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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심리학 기반의 랜드공간 특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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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vide direction for the brand goals approaching and analyzing previous studies in social psycholog

y perspective, focusing on man and society relationship. 526 preceding 'brand space' associated papers from 1992

to 2012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hem by year, by space and by theme utilizing the realism methodology, the theor

etical relationship methodology. The numbers of the study for 'brand space' had increased gradually from 2003 to 2010

then climbed vertically and the most common study was about place, that shows there is a relationship between variou

s social phenomena and human psychology. For the thematic analysis, 'Social psychological components of the brand'

based on social psychology was used for analyzing the cognitive aspects, the relational aspects, and the attitudinal

aspects. The most common study was the study of the cognitive aspects , and relational aspects, and lastly the attitud

inal aspects in order. The strategy was the most common research for the brand associated study. The ultimate point

of the strategy is to get 'attitude'. From social psychology perspective, there is a cycle in the minds of consumers,

'Identification', 'Internalization', 'Conformity' and 'Compliance'. Structure of these relationships can provide a clue that

consumers' attitude lead the consumers'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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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

요즘 인에게 하루에 노출되는 랜드의 수는 인지

하는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게는 몇십개

에서 많게는 몇천개에까지 달한다. 이러한 상은 상품

을 구매한다기 보다는 ‘ 랜드를 소비한다’라고 해도 과

언이 아닐 정도이다. 랜드사의 발자취를 쫒자면 그리

스, 로마, 이집트 문명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나, 주

로 인류 문명에 인 변환을 가져다 산업 명 이

후 근 자본주의 의 발 에 그 을 맞추는 이유는

제조업자 랜드의 탄생을 기 으로 교통, 통신수단,

량생산과 포장기술, 고 유통 의 확 , 인구증가 등

소비자의 제품 수요로 이어져 지 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증가하 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최 의 랜

드는 1897년에 나온 ‘활명수’이며, 지 까지도 존하는

장수 랜드이다. 선진국에서도 한 세기를 넘는 랜드

는 많지 않다는 에서 국내의 랜드사에 한 획을 그은

표 인 랜드라고 할 수 있다. 이후 개인소득의 증가

와 경쟁의 심화 등으로 수 많은 랜드들이 탄생하 고,

이를 효율 으로 리하기 하여 ‘ 랜드 매니지먼트

시스템’ 등이 도입되고 있으며, ‘다학제 인 근’의 연구

가 진행 이다. 이러한 활동들은 세계화 1)를 향한 랜드

의 강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일례로 랜드

의 워는 커피의 본고장인 유럽에 미국 랜드 스타벅스

가 자리하게도 하며, 주류(Mainstream)가 아님에도 불구

하고 국내 랜드 카페베네나 리바게트, 뚜 쥬르가

뉴욕에 진출하는 신화를 이끌어내기도 한다.

경제 , 문화 수 이 향상되면서 랜드 공간도 물리

측면에서 심리 측면으로 환되었으며, 한 양 차원에

서 질 차원으로 이되고 이러한 변화로 인간의 사회

1)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여 지리 거리가 좁 지면서 국민국가들 간

에 각종 재화, 서비스, 융 등 경제 교류와 사회 문화 교류

가 활발히 이루어져, 국민국가의 경계가 차 약화되고 세계사회가

통합되어가는 과정, 한국산업사회학회, 사회학, 도서출 한울, 2009,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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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나 행태는 심리학 인 근이 요구되고 있으며, 사회학,

사회심리학, 문화인류학, 환경심리학 그리고 정신분석학에

이르기까지 여러 방면의 첩된 연구가 거듭되고 있다.

랜드는 사회 심리 인 요인과 생활 방식 등에 의해

단독으로 발생하여 어느 시 에 랜딩의 과정을 거쳐

확산되기도 하지만, 부분은 체계 인 기획과 다각 인

분석 략 마 을 통해 기에 규약 이고 의도

으로 발생한다. 이것은 사회를 커다란 하나의 유기체

로 보고, 랜드 역시 그 안에 생존하는 다른 유기체

로 본다는 에서 사회심리학뿐만 아니라 조직행동론

까지도 그 해석이 확장 가능하다. 그러나 본 연

구에서는 좀 더 거시 측면인 사회심리를 주제로 하

되, 일탈, 공격성, 편견 등과 계된 부정 인 내용은 배

제하고, 랜드와 인간에 련된 지각과 인지, 반응, 행

동과 태도인 정 인 행태의 면에 주목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랜드 역사가 100년을 넘은

시 에서 그동안의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종합 분석하여

구두 을 찍고, 다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찾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무수한 생성과 진화 그리고 소멸하는 랜드

를 ‘ 랜드 공간’으로 한정하고, 그 지향 은 인간과 사

회라는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사회심리학 을 토

로 문헌자료와 선행연구를 분석, 종합하여 향후 랜드

의 발 에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 을 두었다.

1.2. 연구 범 방법

연구의 범 는 1992년부터 2012년까지 20년간의 랜

드공간을 상으로 하지만, 본격 인 연구가 2003년부터

상승 추이를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10년간의 연구를 분

석한 것이다. 그리고 자료의 수집은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와 리미디어(DBpia)에 게재된 자료를 기 로 하

여 ‘ 랜드 공간’에 련된 학 논문과 학술논문 526편을

상으로 한정하며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심리학 측면의 랜드를 고찰하여 랜드공간에

나타난 인지 측면의 랜드 자산과 계 측면의 랜드구

축, 태도 측면의 랜드확장 등의 구성요소를 알아본다.

둘째, 실재론 방법으로서 랜드공간의 연도별 추이

와 공간별 분석을 통해 체 인 흐름을 악해 본다.

