다.

행

동

A1
판매 공간: 상품을 착용해본 후 브랜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브랜드 이미지 공간: 행동적(체험적) 요소를 제공한다.

A2 공간의 디스플레이는 상품을 착용을 유도한다.

A3
나의 라이프 스타일(생활)에 적용하고 싶다.

(얻은 경험을 내 생활에 적용하기 ex) SNS에 사진 공유)

인

지

T1 타 브랜드와 차별성을 가진 매장이라고 생각한다.

T2 다양한 인테리어 효과로 브랜드에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된다.

T3
공간에서 보고, 겪은 경험 (전시, 이벤트) 으로 인해 브랜드의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었다.

관

계

R1 브랜드 정체성(이미지)이 나와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R2 이 브랜드를 방문하는 것을 지인에게 추천하고 싶다.

R3
브랜드를 이용하면 멋지고 스타일리시해 보일 것 같다. 남들보

다 센스 있는 사람으로 보일 것 같다.

<표 6> 브랜드 경험적 요소를 통한 분석의 틀

※ S: Sence F: Feel A: Action T: Think R: Relate

3. 분석결과

3.1. 사례 조사 대상의 일반적 개요

본 연구의 사례 조사 대상지는 ‘젠틀몬스터’를 사례로

서울시 내에 있는 모든 플래그십 스토어로 총 5곳 홍대

점, 신사점, 논현점, 북촌점, 신사 패러럴점을 조사 대상

지로 선정하였다. 이는 <표 7>와 같다.

구분 개관년도 지점 규모(층수) 위치

E1 2017 홍대점 3층 서울시 마포구 홍대앞

E2 2017 신사점 지하1층 지상5층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E3 2017 신사 패러럴 2층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E4 2016 논현점 2층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E5 2015 북촌점 3층 서울시 종로구 계동

<표 7> ‘젠틀몬스터’ 사례조사 대상지 일반적 개요

‘젠틀몬스터’는 독특하고 차별화된 브랜드를 목표로 상

업공간의 새로운 진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브랜드로 각

지점마다 다른 테마로 다양한 공간 표현을 보여준다.

E1(홍대점)은 향을 연구하여 ‘젠틀몬스터’의 향을 찾

아가는 테마로 총 3층으로 공간이 구성되어 있다. 일반

적 동선이 아닌, 전시공간의 동선과 유사한 형태로 순차

적으로 공간이 배열되어 있다. 외부 공간은 키네틱 조형

물을 활용하였다. 내부에선 테마 ‘향기’에 따라 조향 과

정을 보여주고 그 향기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연출하

였다. 판매 공간 곳곳에는 각각 다른 조형물로 연출한다.

E2(신사점)은 무질서한 공간에서 시작해 점차 규칙적

인 공간이 나타나면서 엔트로피가 생성되는 에너지 방향

을 반대의 순서로 보여주는 테마로 지하 1층 지상 5층으

로 이루어져 있다. 외부 전면은 키네틱 조형물을 통해

실내를 볼 수 있게 연출하였다. 입구와 출구를 다르게

배치하였으며, 내부 공간은 전시를 보는 동선과 유사하

게 구성되어있다. 지하 1층과 2층, 3층은 다양한 조형물

과 함께 브랜드 상품이 진열되어있고, 1층은 비정형적인

조형물로 공간이 구성되어있다. 4층도 조형물과 함께 공

간을 구성하였고, 구매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5층은 휴

식 공간이며 화장실과 같은 편의 시설이 마련되어있다.

E5(신사 패러럴점)은 ‘젠틀몬스터’의 선별된 제품들만

보여주는 공간으로 직선과 면으로 이루어진 건물의 형태

이다. 극명한 대조로 독특한 감정을 전달하고자 하는 테

마로, 총 2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외부에는 실제 바위와

이끼를 사용하여 조형물을 설치하였고, 내부에서의 조형

물은 정적인 요소만 활용하고 동적인 요소는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에 마감재를 실제 이끼, 바위를 사용하거나

모래를 사용하여 공간이 연출되어 있다.

E3(논현점) 배를 통해 만나는 공간과 각각의 방에서

전달하는 이야기를 통해 잊을 수 없는 여정을 만들어주

고자 하는 테마로 총 2층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입구와

출구가 다르게 배치되었다. 입구는 배로 만들어진 조형

물로 그 안을 지나가야 내부 공간을 만날 수 있다. 내부

공간을 만나는 정면에 키네틱 조형물이 있다. 1층과 2층

은 제품 전시와 조형물이 함께 구성되어있으며 2층에는

구매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분리되어있다.

