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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suggest a direction for interior space design for fashion flagship stores in the future where the

brand identity can become correctly recognized by the consumers, and consumers can have various and

differentiated experiences. As research method, theoretical concept review and case study on brand

communication and VMD were used. Specifically, for review on brand communication, concept, strategies, and

space types were explored, and, for review on VMD, concept, purpose, and expressive elements were

researched. Also, the study looked at the relevance between and importance of strategy types of brand

communication and VMD. Through these reviews, strategy types of brand communication and analysis criteria for

VMD application were written based on the research and analysis of 8 cases in Korean and elsewhere.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Based on marketing-oriented thinking with understanding of VMD, the plan

must accurately understand the image and identity pursued by the brand, take into account the store layout,

atmosphere, product concept, trend, and display, so that the store can communicate with the customers with

cognitive consistency, diversity of senses, and differentiation from other companies. Currently, fashion flagship

stores in Korea are concentrated on sales in expressing VMD, and, therefore, are difficult to deliver brand identity

to consumers and they require diversity in expressive elements in doing so. Therefore, in the interior space

design of fashion flagship stores in Korea, brand communication must enhance cognitive, behavioral, relationship,

and culture marketing, and, requires confirming VMD expression in details by linking with brand communication

and specific expressions based o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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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현대사회의 소비 환경은 판매를 위한 공간에서 벗어나

브랜드가 지닌 이미지, 독창성, 고유한 개성을 중요시하

고 있다. 소비자는 구매하는 과정 자체를 즐김으로써 소

비를 넘어서 다양한 경험을 하길 원한다. 하지만 기존의

판매 공간은 인간성이 결여된 채 상품 위주의 구성으로

획일화된 공간구성이 대다수이다. 기업의 의도된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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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덴티티를 소비자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

다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중요하다.1) 또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상업공간에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판매 전략인 VMD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과거의

VMD가 디스플레이 개념만을 의미 했다면, 앞으로의

VMD는 상품계획, 판촉 프로모션, 공간의 심미성, 쇼핑

의 편의성 등 고객이 브랜드를 경험하는데 있어서 다양

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기업 이미지를 차별화 할 수

있는 전략으로써의 의미로 확대되어지고 있다.2)

1) 김정은, 패션 플래그쉽 스토어의 공간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

학교 석사논문, 2010,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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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상업공간의 실내공간디자인에

있어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소비자에게 잘 전달하기

위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과 VMD의 고찰은 매우 중요

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브랜드 커뮤니

케이션 전략유형과 VMD의 중요성 및 연계성에 대해 이

론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통하여 얻어진 분석기준을 제시

하였다. 그리고 분석기준을 바탕으로 패션 플래그쉽 스

토어 사례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현재 국내·외의 패션 플

래그쉽 스토어의 브랜드커뮤니케이션 전략유형과 VMD

표현요소의 적용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브랜

드 커뮤니케이션 전략유형적 측면과 VMD 표현요소를

중심으로 하는 패션 플래그쉽 스토어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소

비자에게 정확하게 인지시키고, 다양하고 차별화된 경험

을 할 수 있는 앞으로의 패션 플래그쉽 스토어 실내공간

디자인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방법은 브랜드 커뮤니케이션과 VMD에 관

한 이론적 개념 고찰 및 사례조사법을 사용하였다. 구체

적으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고찰에서는 개념,

전략, 공간의 유형 등을 살펴보았으며, VMD의 고찰에서

는 개념, 목적, 표현요소 등 조사를 통해 전개한다. 또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전략유형과 VMD의 연계성 및 중

요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전략유형

과 VMD 적용을 위한 분석기준을 작성하였으며 국내·외

사례 8곳을 분석기준을 바탕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사례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패션 플래그쉽

스토어는 인터브랜드3)에서 선정한 2009년 브랜드 가치

가 높은 기업 탑 100 중 패션 브랜드를 범위로 정하였

다.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제 1장에서는 연구의 서론 부분으로 계획의 배경 및

목적과 계획의 방법 및 범위를 설명한다.

제 2장에서는 이론적 고찰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과

VMD의 개념 및 표현요소를 고찰하고 브랜드 커뮤니케

이션과 VMD의 중요성 및 연계성을 분석한다. 그리고

브랜드 커뮤니케이션과 VMD 연결성을 사례 공간 조사

를 위한 분석기준으로 제시한다.