셋째, 계론 방법으로서 사회심리 구성요소를 기

반으로 추출한 세 가지 요소를 구분하고, 다시 세부 어

휘를 발췌하여 랜드 공간을 주제별로 분석하 다.

2. 이론 고찰

2.1. 사회심리학

사회심리학은 제1차 세계 과 뒤이은 공황 그리

고 제2차 세계 이라는 사회 격변 속에서 사회 상

들을 이해하려는 심리학자들의 노력으로 성립되었으며,

그 틀의 토 는 이미 19세기에 제시된 사상과 이론들이

다. 콩트(A. Comte)의 실증주의 근이나 다 의 진화

론 근을 사회 상의 이해에 용하려는 시각과,

랑스의 르 (G. Le Bon), 뒤르 (D.E. Durkheim)의 집

단, 군집 상에 한 이론, 독일의 분트(Wundt) 같은 이

가 언어와 문화에 하여 구상하던 생각들이 한데 어울

어져 사회심리학 형성에 향을 주었다. 한 미국의

리엄 제임스(William James)가 1890년에 내놓은 “심리학

의 원리”에서는 사회 자아(Social self)를 다양한 사람

들과의 계에서 나타나는 복수의 상(Selves)으로 제

시하 고, 볼드 (Baldwin)은 개인 심리학마 도 사회와

의 계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개인 자체

가 사회 산물이라고 보았다. 2) 이 듯 사회심리학자들

은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생활하면서 보이는 행동의 양

상을 연구하 는데, 가장 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정의

는 알포트(F. Allport)의 정의이다. 그는 사회심리학을

“개인들의 행 가 실제 이건 가상 이건, 타인의 존재

에 의하여 향을 받는 과정 그리고 이에 계된 사고,

행 , 상호작용에 한 과학 연구‘라고 규정하 다. 이

것은 개인의 사고, 감정, 그리고 행동이 다른 사람의 앞

에서, 혹은 상상되거나 암시된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향 받는지를 설명하고 이해하려는 것이다. 즉 사회 생활

속의 개인이 무엇을 하며, 무엇에 의해 향을 받는지

등의 질문을 통해 사회의 제도와 가치의 작용방식에

한 답을 희구해 가는데 여기에는 인간이 보이는 사회

행 를 연구하는 학문은 다양하며 사회과학의 모든 분야

가 이에 해당된다. 3) 이러한 측면은 사회 상황에서 개

인의 행동원인과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과, 인간의

사회 생활을 범 하고 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에

서 랜드 연구와도 한 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심리학의 모태는 사회학과 심리학이라고 볼 수 있다.

콩트(A. Comte)와 뒤르 (D.E. .Durkheim)으로부터 향을 받

은 사회학은 사회 상이 개인의 의식과는 구분되어 존재한다

고 보고 인간 개개인 보다는 사회단 , 조직, 계층, 집단, 국가

단 로 연구 상을 삼는데 반해, 심리학은 사회 구성원 각자

에게 을 두어 개인의 행 , 사고 등에 하여 개인의 성

장과정, 지능, 사회성, 성격, 동기, 인식 등에서 근해 나간다.

<그림 1> 사회학과 심리학의 계

2) 한규석, 사회심리학의 이해, 학지사, 2002, pp.20-22

3) Ibid.,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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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회심리학은 이 둘을 모두 포용하며 인간의 행

에 한 향요인으로 심리 과정-학습, 동기, 성격 등

을 인정하며, 개인이 처한 사회 환경이 개인의 행동에

미치는 향도 인정한다. 이러한 사회심리학의 요소는 욕

구, 동기, 지각, 신념, 태도 등이 있으며, 이 요소의 모두가

행동과 사고에 향을 미치며 특히 동기와 태도가 인간의

사고와 행동에 주된 원인이 된다. 동기는 사회 상의 설명

과 측보다는 행동과 사고에 한 원인 해석에 주된

심을 가지지만, 사회심리학은 행동의 원인을 추구하는 동

기 보다는 태도에 더 주목한다. 즉, 사회심리학의 핵심주

제는 태도에 근거한 사회 상의 설명과 태도를 형성

한 사회 향에 한 설명, 사회 향으로 빚어지는

인간의 사회 계에 한 설명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서 사람들은 타인의 태

도를 변화시키려 하는 측면이 많기 때문이고, 노력한 결과

가 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분석하기 한 측정을 시도하

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심리학은 태도의 형성, 변화, 그

리고 측정에 많은 심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소비자의 태도’에 련한

내용이 가장 우세하다는 에서 사회심리학과 랜드는

그 어떤 학문보다도 상당한 성을 가지고 있다.

2.2. 사회심리와 랜드

(1) 사회심리 랜드의 구성요소

1) 인지 측면의 랜드 인식

사회를 이해하는 첫 번째 근은 바로 자아이다. 자아

란 개인이 자신을 상으로 하여 악하는 것이며, 자신

에 한 태도 평가 혹은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아의 본질 속성은 사회 이다. 즉, 사회 상호작용

속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하면서 성찰하고 자기 자

신을 보는 과정에서 악되고 구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아는 개인과 사회를 연결해 주는 가장 요한 매개인

것이다.4) 그리고 자아를 통한 타인의 지각은 인지각과

인상형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것은 표 인물( 랜드)

을 악하는 과정이며 귀인이라는 분야로 확 5)되어지

며 그 특징은 랜드를 처음 할 때 아이덴티티를 찾아

가는 과정과도 비슷한 양상을 띤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

은 두효과, 후 효과, 성효과, 고정 념 핵심특

질의 작용의 향을 받으며, 사람들은 스스로가 요하

다고 여기는 특징을 타인의 평가에 있어서도 용한다.