E4(북촌점) 남겨진 것과 새로운 것의 공존으로 기존

에 자리한 목욕탕을 살리고 브랜드의 정서를 담아 ‘창조

된 보존’의 개념을 재현하는 테마로 과거 목욕탕을 변화

시킨 공간으로 총 3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외부에는 목

욕탕의 간판을 그대로 보존하였다. 내부에는 기존의 목

욕탕의 오래된 타일과, 물을 데우는 보일러를 그대로 남

겨 두었다. 1층 중앙에는 에너지의 변환을 통해 키네틱

조형물이 설치되어있다. 3층은 온실을 테마로 식물과 자

연채광으로 따스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또한 북촌의

풍경을 볼 수 있는 테라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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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설문 조사 및 종합 분석

(1) 설문조사 및 방문현황 분석

설문조사는 사례 조사 대상지 방문객을 대상으로 각

45부씩 총 225부의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답변이 유효

하지 않은 25부를 제외하고 총 200부의 분석을 진행하였

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 <표 8>과 같다.

항목 구분 표본수(명) 비율 항목 구분 표본수(명) 비율

성별
남 57 28.5

최

종

학

력

고졸 이하 13 6.5

여 143 71.5 대학교 재학 46 23.0

연령

10대 2 1.0
대학교 졸업 119 59.520대 121 60.5

30대 59 29.5 대학원 재학 7 3.5
40대 17 8.5

대학원 졸업 15 7.5
50대 1 0.5

직업

학생 58 29.0

방

문

횟

수

1회 39 19.5
기술직 11 5.5

2회 41 20.5사무직 44 22.0

상업/전문직 29 14.5 3회 59 29.5
연구직 2 1.0

4회 24 12.0서비스/판매직 8 4.0

교사/교직원 22 11.0
5회 이상 37 18.5

기타 26 13.0

전공

인문/사회 48 24.0

전공

의약 6 3.0

교육 12 6.0 예체능 93 46.5

공학/자연 31 15.5 기타 10 5.0

전체 총 200명

<표 8>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설문조사는 남(28.5%), 여(71.5%)로 여성 방문객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60.5%)가 가장 많았으며

30대(29.5%), 40대(8.5%) 순으로 조사되었다. 학력별로는

대학교 졸업(59.5%), 대학교 재학(23.0%) 순으로 높았고,

직업별로는 학생(29.0%), 사무직(22%), 상업/전문직

(14.5%) 순으로 조사되었다. 예체능 전공자가(46.5%) 가

장 높았으며 방문 횟수는 3회가(29.5%) 가장 높게 조사

되었다. 아이웨어 플래그십 스토어의 사례 총 5곳의 방

문 형태 분석은 아래 <표 9>과 같다.

구분 내용 표본수(명) 비율(%)

브랜드

인지도

안다 186 93.0

모른다 14 7.0

방문 후

관심 이유

공간에 관한 경험으로 인해 165 82.5

안경 디자인으로 인해 35 17.5

공간 방문

이유

브랜드를 이미 (SNS, 인터넷) 을 통해 알고

새로운 공간을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62 31.0

안경을 구매하기 위해서 14 7.0

매장에 방문하기 이전부터 좋아하던

브랜드여서 매장을 찾게 되었다.
37 18.5

공간으로 인해 호기심을 느끼고 보고 싶어서 86 43.0

안경으로 인해 호기심을 느끼고 보고 싶어서 1 0.5

공간에 대한

흥미요소

공간 (인테리어) 170 85.0

안경 디자인 19 9.5

기타 (자유로운 공간 이용,

안경 착용, 사진촬영, 기타 편의시설)
11 5.5

각 항목별 총 합계 200 100

<표 9> 아이웨어 플래그십 스토어 방문 형태 분석

대부분 매장을 방문 후 공간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로 조

사되었다. 관심 이유는 공간에 관한 경험(82.5%)으로 조

사되었다. 공간 방문 이유는 공간에 관한 호기심

(43.0%)으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그다음으로는 미리

알고 새로운 공간을 경험하기 위해서가(31.0%)로 평가되

었다. 매장에 방문해서 흥미를 느낀 요소는 공간(85.0%)

으로 안경(9.5%)보다 인테리어 요소에 의해 흥미를 느끼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합 분석 결과 아이웨어 플래그

십 스토어 방문객은 여성 고객, 학생, 20대, 예체능 전공

자가 많았으며, 대부분 브랜드를 알고 방문하였다. 그리

고 공간으로 인해 방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방

문객들이 단순 구매 경험이 아니라 공간에 관한 경험을

하기 위해 방문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브랜

드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2) 아이웨어 플래그십 스토어 공간특성 분석

분석의 틀을 바탕으로 5점 척도(매우 그렇다 5점, 그렇

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매우 그렇지 않

다 1점)으로 설문지를 설계하였다.