제 3장에서는 2장에서 제시한 분석기준을 바탕으로 국

내·외의 패션 플래그쉽 스토어 사례를 조사한다. 사례 조

2) 이은경, 체험마케팅에 의한 스포츠 리테일 샵의 VMD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10, p.2

3) Inter Brand는 Omnicom Group계열의 세계 최대의 브랜드 컨설팅

회사로 1984년 세계 최초로 브랜드 가치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브랜

드 전략, 네이밍, CI, BI, 패키지 디자인과 디지털 브랜딩 전략은

물론 ISO 국제 인증을 받아 브랜드 가치평가에 이르기까지 이 분

야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사를 통하여 국내·외 패션 플래그쉽 스토어의 현재 현황

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본다.

제 4장 결론에서는 앞선 조사,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앞으로의 패션 플래그쉽 스토어 실내공간디자

인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2. 브랜드 커뮤니케이션과 VMD의 이론적

고찰

2.1.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의 개념

(1)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의 정의와 전략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이란 브랜드를 표현하는 주체로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이용하여 최대의 커뮤니케이

션 효과를 얻고 브랜드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브

랜드 커뮤니케이션은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수립하고 재정

립한 후 아이덴티티가 그대로 이미지화 되도록 소비자들

에게 전달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4) 최근의 소비 환경 추

세나 소비자 행동을 고려한다면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5) <표 1>은 브

랜드 커뮤니케이션 전략유형에 관한 선행논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 1> 선행논문을 참고하여 브랜드 커뮤

니케이션 전략 유형을 감성마케팅, 감각마케팅, 인지마케

팅, 행동마케팅, 관계마케팅, 문화마케팅으로 재정립하였다.

저자명 논문명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전략유형

김정란

(2005)

소비자 지향 브랜드 커뮤니케이

션 공간 디자인에 관한 연구

미학적 측면, 경험적 측면

(감각, 감성, 인지, 행동, 관계마케팅)

한효정

(2006)

브랜드 체험수단으로서 플래그쉽

스토어 공간디자인에 관한 연구

체험마케팅

(감각, 감성, 인지, 행동, 관계마케팅)

김정은

(2010)

패션 플래그쉽 스토어의 공간디

자인에 관한 연구
감성커뮤니케이션, 문화커뮤니케이션

<표 1>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전략유형에 관한 선행논문

<그림 1>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전략유형

4) 유희선,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공간의 BI 색채적용 특성에 대한 연

구, 인제대학교 석사논문, 2011, p.6

김정란, 소비자 지향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공간 디자인에 관한 연

구, 홍익대학교 석사논문, 2010, p.22

5) 손일권, “브랜드 아이덴티티” 경영정신, 2003, p.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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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공간의 유형

공간을 통한 브랜드의 커뮤니케이션 형태는 소비자와

의 직접적인 접촉점이 되므로 전반적으로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경험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브랜드 아이덴티

티뿐만 아니라 공간의 구성에 있어서 공간 자체가 브랜

드의 아이덴티티 구축의 한 일환으로 브랜드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브랜드 이미지 강화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6)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공간의 유형에는 플래그쉽 스토어,

소비자 혜택 공간, 안테나 숍, 멀티숍, 체험관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7)

공간의 유형 정의 브랜드커뮤니케이션 유형

플래그쉽

스토어

브랜드의 성격과 이이덴티티를

극대화한 매장
브랜드를 직접 경험하고 체험

소비자

혜택 공간

브랜드와 소비자와의 친밀한 관

계를 구축

브랜드는 소비자와 상호간의 교

류를 통해 소비자 니즈 서비스

제공

안테나숍

소비자의 반응을 파악하여 상품

개발이나 판매촉진책의 연구를

돕는 매장

브랜드 내 특정 상품의 홍보 위주

멀티 숍
하나의 공간에 2개 이상의 브랜

드를 모아 판매하는 형태의 매장

매장만의 고유한 컨셉을 갖고 그

에 맞는 아이템을 선별하여 판매

체험관

고객에게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

를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하여 구

매동기 유발

제품을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개설해 놓은 체험 공간

<표 2>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공간의 유형

이 가운데 플래그쉽 스토어는 브랜드의 성격과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극대화한 매장으로 소비자가 브랜드를 직

접 경험할 수 있도록 광고기회를 제공하여 줄 뿐만 아니

라,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실행이 동시에 펼쳐지는 가시

적인 실체를 조직 내, 외부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된다.8)

이에 본 연구에서는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전략유형을 적

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성격을 지닌 공간으로 플래그쉽

스토어를 선정하였으며, 그 가운데 패션 플래그쉽 스토

어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2. VMD의 개념

(1) VMD의 정의

VMD이란 타 기업과의 차별화를 이루기 위하여 상품

을 비롯한 모든 시각적 요소를 연출하고 관리하는 행동

이며 상품 전시 디자인 또는 인테리어와 상품 전시 디자

인이라고 해석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VMD는 매장

과 상품,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고, 경쟁업체와의 차별화

전략으로 고객에게 서비스와 문화공간의 제안으로 즐거

운 쇼핑분위기를 제공하며 효과적인 매장구성을 제시하

는 것이다.9)