랜드를 인식해 나가는 첫 과정도 바로 랜드 인지

에서 시작된다. 랜드 아이덴티티나 이미지의 사실 단

에는 자아의 이미지를 동일시하는 자기일치성을 경험한

다. 그라에 (Graeff)는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자

4) 한규석, Op. cit., p.66

5) Ibid., pp.122-124

신의 자아개념과 유사하거나 자신을 잘 표 할 수 있는

제품이나 랜드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고 있

어6) 소비자와 랜드 계의 요성에 해 언 하 다. 이

듯 랜드와 나를 동일화하는 상은 나를 표 하는 하

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며 그 귀결 은 인지도로 나타난다.

2) 계 측면의 랜드 구축

랜드 활성화는 계 측면을 구축하는 것으로 곧

략에 해당된다. 사회심리학의 측면에서 이해하면 이것

은 동조와 설득으로서 가치 단의 기 이 되며 암묵

동의를 이끌어내는 수단이 된다. 여기에서 략 요소

가 되는 것이 바로 커뮤니 이션과 마 믹스, 다차원

몰입 구조 등이다.

소비자와의 계를 형성하는 구도에서 단의 기 이

되는 것은 여도인데, 고 여도일수록 태도를 이끌어내

는 데 유리하게 작용된다. 하지만 여도의 소비자도

잠재 고객으로 바라 야 하며, 이것을 략 으로 내

재화되도록 이끌어 내는 과정이며 인지와 태도 사이의

맥락에서 연구되어야 한다.

3) 태도 측면의 랜드 확장

랜드의 목표는 바로 태도를 변화시켜 행동으로 귀인

하도록 한다는 에서 인지 측면과 계 측면의 과

제라고 할 수 있다. 태도를 이끌기 에 신념이 생겨야

하며, 신념은 자기정당화가 될 때 발생한다. 페스 거(

L. Festinger)는 ‘인지부조화 이론’으로 신념을 설명하는

데, 이것은 한 개인이 심리 으로 일치하지 않는 두 가

지 인지(사고, 태도, 신념, 의견)를 가지고 있을 때 생겨

나는 긴장 상태라고 하 다. 즉, 두 개의 인지가 서로 상

반될 때 나타나는 것으로 인간은 여기에서 불편함을 느

끼기 때문에 이것을 감소시키려고 한다는 것이다. 알베

르 카뮈(Albert Camus)는 이것을 인간은 자신의 존재가

부조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확신하기 하여

노력한다고 설명하기도 하 다. 7)

태도는 곧 랜드 충성도를 가지며 랜드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기업의 매와 이익을 발생시키는

요한 개념이 된다. 충성도를 가지는 소비자는 랜드

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지각된 합성을 갖

기 때문에 한번 태도가 형성되면 안정 인 단계인 랜

드 로얄티(Loyalty)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2) 사회심리 랜드의 순환구조

아리스토텔 스(Aristoteles)는 인간은 그 본성에 있어

서 사회 동물이기 때문에, 본성에 있어서 사회 이 아

닌 개체는 하찮은 존재이거나 인간보다 높은 수 의 존

재라고 하 다.8) 사회는 본질 으로 개체보다 우 에 있으

6) Graeff, T. R., Using promotional message to manage the effects

of brand and self-image on brand evaluation. Journal of

Consumer Marketing 13(3), 1996, pp.4-18

7) Elliot Aronson, 사회 심리학, 탐구당, 2008, p.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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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랜드 리과정

<그림 2> 동조의 사회 향

순환구조

<그림 3> 랜드의 구성요소

귀인순환과정

며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회 심리학에서 특히 요

시 여기는 것은 동조(Conformity)이다. 이것을 보다 유용하

게 분류하면 사회 향에 한 3가지 반응9)으로 동일

시(Identification), 내재화(Internalization), 그리고 순종

(Compliance) 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는 각각 자

신에게 향을 주는 사람과 같아지고 싶다는 욕망과 사회

향에 한 가장 지속 이고 뿌리 깊은 반응을 보여주며, 동

기화된 사람의 행동으로 나타낸다. 사회심리학의 최종 목표가

인간의 태도를 연구하고 행동을 이끌어낸다는 에서 동조

는 가장 최고의 합의 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은 랜드의 순환 과정과도 흡사한 반

응을 보인다. 랜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랜드

아이덴티티의 개발은 디자인과 함께 인지 인 측면으로

써 랜드의 인식에 속하며, 마 이나 략은 여도

로써 계 측면으로의 랜드 구축에 해당한다. 마지

막으로 선호도, 충성도 등은 소비자의 태도 측면으로

써 랜드 확장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다시 랜드 자산

으로 강화되어 랜드 인지도로 귀인하는 순환 구조를

가져다 다. 이것은 마치 사회심리에서 규정하는 귀인이

론 10)과 같은 원리를 보인다.

랜드의 순환과정은 랜드 리과정에서 마지막 단

계에 구축된 랜드가 다시 그 자체로 랜드 자산이 되

는 구조를 갖는다. 랜드 리를 한 일련의 리과

정11)은 러(Keller)가 제시한 략 랜드 리과정에

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 랜드 자산의 원천을

악, 랜드 아이덴티티와 포지셔닝을 설정 향후방향,

둘째- 랜드 요소와 각종 마 활동 이차 연상의

원천들을 활용, 랜드 마 로그램을 실행, 셋째-

랜드 성과를 측정 평가, 넷째-구축된 랜드 자산을

8) Elliot Aronson, Op. cit., p.2

9) Ibid., pp.35-37

10) Hider(1958)에 따르면 타인행 의 지각자는 그 행 가 행 자의 내

면 속성(능력, 노력, 의도, 태도 등)탓인지 아니면 행 자가 처한

상황(일의 성격, 난이도, 역할, 운수) 등 탓인지를 단하려고 하며,

행 의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를 악하는 것이 지각자에게는 세계

를 악하고 통제하는 느낌을 가져다 다.