분석의 틀을 활용해 사례 대상지 5곳의 설문조사 결과

공간 분류별로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외부 공간(4.08),

판매 공간(4.05), 브랜드 이미지 공간(4.08)으로 전반적으

로 브랜드 경험이 높게 나타났고, 공통적으로 브랜드 경

험 요소 중 인지 경험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외부 공간을 분석한 결과 인지 경험(4.34)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각 5곳의 사례 모두 인지 경험이 높은 점수

를 받았다. 그중 E3(3.60)을 제외하고, 평균(4.00)점 이상

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사례 E1(4.63)은 브랜

드 로고를 외부 전면에 연출하고, 키네틱 조형물을 활용

하여 예술 작품과 같은 시각적 효과를 주었다. E5(4.54)

는 과거의 간판을 그대로 두거나, 현재와 과거의 소재를

대비시켜 표현하였다. E4(4.49)는 입구와 출구의 배치를

다르게 하여 전시장처럼 분리시키고, 입구를 배의 형태

인 조형물 그 자체로 연출하였다. E2(4.43)는 E4와 같이

입구와 출구의 배치를 다르게 하였다. 또한 키네틱 조형

물을 통해서 실내의 일부분만 노출하는 연출을 하였다.

외부 공간은 소비자들이 처음 브랜드를 접하는 공간으로

차별화된 형태와 조형물로 관심을 끄는 것이 인지 경험

으로 이루어진다고 분석된다.

판매 공간을 분석한 결과 또한 인지 경험(4.11)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사례 중 E1(4.48), E2(4.31)에서 인지

경험이 높게 평가되었다. E1과 E2의 판매 공간은 동일한

방식을 통해 공간을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나

의 전시를 보는 것과 같이 동선을 순차적으로 공간을 만

나도록 구성하였고. 판매 공간 곳곳에 테마에 상응하는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키네틱 조형물을 활용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함께 연출하였다. 일반적 판매 공간과는 다르

게 차별화된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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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1 E2 E3 E4 E5 종합