6) 유희선, op. cit., p.10

7) 박혜경·유희선,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공간의 BI 색채적용 특성에

대한 연구, 한국색채학회논문집 제 25권 제 3호, 2011, pp.5-17

8) 전수영, Space Communication 유형별 브랜드 개성 강화 전략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논문, 2003, p.22

9) 정회연, 백화점 공용공간 VMD에 관한 연구: ‘L’백화점 센텀시티점

(2) VMD의 효과

VMD는 상품에 정보가치를 부가하고 특정 상품의 이

미지를 보완해 감으로서 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미지

를 형성하는 전략이다. 소비자에게 상품을 효과적으로

보여주어 고객들에게 강한 구매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또 상품을 기억하고 구매 충동을 갖게 하여 상품을 구입

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하는데 초점이 있다. 아무리

트랜드가 강한 상품이라도 그 표현이 잘못되면 팔리지

않는 상품이 된다. VMD는 판매활동에 있어서 경영성패

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의 역할을 한다.10)

(3) VMD 표현요소

앞서 VMD의 정의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VMD는 데코

레이션을 통한 상품의 진열이라는 개념에서 현재는 실내

환경, 고객, 상품, 매장 연출, 진열, 판촉 기술을 포함하

는 의미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VMD

표현요소를 VP, PP, IP11)로 한정짓지 않고 바닥, 벽, 천

장, 기둥을 포함하는 공간구성과 외부디자인, 동선계획,

색채, 조명, 집기와 소도구, POP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표 3>는 VMD 표현요소의 분석기준으로 브랜드 커뮤

니케이션 전략유형과 함께 3장 사례분석에 사용하였다.

VMD표현요소 내용

공간

구성

바닥
공간의 용도에 따라 재료의 선택, 면적의 배분, 시각적

효과 유도 등이 계획에 반영

벽 문과 창 등의 개구부와 파티션 포함하고 공간 구획

천장 경사면 또는 천장고에 변화를 주어 적절히 이용

기둥 기둥 자체로 분위기 연출, 상품의 진열과 연출 보관

외부

디자인

파사드
이미지 만들기에 강력한 매체로 매장 정책이 주장되고

표현 되어야 함

사인 매장, 상품,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유도

차양 장식효과, 햇빛으로 상품보호, 조명효과 등의 기능

쇼윈도 실내와 실외를 연결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요소

동선계획
매장구성의 기본으로 주동선, 부동선, 집시 포인트, 고객

이 머무르는곳, 제반집기류와의 적절한 면적 배분 중요

색채
상품의 특징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상품이 가진 가치와

함께 매장의 이미지 높임

조명
조명의 광원, 조도 등의 따라 쾌적하며 판매 효과가 높은

매장이 되는지 아닌지가 결정

집기와 소도구
연출의 근본으로 이미지 전달의 매개체로 점의 표정과

개성을 만듬

POP
구매 시점에서 행하여지는 광고로 매장 앞, 매장내에 게

시하는 표시물

<표 3> VMD 표현요소 

2.3.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전략유형과 VMD의 중

요성 및 연계성

(1)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전략유형과 VMD의 중요성

소비자의 요구가 점차 다양화, 고도화되며, 소비자의

중심으로, 동서대학교 석사논문, 2008, p.15 재구성

10) 류신영, 백화점 VMD가 의복구매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

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03, pp.12-15

11) VP는 Visual Presentation의 약자로 연출 테마의 종합표현으로 점

과 상품의 이미지를 높이며, PP는 Point of sale Presentation의 약

자로 상품의 판매 포인트를 보여준다. IP는 Item Presentation의

약자로 개개의 상품을 분류하고 정리하여 보기 쉽게 진열하는 것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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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향상에 따른 구매 행동이 변화됨에 따라 패션 기업

은 새로운 마케팅의 대응전략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각 매장들은 타 매장과의 차별화를 위한 대응책으로 보

다 효과적인 VMD를 전개시켜 자신의 기업이미지를 재

정립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강력히 전달하기 위한 매장연

출을 추구하게 되었다. 오늘날에 이르러 정보전달 즉, 커

뮤니케이션에 관한 문제가 중요시되며 브랜드 커뮤니케

이션 기능을 판매환경의 질을 높여 가는 수단으로 활용

할 수 있다.12) 따라서 이제는 매장의 실내디자인과

VMD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생겼으며, 상품을 판매

할 수 있는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만들어야 할 필

요성이 강조되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2)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전략유형과 VMD의 연계성