한규석, Op. cit., p.125

11) 성률외, 지난 10년간 랜드에 한 국내 연구성과 검토와 향후

개방향의 제언, 소비자학연구 제21권 제2호, 2010, pp.142-143

활용하여 강화 등을 제시하 는데, 이를 도식화하면 <그

림 4>와 같다.

3. 연구의 조사 분석 방법

3.1. 상 논문조사 연구 경향

사회심리학 의 랜드 공간의 특성을 분석하기

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하 다.

기 자료로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와 리미디어

(DBpia)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베이스(Data Base)를 활용

하 으며, 게재된 학 논문과 학술논문에서 1차 으로

랜드를 키워드로 한 자료를 검색하 다. 검색 결과 내

에서 다시 공간에 련된 키워드를 심으로 2차 검색을

하 고, ‘공간’이라는 단어로 검색되지 않는 것은 세부

항목인 스토어, 매장, 문 , 패 리 스토랑, 백화 ,

은행, 시 , 문화 , 도시 랜드, 지역 랜드, 모델 하

우스, 골 연습장, 한옥 등 랜드 공간으로 간주될 만한

주제어로 재검색하 다. 이 게 검색된 자료는 가

연구의 분석도를 높이기 해서 검색된 논문을 모두 활

용하 으며, 총 개수 632편 에서 복게재 되거나, 온

라인·사이버 랜드 공간 등을 제외하고 최종 으로 부

합되는 논문 526편을 선정하 다.

반 인 연구의 경향을 살펴보면, 국내의 랜드 연

구에 박차가 가해진 시 은 1990년 후반부터이며,

재까지 ‘ 랜드’라는 키워드로 조사를 하면 1만 5천건 이

상의 논문을 검색할 수 있다. 연구 기간이 략 20년이

라는 것을 감안할 때 그동안의 랜드에 한 심은 가

히 폭발 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원인으

로는 랜드 연구의 특성상 경 학, 경 학, 호텔경

학, 고홍보학, 시각디자인, 패션디자인, 공간디자인

등 다각 인 방향에서 학제 12)이고 통섭 인 연구가 이

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반면, 랜드 련

12) 학제 (Interdisciplinary)이란 ‘ 다른 것으로 간주되었던 분야의

학문들이 서로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각 분야에 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근하여 연구하는 경향’을 뜻한다. 다시 한 걸음 더 나

아가, 단순한 학문 간의 업 계 정도가 아니라, 인문·사회과학

과 자연과학 등 학문의 큰 범주를 넘나들고, 미시·거시 인 근을

포 하여, 총체 인 학문 역간 력 활동까지 등장하 다.

한국문학평론가 회, 문학비평용어사 , 국학자료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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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으로 조회된 논문 편수는 략 526개 정도인 약

3.5%로 상 으로 매우 미흡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러나 랜드공간과 련된 연구는 2003년부터 본

격 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10년 이상 지속 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 랜드공간이 사회와 한 련이 있다는

에서 사회 상이나 정책 등 다양한 이슈와 맞물려 계속

해서 외부 인 향을 받아왔으며 특히 물리 인 공간형태

나 표 보다는 심리 인 소비자와의 계론 인 부분과 태

도에 련한 연구의 비 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단지 공간 디자인 역에서 이루어진 랜드공간

뿐 아니라, 타분야에서의 연구도 거시 에서 공간을

주제로 다루고자 한 것은 본 연구의 범 내에 포함시켰다.

3.2. 분석방법

앞서 언 하 듯이 사회심리학은 사회학과 심리학을

동시에 다루어 사회와 인간을 맥락 으로 이해하는데 그

근간을 두고 있다. 이것은 곧 사회라는 거시 인 측면으

로 근하여 미시 인 측면인 개개인의 심리와 행동양식

까지 이해하는 타당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사회학 연구 방법론 하나를 선택하여 연

구의 심틀을 잡고, 사회 상과 인간의 심리를 복합

이고 다층 인 면에서 세부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먼 사회학 연구13)는 크게 세가지로 나 수 있는

데, 첫째는 “실증 ·경험 방법”과 둘째로는 “해석 설

명”, 셋째는 “실재론 · 계론 분석”이다. 이 연구

자는 사회와 인간 그리고 랜드와의 계를 분석하는데

있어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단한 실재론 · 계론

방법에 주목하 다.

실재론 · 계론 분석은 마르크스(K.H.Marx)에 의

해 주창되었으며, 사회에는 단순한 외양 찰이나 주

의미의 이해만으로 포착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심

층 구조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사회 상을 설명하

기 해서는 개인의 의도와 무 하게 형성되고 변화되는

사회 계의 작동규칙과 원리를 이해하는 것을 우선시

13) • 실증 ·경험 방법– 표자: 콩트(A.Comte), 뒤르 (D.E.Durkheim)

/ 양 연구방법

특징 : 가설을 기반으로 한 연역 탐구 과정, 자연 상과 사회 상

의 연구방법은 동일하다고 보는 방법론 일원론, 사회문화 상을

그 행 자인 인가의 동기나 의도,가치와 분리하여 연구함, 찰, 실험,

계량화된 자료 등을 통하여 증거를 제시하고 련성을 밝히는 방법,

정확하고 정 한 연구 가능하고 연구 결과의 비교 분석에 유리함.

한계 : 인간의 자율 이고 역동 인 상호 계를 수량 계로 바

꿔높음으로서 사회를 정태 ,기계 으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음.

• 해석 설명 방법 - 표자 : 베버(M.Weber) / 질 연구방법.