평가홍대점 신사점 신사 패러럴점 논현점 북촌점

외

부

공

간

S 4.35 4.02 3.34 4.18 3.94 3.97

F 4.15 3.72 3.11 4.38 4.34 3.94

T 4.63 4.43 3.60 4.49 4.54 4.34

합

계

키네틱 조형물 활용,

브랜드 로고 강조
4.37

키네틱 조형물 활용,

브랜드 로고 강조, 출

입구가 다름

4.05
소재의 대비로 독특한

감정을 전달
3.35

조형물로 만들어진 입

구로 연출함, 출입구가

다름

4.35

기존의 목욕탕의 모습을

남기고 간판을 그대로

두어 과거 모습 유지함

4.27 4.08

판

매

공

간

S 4.38 4.10 3.24 3.88 4.02 3.92

F 4.38 4.05 3.31 4.09 4.44 4.05

A 4.39 4.18 3.44 4.27 4.23 4.10

T 4.48 4.31 3.33 4.19 4.24 4.11

R 4.19 4.13 3.48 4.18 4.14 4.02

합

계

다양한 조형물 활용,

후각을 자극하는 체험

적 요소 제공

4.36

판매 공간 곳곳에 다

양한 조형물 활용, 전

시의 동선과 유사함

4.16
모래, 흙, 이끼 등 다

양한 소재를 활용함
3.36

판매 공간 곳곳에 다

양한 조형물 활용, 전

시 동선과 유사함

4.12

새롭게 구성된 진열대

와, 과거 목욕탕의 타일

을 남겨 새롭게 구성함

4.25 4.05

브

랜

드

이

미

지

공

간

S 4.38 4.18 3.29 3.96 4.06 3.98

F 4.41 4.13 3.33 4.38 4.43 4.14

A 4.41 4.11 3.28 4.01 4.13 3.99

T 4.50 4.45 3.44 4.33 4.36 4.22

R 4.26 4.06 3.50 4.27 4.25 4.07

합

계

테마에 상응하는 공간

이미지 연출,
4.39

비정형적 조형물과 키

네틱 조형물 활용, 휴

식 공간 제공

4.17

바위와, 이끼의 대조로

외부 공간과 유사한

연출

3.37

입구를 지나서 매장

정면에 키네틱 조형물

활용,

4.19

목욕탕의 중앙탕과 조형

물을 결합하여 과거와

현재의 공존을 표현함

4.26 4.08

공 간

표 현

종 합

평 가

4.37 4.10 3.29 4.00 4.01 3.95

4.31 3.97 3.25 4.28 4.40 4.04

4.40 4.15 3.36 4.14 4.18 4.05

4.54 4.37 3.46 4.33 4.47 4.23

4.23 4.10 3.49 4.22 4.20 4.05

합 계 4.37 4.14 3.37 4.20 4.25 4.07

구 분 표본수(명) 비율(%) 표본수(명) 비율(%) 표본수(명) 비율(%) 표본수(명) 비율(%) 표본수(명) 비율(%) 합계

만

족

도

위치 1 32 80.0 28 70.0 27 67.5 26 65.0 17 42.5 130 65.0
정보 2 34 85.0 32 80.0 32 80.0 35 87.5 34 85.0 167 83.5

공간

3 40 100 40 100 34 85.0 39 97.5 40 100 193 96.5
4 40 100 40 100 33 82.5 38 95.0 39 97.5 190 95.0
5 39 97.5 39 97.5 33 82.5 37 92.5 40 100 188 94.0
6 39 97.5 39 97.5 35 87.5 38 95.0 40 100 191 95.5

제품
7 20 50.0 13 32.5 13 32.5 23 57.5 13 32.5 93 46.5
8 37 92.5 36 90.0 31 77.5 36 90.0 39 97.5 179 89.5

브랜

드

9 30 75.0 34 85.0 29 72.5 31 77.5 31 77.5 155 77.5
10 38 95.0 38 95.0 31 77.5 38 95.0 39 97.5 184 92.0

공간

경험

후

11 38 95.0 37 92.5 35 87.5 38 95.0 37 92.5 183 91.5
12 38 95.0 38 95.0 34 85.0 38 95.0 40 100 187 93.5
13 36 90.0 40 100 33 82.5 35 87.5 38 95 182 91.0

합 계 35.5 88.7 35 87.3 30.8 77 34.8 86.9 34.4 86 171 85.5

<표 10> 브랜드 경험 공간 표현 및 만족도 분석 결과

※ S: 감각 경험(Sense) F: 감성 경험(Feel) A: 행동 경험(Action) T: 인지 경험(Think) R: 관계 경험(Relate) / ※ 만족도 문항 1~13번 은 <표 5>의 문항 내용임

브랜드 이미지 공간을 분석 한 결과도 인지 경험(4.22)

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각 사례는 E1(4.50)>E2(4.45)>

E5(4.36) 순으로 인지 경험이 높게 평가되었다. E1은 테

마 ‘향기’에 따라 조향사가 직접 조향을 하는 과정을 연

출하고 그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향기를 조형물을 활용

해 시향 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여 방문객들에게 체험

적 요소를 제공하였다. E2는 비정형화된 조형물 또는 키

네틱 조형물을 활용하여 공간을 구성하였다. 또한 방문

객들을 위해 쉴 수 있는 휴식 공간, 또는 화장실과 같은

편의 시설을 제공한다. E5는 과거 목욕탕에 남아있던 타

일을 그대로 두거나, 중앙탕과 현재의 조형물이 융합하

여 새롭게 만들어진 형태를 통해 공간을 구성하였다. 사

례지 세 곳을 종합 분석 한 결과 브랜드 이미지 공간은

한 공간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동선에 따라 판매

공간 곳곳에 조형물을 통해 연출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브랜드 경험 요소별로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인지

(4.23)>행동(4.05)=관계(4.05)>감성(4.04)>감각(3.95) 순으

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로 측정되었다. 사

례 5곳 중 E1은 감성 경험(4.31)을 제외한 인지(4.54), 행

동(4.40), 관계(4.23), 감각(4.37) 경험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E1이 앞서 브랜드 경험의 선행연구에 의해

정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경험의 과정과 결과‘에 따라 1

차적 경험인 감각 경험, 행동 경험과 2차적 경험인 인지

경험, 관계 경험의 과정이 잘 이루어진 공간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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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사례를 중심으로 감각 경험, 행동 경험, 인지 경험,

관계 경험을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각 경험에서 E1을 다른 사례와 비교 분석한 결과.