특징 : 사례에 의한 귀납 탐구과정, 행 의 이면에서 작용하는 행

자들의 주 인 감정, 의미, 의도, 동기 등을 직 으로 이해, 인간의

내면 인 특성과 복잡하고 역동 인 사회문화 상을 심도있게 악하

는데 유용, 당연시하던 일상 인 생활이나 행동에 한 새로운 연구를

하고자 할 때에 합, 상이 왜 일어나는지를 악하는 데 유리함.

한계 : 개인의 미시 인 행 의 연구로, 거시 인 사회제도나 구

조에 한 고찰이 어려움.

한국산업사회학회, Op. cit., pp.24-27

한다. 한 ‘사회 계’에 한 연구를 통해 사회의 심

층 구조를 악하면, 이를 통해 개인의 감정, 의도, 동

기 등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다원 이고 다수 인

사회 계나 원인들 간의 첩 결정이라는 ‘구조화된

복합 체’의 문제들 속에서 경험 자료들이 지니는

의미를 해석하려 한다는 에서 복합 이며 다층 인 방

법의 근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3.3. 연구특성의 분석틀

사회심리학 측면의 랜드 공간의 특성을 악하기

하여 실재론 분석에서는 1차 으로 1992년에서 2012년

까지의 연도별 집계와 공간의 유형에 따라 분류한 공간

별 집계를 통하여 각각의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토 로

연도별·공간별 종합분석을 하 다.

계론 분석에서는 먼 주제별 집계의 하 범주로

서 랜드의 인식, 구축, 확장에 응하는 인지 측면,

계 측면, 태도 측면을 분류하 다. 이 세가지를 다

시 각각의 세부항목으로서 요소, 사회심리 소구 ,

랜드 지향 으로 나 어 각각의 특성에 맞게 분류하고

세부 변수들을 추출하여 해당되는 연구를 배치시켰다.

이를 통하여 실재론 분석의 체 인 정량 평가와

계론 분석의 세부 인 정성 평가가 가능하며, 각각

의 하 범주와 세부 변수들의 첩과 상호 연 성을 통하

여 다층 이고 복합 인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 다.이러

한 연구특성의 분석틀을 <표 1>과 같이 정리하 다.

항목 구분 하 범주 세부 내용

실재론

분석

연도별 1992 ～ 2013년 연도별 추이, 시 흐름

공간별

공간 체 랜드 실내공간

공간 성격 표공간, 명품공간, 임시공간, 외부공간

공간 형태 식음료공간, 시공간, 매공간

장소 형태
공공공간, 숙박공간, 주거공간, 문화공간,

통공간

계론

분석
주제별

랜드 인식 인지 측면 분석

요소

사회심리 소구

랜드 지향

략요소

랜드 구축 계 측면 분석 사회심리 소구

랜드 지향

요소

랜드 확장 태도 측면 분석 사회심리 소구

랜드 지향

<표 1> 연구 분석틀

4. 랜드 공간의 특성 분석

4.1. 랜드공간의 실재론 분석

(1) 연도별 분석

먼 , 사회심리 측면의 랜드공간을 분석하기 하

여 1992년부터 시작된 랜드 공간을 살펴보았다. 이러

한 분석은 2차 분석의 기 연구가 되며 연도별 추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림 5>와 같이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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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랜드 공간의 연도별 추이
<그림 6> 랜드 공간별 분석

랜드 공간의 연도별 추이를 분석을 보면, 1992년부

터 2001년까지 10년 동안은 평균 1.1편의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악되어 연구가 거의 없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

러나 2002년을 기 으로 6배 이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는

데, 이 시기를 보자면, 우리나라에 2002월드컵이 한일 공동

개최로 국가 인 상이 상승되어 기업의 랜드 정체성이

조 씩 다져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그

후 2005년까지 진 으로 상승을 보이다가 2005년에는 다

시 2배 이상으로 상승하고, 2006년부터 2009년은 상승된

채로 꾸 히 진행되다가 2010년에 수직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시 은 서울이 ‘2010서울 세계 디자인 수도’로

선정되고 공공디자인에 큰 변화가 있었던 시기로 특히 ‘국

가 랜드’ 라는 장소성 연구가 활발해졌으며, 이것을 계기

로 각 지방의 ‘장소 랜드 만들기’로 확 되었다.

(2) 공간별 분석

랜드 공간의 분류14)는 그 발생이 랜드라는 고유

특성에 주목되기 때문에 일률 으로 정의되는 형태공간

에 따라 분류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물리 재화나 서비

스가 주인 산업(재) 랜드와 지리 치에 장소 생성이

목 인 장소 랜드로 크게 분류하 다. 한 공간의 유

형을 나 는데 있어서는 일반 인 공간의 분류보다도 선

행 연구자가 연구의 을 맞춘 세부 상공간에 주목

하 다. 가령 “리테일 라다 매장”이라면, 리테일샵 보

다는 명품매장으로 분류하 고, 상공간을 지목하지 않

은 랜드의 일반공간에 한 연구는 ‘공간 체’ 항목에

포함시켰다.

14) 랜드의 리 종류를 분류하면 크게 네가지로 온라인 랜드, 로벌

랜드, 산업재 랜드, 장소 랜드로 나 수 있다. 공간 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온라인· 로벌 랜드는 념 으로 존재하며, 산업재·장소

랜드는 실재 으로 존재하는 역으로 나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

산업재 랜드는 필요에 의해 추후 래그쉽 스토어로 생성 가능한데

반해, 장소 랜드는 공간이 주가 되어 실체 으로 우선 존재한다는 차이

이 있다. 특히, ‘2010 세계디자인도시 서울’과 공공디자인 활성화로 도

시 랜드나 지역 랜드 만들기에 정책 인 시도가 이루어지고, 여기에

한류열풍이 가세하면서 장소성에 한 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임채숙, 랜드 경 이론, 나남, 2009, pp.30-41

조사된 것의 양 결과를 보면, 장소형태가 293편

(55.7%)로 가장 우세하고, 그다음은 공간형태가 159편

(30.23%)이며, 공간성격이 37편(7.03%), 공간 체는 36편

(6.84%)로 다소 조했다. 체 논문 에 268편(51%)이

공공 공간(국가·도시 랜드, 지역· 랜드)에 한 연

구로 정부시책과 더불어 공공디자인 활성화에 치 하 음

을 알 수 있으며, 그 다음 순 로는 주거 공간 79편(15%)

으로서 랜드 아 트에 한 사회 인 심이 고조되었다

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호텔 련 연구가

73편(13.9%)으로 많았으며, 네 번째 순 로는 커피 문 ,

다섯 번째 순 는 패 리 스토랑 등으로 집계되었다. 다

음의 <표 2>는 그에 따른 세부공간의 상세 집계표이다.

랜드

분류

공간

유형
상 공간 세부 공간 n(%)

공통
공간

체

실내 공간 매뉴얼 공간 34(6.5%)

외부 공간 사드 2(0.4%)

산업(재)

랜드

공간

성격

표 공간 래그십 스토어 16(3.0%)

명품 공간 명품 매장 5(3.0%)

체험 공간 체험 매장 12(2.3%)

임시 공간 팝업 스토어 4(0.8%)

공간

형태

식음료 공간

커피 문 40(7.6%)

패 리 스토랑, 패스트푸드 36(6.8%)

외식, 랜차이즈 9(1.7%)

베이커리 4(0.8%)

시공간(상업) 자동차 시 3(0.6%)

매 공간

패션, 스포츠, 제화매장, 부틱 26(4.9%)

화장품 매장 5(1.0%)

쥬얼리 매장, 보석상 5(1.0%)

백화 , 백화 내 매장 13(2.5%)

헤어샵(미용실) 1(0.2%)

리테일샵, 스토어, 상 공간, 편집매장 7(1.3%)

기타
면세 , 은행, 융, 증권사, 의료기 ,

도서 , 북스토어, 소설클럽
10(1.9%)

장소

랜드

장소

형태

공공 공간 국가·도시 랜드, 지역· 지 랜드 116(22.1%)

숙박 공간 호텔 73(13.9%)

주거 공간 아 트, 공동주거 79(15.0%)

시·문화

공간

주택 시 , 주택문화 , 모델하우스 9(1.7%)

기업박물 , 명품박물 ,

술문화공간, 뮤지엄
13(2.5%)

통 공간 한옥 3(0.6%)

기타
온오 유비궈터스

연계공간(테마 크),
1(0.2%)

<표 2> 랜드 공간별 유형 집계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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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항목 세부변인 논문편수
백분율

분포

요소
아이덴티티 자아 이미지, 사용자 이미지,

랜드 개성, 스타일, 두효과

91 35%

이미지 94 36%

사회심리

소구

사실 단
인지각, 인상형성, 자아일치성

17 7%

동일시 6 2%

랜드

지향

인지도
랜드 에쿼티, 로얄티

15 6%

랜드인식 36 14%

<표 3> 연구 분석 결과

(3) 실재론 분석 종합

앞서 살펴본 연도별·공간별 분석을 종합하여 시기별로 연

구된 상공간을 종합하 다. 1992년부터 2002년까지는 연구

의 수가 조하기 때문에 같이 분석하 고, 2003년부터 2012

년까지는 2년 주기별로 묶어 <그림 7>로 정리하 다.

<그림 7> 연도별-공간별 종합 집계

526개에 조사된 공간을 연도별로 나 고, 각각의 연도

내에서 수집된 <표 2>에서 분류한 25개의 ‘세부공간’을

상 공간인 15개의 ‘ 상공간’으로 집계하여 백분율로

계산한 것이다. 3%미만으로 조사된 7개(외부공간, 명품

공간, 체험공간, 임시공간, 시공간(상업), 통공간, 기

타)공간은 도식에서 제외하 다. 하지만 사회 향으로

랜드 공간에는 시기별로 이 되는 상공간이 다르

다는 것을 짐작할 때, 랜드 공간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서 그 출연 시 도 상당히 요하다고 본다. 특히

랜드 공간연구에서 처음 등장한 체험공간(2006, 1건,

1.5%)과 명품공간(2006, 1건, 1.5%) 표공간(Flagship

Store)등은 당시의 사회 심이 나비효과처럼 미세하

지만 계속해서 이루어지다가 본 연구에서 다루지는 않았

지만 2013년 재에는 그 폭이 폭 상승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내집 마련’과 ‘보 자리’가 하나의 꿈이었던

2000 반부터 2008년까지 주거공간(아 트,공동주택)의

비율을 보면 당시 랜드의 심은 30% 가까이 ‘ 랜드

아 트’에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그 비율이 지 은 공

공공간으로 분류한 국가 랜드, 도시 랜드, 지역 랜드,

랜드 등으로 이동된 것을 알 수 있다. 하나 주

목해야 할 것은 바로 리미엄 커피의 활성화로 커피 랜

드 문 (식음료 공간)이 2006～2008년 4.5%에서 2008～

2010년에 3배 이상으로 상승하 으며, 상승된 상태를 기

으로 다시 2010～2012년에 1.6배 가량 증가하 다.