E2, E3, E4, E5는 시각, 청각적 요소를 사용해 매장을 연

출하였고, E1에서는 시각, 청각, 후각적 요소를 사용하였

다. 이를 통해 후각적 요소는 시각, 청각적 요소와 함께

소비자의 더욱 다양한 감각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행동 경험에서 E1은 감각 경험의 후각적 요소와 조형

물을 함께 활용하여 체험적 요소(행동 경험)를 제공하였

다. 테마 ‘향기’에 상응하는 상황을 설정해, 조향 과정을

보여주는 공간을 연출하여 먼저 시각적 흥미를 주고, 이

에 관련된 향기를 직접 시향 해 볼 수 있는 체험 요소

(행동 경험)를 제공하였다.

인지 경험은 2차적 경험으로 1차적 경험을 통해서 브

랜드에 관한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하는 과정의 결과로서

사례 E1에서 감각 경험과 행동 경험이 높게 평가된 내

용에 따라 인지 경험도 높게 평가되었다고 분석된다. E1

에서는 먼저 공간 테마에 상응하는 감각 경험을 하고,

후각적 요소와 조형물을 활용한 체험적 요소(행동 경험)

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브랜드에 관한 좋은 이미지를 갖

게 하는 인지 경험으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관계 경험 또한 2차적 경험으로 1차적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인지 경험으로 인해 갖게 되는 과정의 결과로서

앞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E1에서 감각 경험, 행동 경

험, 인지 경험이 높게 평가되었기 때문에 관계 경험 또

한 높게 평가되었다고 분석된다. 관계 경험은 감각 경험

-행동 경험-인지 경험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최

종적으로 소비자가 브랜드와 관계를 맺고 문화적 공유를

위해 주변 사람에게 추천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E1에서 관계 경험이 높게 평가된 것이다.

감성 경험은 E5(4.40)>E1(4.34)으로 E5가 더 높게 평

가되었다. 감성 경험은 방문객들이 매장에 머무는 동안

브랜드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느끼는 심리적 상태의 경험

으로 E1에서는 다른 경험 요소와는 다르게 감성 경험은

E5보다 비교적 낮게 평가되었다. 감성이 가장 높게 평가

된 E5를 분석한 결과 다른 사례와는 다르게 북촌의 지

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것들을 남기고 과거와 현

재의 공존으로 공간을 구성하였다 이는 방문객들에게 과

거 목욕탕의 모습을 통해 추억을 연상시키는 과정으로

인해 감성 경험이 높게 평가되었다고 분석된다.

2) 아이웨어 플래그십 스토어 소비자 만족도 분석

<표 4> 만족도 설문 문항을 바탕으로 ‘만족한다.’, ‘만

족하지 않는다.’로 설문지를 설계하였다. 설문 대상자 총

200명 중 ‘만족한다.’에 해당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만족도 13문항의 조사 결과 대부분의 항목이 평균

85.5%로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평가되었다. 그중 가장

만족하는 항목으로는 ‘매장의 인테리어가 만족스럽

다.’(96.5%) ‘제품을 구매하지 않아도 매장 방문 자체가

만족스럽다.’(95.0%) ‘매장은 매력적이다.’(95.0%) 순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낮은 만족도는 ‘가격 만족도’(46.5%)로

평가되었다. ‘브랜드 방문 후 관심이 생겼다.’(93.5%)의

만족도 문항에 따라 방문 형태 분석 결과를 참고하면 공

간에 관한 경험으로 인해 브랜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고 조사되었다. 이는 공간에 관한 경험으로 인해 고객들

이 브랜드에 관심을 갖게 된다고 분석된다. 사례별 분석

결과 E1이(88.7%) 가장 만족한다고 조사되었다. 이는 앞

서 분석한 결과로 E1에서 브랜드 경험이 가장 높게 평

가된 공간으로 분석되었다. 그 외에도 다른 사례 보다

다양한 감각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번

째로 만족하는 E2(87.3%)에서는 앞서 분석한 결과에 따

르면 공간을 조형물 또는 키네틱 조형물을 활용하여 전

시장처럼 연출하였다. 또한 전시 관람 후 쉬는 것처럼

휴식 공간과 같은 편의 시설을 제공하여 방문객들이 더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4. 결론

본 연구는 이론적 고찰을 통해 브랜드 경험 요소를 재

구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의 틀을 도출하였으며, 국

내 아이웨어 플래그십 스토어 ‘젠틀몬스터’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사례의 공간 표현 방법을 비