소결하면, 랜드 공간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

이 사회 인 이슈와 상에 맞물려 시 으로는 상황

이가 일어나며, 공간 으로는 외연이 계속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4.2. 랜드공간의 계론 분석

계론 분석의 결과표를 도출함에 앞서 다음과 같은

체계로 분류하 다. 먼 , 사회 심리학 에서 인지

, 계 , 태도 측면을 독립변수로 정하고, 그 하

항목으로서 “요소”, “사회심리 소구 ”, “ 랜드 지향

”을 세 가지로 구분하 다. 다시 그에 해당하는 항목

을 두 가지씩 추출하고 각각의 세부변인을 종속변수로

두었다. 이 게 분류한 이유는 첫번째로 랜드의 요소

를 기본구조로 나 고, 두번째로 랜드의 요소와 본 연

구의 토 인 사회심리 계가 어떻게 소구되는지를

악하여 교량 계구조가 되도록 하 으며, 마지막으로

는 랜드 지향 이 자의 두 요소와 상호 연계되어 인

과구조를 이루도록 하 다. 한 세부변수가 복합 복

수로 나타난 경우에는 첩 구조식으로 복 기재하 으

며, 체연구의 1% 미만인 1992～2002년까지의 분석은

배제하고, 2003～2012년간의 3년 주기별로 나타난 추이

를 백분율 분포도로 정리하 다.

(1) 인지 측면 분석

인지 측면의 분석 6개 세부변인 에 가장 높은 비

율을 차지하는 것은 요소 부분인 아이덴티티와 이미지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랜드 공간을 주 상으로 한다는

에서 디자인 요소에 치 하고 공간의 정체성을 살리려는

근이 타항목에 비해 높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과

도하게 생성 요소에만 집 함으로 랜드 지향 인 인지

도와 랜드 인식의 결과 단이 간과된다면 더 나아가

랜드 에쿼티나 로얄티의 상승효과가 결여될 수도 있다.

<그림 8> 인지 측면 - 3년 주기별 백분율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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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항목 세부변인 논문편수
백분율

분포

요소
몰입구조 설득요소, 체험요소, 커뮤니티,

계성, 커뮤니 이션, 포지셔닝

31 16%

마 믹스 64 33%

사회심리

소구

가치 단 랜드가치, 랜드가치 이, 동

조, 암묵 동의

34 18%

내재화 25 13%

랜드

지향

여도 고 여, 여에 따른 조

, 활성화

12 6%

랜드구축 28 14%

<표 4> 연구 분석 결과

(2) 계 측면 분석

계 측면에서는 략요소인 마 믹스가 연도별로

가장 높게 집계되었는데, 이러한 상은 과거의 제품 의

마 (4P) 략에서 고객 의 마 (4C) 략인 고객,

비용(수익성), 편의성( 근), 의사소통으로 그 이 이동하

면서15) 공간을 하나의 마 상체로서 활용하려는 시도

가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공간의 편의성이나

의사소통에 을 맞추어 상호작용(Interaction)하는 연구가

부분이라는 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계 측면은 인

지 측면과 태도 측면을 연결하는 간 입장으로 략

요소가 수반된다는 에서 특히 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하

지만, 그 비 이 역시 요소 부분에 해당하는 마 믹스에

집 되어 있고, 지향 인 여도와 랜드 구축의 사후 단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림 9> 계 측면 - 3년 주기별 백분율 분포도

(3) 태도 측면 분석

태도 측면에서는 특히 충성도 부분이 압도 인 분포

를 보이는데, 이것은 인지 측면이나 계 측면의 분

석이 요소나 략요소에 집 한 데 반해 지향 에 더욱

주안 을 두고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목 성에 연구를

집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 충성도를 이끌어내기

단계로 볼 수 있는 태도와 행동은 두 번째로 높게 집

계되었으며, 충성도의 다음 단계인 랜드 확장은 세 번

째 순으로 분포했다. 태도 측면은 사회심리학에서 추

구하는 동조를 이끌어내는 최종 지향 으로서 가장 요

한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자, 랜드 공간을 생성함에 있

15) 4C: Customer Value, Cost to the customer, Convenience, Communication

을 가리키며, 제품 심 근(4P : Product, Place, Place, Promotion)

에서 소비자 심 근(4C)으로 바 고 있다.

편집부 , 최신 마 용어 사 , (사)한국마 연구원, 2004, p.130

어서도 궁극 인 행 의 마지막 종착 이라는 에서 그

방향성이 같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가 하 항목

으로 지정한 ‘지각된 합성과 태도 행동’ 그리고 ‘자

기정당화와 순종’ 마지막으로 ‘충성도 랜드 확장’이라

는 6가지 요소와 각각에 포함된 세부 변인은 좀 더 세

한 연구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표 5>의 연구 분

석 결과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다른 두 가지 측면(인

지 측면, 계 측면)에 비해 다소 조한 연구 분포율

을 보이고 있으며, 연구의 집 도는 지향 인 충성도에

편 되어 연구되는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분류 항목 세부변인 논문편수
백분율

분포

요소
지각된 합성 지각된 합성, 지각된 경험,

후 효과 유투상품 략

9 6%

태도, 행동 24 17%

사회심리

소구

자기정당화
신념, 인지부조화

1 1%

순종 5 4%

랜드

지향

충성도 선호도, 애호도, 만족도, 애착,

평가

랜드 강화로 귀인

82 58%

랜드확장 21 15%

<표 5> 연구 분석 결과

<그림 10> 태도 측면 - 3년 주기별 백분율 분포도

(4) 계론 분석 종합

사회심리학의 기반으로 한 랜드 공간에 한 분석을

한 결과, 인지 측면의 분석이 259편으로 가장 많았으

며, 계 측면이 194편, 태도 측면은 142편으로 집계

되었다. 이러한 측면은 경 , 마 , 고, 홍보 등에서

는 태도에 한 연구가 우세한데 반해, 랜드 공간에

련한 연구는 이미지에 한 인지도를 공간언어로 바꾸

는 과정과 략 계성에 보다 집 했을 것으로 추측

해 볼 수 있다. 한 3년 주기별로 나 6가지 세부 변

수로는 인지 측면-아이덴티티와 이미지, 계 측면

분석-마 믹스, 태도 측면분석-충성도로 각각 집계

되었다.

사회심리 측면에서 바라볼 때, 세 가지 측면 모두

유기 인 상호 계성을 가지므로 랜드 공간을 연구하

는데 있어서 매우 요한 요소로서 지속 인 연구가 요

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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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랜드는 이제 우리의 삶에 일상이 되었고, 자신을 드

러내주는 하나의 표상으로서 자아일치의 연장선으로까지

소구되고 있다. 이러한 랜드의 국내 연구는 이제 20년

이 되었으며, 본격 인 랜드 련 공간에 한 연구도

10년 가량 되었다. 랜드의 연구가 수 으로 우세하고

다양한데 반해 랜드 공간에 한 연구는 약 3.5%정도

로 랜드 체 연구와 비교하면 아주 미비한 수 에 이

른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은 랜드 공간에

한 연구의 부진이 아니라, 상 으로 랜드에 한

다학제 인 연구가 양 으로 우세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은 바로 랜드라는 존재를 심으로 근하는 방법

이 마치 원추형과 같아서 360도라는 원의 각각의 시 은

다르나, 그 지향 이 꼭 기라는 목표에 부합하기 때문

이다. 그 지향 은 바로 ‘소비자의 태도’이며 랜드 공

간도 인간의 태도를 이끌어내는 비언어 인 표 수단으

로서 동조를 이끌어내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랜드의 지향 에 도달하는 측

면을 인간과 사회의 계 맥락으로 근하는 사회심리

학 인 에서 1992년부터 2012년까지 ‘ 랜드공간’과

련된 선행논문(학술, 학 )을 검색하여 526개를 수집하

고, 복합 이고 다층 인 분석이 가능한 실재론 · 계론

방법론을 그 분석틀로 활용하여 사회 상과 개인 인

행 나 사고의 변증법 인 근을 시도하 다.

먼 , 실재론 방법에서는 연도별분석과 공간별 분석

으로 양 추이를 본 결과, 연도별 분석은 2003년부터

진 으로 증가하다가 2010년에는 수직상승세를 보 으

며, 공간별로는 공간 체와 공간성격, 공간형태에 비해

지리 향을 받으며 장소생성이 목 인 장소형태의 연

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연도별·공간별 종

합 분석에서 주목할 은 2008년을 후로 공공 공간(국

가·도시 랜드, 지역· 랜드)에 한 연구가 정부시

책과 더불어 공공디자인 활성화에 치 하 음을 알 수

있었다. 랜드 아 트에 한 사회 인 심은 2002～

2004년에 고조되었고, 이후로 소폭 증감을 보이다가 2008～

2010년에 와서는 2006～2008년에 비해 54.2%로 감소하 고,

2010～2012년에는 6.2% 밖에 안될 만큼 폭 감소하 다.

이러한 상 한 부동산 침체와 더불어 주택마련 보다는

세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증가하 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 외에 특이한 은 리미엄 커피의 활성화로 커피 랜드

문 (식음료 공간)이 2006～2008년 4.5%에서 2008～

2010년에 3배 이상으로 상승하며, 상승된 상태를 기 으

로 다시 2010～2012년에 1.6배 가량 증가 추이를 보 다.

다음으로, 주제별 분석에서는 사회심리학의 이론을 기

반으로 추출한 ‘사회심리 랜드의 구성요소’를 분석의

틀로 활용하고, 분류로는 인지 측면, 계 측면,

태도 측면으로 분석해 보았다. 한 이러한 세 가지

측면을 요소, 사회심리 소구 , 지향 으로 두가지의 특

징을 분류하여 총 6가지씩의 하 범주를 정하여 세부 변

수를 첩구조식으로 복수 기재하여 분석하 다. 종합결

과, 분류에서는 인지 측면에 한 연구가 가장 많았으

며, 계 측면과 태도 측면 순으로 나타났다. 다층

인 세부 변수로는 아이덴티티 이미지, 마 믹스, 충

성도에 련한 연구 논문이 가장 많은 것으로 각각 집계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는 랜드 공간이 경 , 마 ,

고, 홍보 등에서 다소 우세한 경향을 보이는 태도의 측면

보다는 이미지나 아이덴티티 등의 인지도를 높이는 연구

에 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랜드 공간도

‘ 랜드’라는 큰 틀에서 바라볼 때, 인지 측면의 연구

반에서부터 최종 지향 인 랜드 에쿼티나 로열티의 향

상에도 신경을 쓴다면 그 다음 단계인 계 측면의 가

치 단이나 내재화 같은 요인에 다시 향을 주고 최종

단계인 자기정당화 순종인 태도 측면으로 귀결되는

순환구조를 형성해 나가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랜드와

련하여 상당한 비 을 차지하는 ‘ 략’ 요소의 궁극 이

바로 ‘태도’를 이끌어내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심리학

인 은 소비자의 마음에 ‘동기화’되고, ‘내재화’되어

‘동조’라는 순종을 이끌어내기까지의 순환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그 계구조는 태도를 행동으로 이시키고,

단 를 제공해주는 맥락 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선행논문을 통해 랜드 공간이 인

간과 사회라는 거시 인 틀에서 상호작용하는 유기 계로

서 사회심리학 기반에 상당부분 근거하고 있음을 악하는

것에 의의를 두었지만, 그 연구의 틀과 분석이 완벽한 통계

의 결과로 보기에는 다소 미비한 부분이 있음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부분은 후행연구자가 좀 더 심도있는 미시

연구로 보완하기를 당부하며, 더불어 사회심리학 연구

가 향후 랜드 공간의 발 에 더욱 더 기여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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