교, 분석 후 사례별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종합 분석

결과 브랜드 경험이 대부분 (4.00점) 이상으로 높게 평가

되었고, 만족도 또한 높게 평가되었다. 이는 선행연구에

서 브랜드 경험이 높게 평가된 ‘젠틀몬스터’가 본 연구

결과에서도 각 모든 사례 분석 결과 또한 E3을 제외하

고 (4.00점) 이상으로 브랜드 경험이 높게 적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비자 만족과 브랜드 인지도를 높

이기 위한 아이웨어 플래그십 스토어 의 만족도 및 브랜

드 경험 공간 표현에 대해 분석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인지 경험으

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그 과

정에 감각 경험과 행동 경험이 동반되어야 한다. 브랜드

경험 요소 중 인지 경험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는데, 사

례 E1에서 인지 경험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인지 경

험을 높이기 위한 디자인 방안은 먼저 공간의 테마에 상

응하는 조형물을 설치하여 시각적 흥미를 유발하고(감각

경험) 시각적 경험과 관련된 체험 요소(행동 경험)를 제

공하는 과정을 통해 브랜드를 인지시키는 인지 경험으로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잘 이루어졌을 때

관계 경험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시각, 후각, 청각 등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고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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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적 요소로 행동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브랜드 경험

공간의 분석 결과와 만족도 조사 결과 E1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이에 따라 비교 분석한 결과 다른 사례는

시각적, 청각적 경험만 제공하였는데, E1은 시각적, 청각

적, 후각적 요소를 사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는 공간에서 브랜드 경험이 높게

나타났고, 방문객들의 만족도 또한 높았다.

셋째, 브랜드 이미지 공간과 판매 공간은 연결성을 가

지고 하나의 테마로 구성되어야 한다. 브랜드 이미지 공

간은 판매 공간을 만나기 전에 연출되는 공간이면서 판

매 공간 곳곳에 조형물을 통하여 연출된다. 이에 따라

하나의 스토리로 느낄 수 있게 순차적 동선을 통하여 브

랜드 이미지 공간과 판매 공간은 연결성을 가지고 하나

의 전시 과정처럼 연출해야 더 효과적으로 브랜드 이미

지를 전달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외부 공간은 브랜드 테마에 따라 호기심을 자극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연출해야 한다. 외부 공간의 인지

경험이 E3을 제외하고 4곳의 사례 모두 높게 평가되었

다. 이에 따라 종합 분석 결과를 보면 외부 전면에 브랜

드 로고를 연출하고, 입구와 출구의 배치를 다르게 구성

하거나, 다양한 조형물을 활용하여 지나가는 소비자의

호기심을 자극해야 내부로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조형적 요소는 정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동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 조형물로 구성

된 사례 E3은 브랜드 경험과, 만족도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키네틱 조형물을 활용한 다른 E1, E2, E4, E5의

사례에서는 브랜드 경험과,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방문객들이 단순 정적인 조형물을 통한 시각적 자극

보다, 동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조형물에 따라

더 자극을 받고, 공간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경험의 과정의 결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감성 경험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브랜드 경험

요소별로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E1에서 인지, 행동, 관

계, 감각 경험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만족도 또한 가

장 높게 평가되었다. 브랜드 경험의 정의로 ‘경험의 과정

과 결과’에 따라 브랜드 경험 요소가 모두 높게 평가된

공간에서 경험의 과정이 순차적으로 잘 구성되었다고 판

단된다. 이에 따라 비교적 낮게 평가된 감성 경험을 보

완하여 사례 E1에서 나타나는 경험의 과정을 통하여 브

랜드 경험이 하나의 과정으로 연결되어 총체적으로 이루

어졌을 때 브랜드 경험의 과정이 잘 나타난 공간으로서

방문객들이 더 만족할 것이다. 감성 경험이 가장 높게

평가된 E5에서는 북촌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과거

와 현재의 공존으로 과거 목욕탕의 모습을 통해 추억을

연상시키는 과정에서 감성 경험이 더 높게 평가되었다.

이에 따라 감성 경험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공간 테마를 설정할 때, 추억을 느낄 수 있게 목욕탕의

간판을 그대로 남겨두거나, 깨진 타일을 그대로 두었던

것처럼 하나의 스토리로 구성하여 현재에 따라 재해석하

여 함축적이고 상징적인 조형물을 통해 계획해야 한다.

향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사례지로 확대하여 연구를 진

행하고, 심층 면접 연구 방법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인 계획

과 디자인 방안을 제안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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