VMD는 시대가 변화하면서 그 정의 및 표현요소도 변

천을 거듭하고 있다. 따라서 VMD를 이해한 마케팅적

사고를 바탕으로 브랜드가 추구하는 이미지와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매장 레이아웃, 매장 분위기, 상품의 컨셉,

유행 경향, 디스플레이 등을 고려하여 인지적 일관성과

감각의 다양성, 타 기업과의 차별화를 가지고 소비자와

의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그러

므로 VMD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작은 부분에서 큰 부

분까지 모든 것이 사전에 치밀하고 일관되게 계획하여야

하며, 고객에게 자사만의 차별화되고 미학적인 분위기에

서 다양한 총체적인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매장의 아이

덴티티를 구축하여야 한다. <표 4>와 같은 분석기준을

바탕으로 3장에서는 국내·외 사례분석을 하고자 한다.

브랜드커뮤니케이션 전략의 유형 중점 VND 표현요소

감성마케팅

감각마케팅

인지마케팅

행동마케팅

관계마케팅

문화마케팅

공간구성

외부디자인

동선계획

색채

조명

집기와 소도구

POP

<표 4> 플래그쉽스토어 사례분석 기준

3.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전략유형을 적용

한 패션 플래그쉽 스토어의 VMD 적용

사례분석

3.1. 사례분석의 대상범위 및 대상선정

본 장에서는 2장에서 도출한 분석의 분석기준을 토대

로 인터브랜드에서 조사한 2009 브랜드 가치가 높은 기

업 100위 중, 2000년 이후에 개관하였으며 인지도와 매

출이 높은 패션 브랜드가운데 현장조사가 가능한 국내사

례4곳과 문헌을 통하여 자료 확보가 가능한 4곳을 사례

12) 한영호·안진근, Visual Display, 기문당, 2007, p.52

로 선정하였다. 분석기준은 앞서 2장에서 선정한 VMD

표현요소에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전략유형이 어떻게 적

용되어 있으며, 현재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표 5> 인터브랜드 패션 브랜드 가치 순위(2009년)13)  
Rank Brand CI Region/Country Sector

Brand

Value(＄m)

16 Louis Vuitton France Luxury 21,120

21 H&M Sweden Apparel 15,375

41 GUCCI Iraly Luxury 8,182

50 ZARA Spain Apparel 6,789

70 HERMES France Luxury 4,598

87 PRADA Italy Luxury 3,530

89
EMPORIO

ARMANI
Italy Luxury 3,303

98 BURBERRY United Kingdom Luxury 3,095

NO 플래그쉽 스토어 명 위치 개관년도 면적

국내

1 LOUIS VUITTON 서울 강남구 청담동 2001년 1,856.53㎡

2 H&M 서울 중구 명동 2010년 2,600㎡

3 ZARA 서울 중구 명동 2008년 1,300㎡

4 HERMES 서울 강남구 신사동 2006년 6,468.28㎡

국외

5 PRADA New York, USA 2001년 2,190㎡

6 EMPORIO ARMANI New York, USA 2009년 4,230㎡

7 GUCCI New York, USA 2000년 3,252㎡

8 BURBERRY Italy, UK 2003년 2,460㎡

<표 6> 분석대상 국내·외 패션 플래그쉽 스토어 개요

3.2. 국내·외 패션 플래그쉽 스토어 사례분석

(1) 국내 패션 플래그쉽 스토어 사례분석

LOUIS VUITTON의 아이덴티티는 전통과 현대적 이

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외부디자인은 감각, 인지마케팅을

적용하여 재료의 풍부함과 혼용되고 중첩된 이미지를 통

하여 브랜드를 잘 나타내고 있다. 실내 내부 계단의 벽

은 유백색 발광 수직 벽으로 행동, 관계마케팅을 적용한

동선계획을 이루고 있으며, 수직과 수평의 조화로 단순

하면서 반복된 분위기로 감성마케팅이 적용되어 전체적

으로 고급스럽고 우아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색채나 조명, 집기와 소도구 등 전통적 느낌은 잘 나타

내고 있으나, 현대적 이미지는 다소 약하게 보여 진다.

<그림 2> H&M의 아이덴티티는 최신의 트렌드와 독창

적인 컨셉으로 외부디자인에 감각, 인지마케팅을 적용하

여 화이트와 LED를 사용해 깨끗하고 현대적인 느낌이

나도록 계획하였고, 동선계획에는 행동마케팅을 적용시

켜 각 층마다 변화를 주어 리듬감, 역동적인 동선을 형

성하고 있다. 특히 POP는 문화마케팅을 적용하여 컬러

풀하며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만들어 활기차고 젊은 분위

기를 더 자아내고 있다. 하지만 집기와 소도구는 단순한

13) www.Inter Bran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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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위주로 단조로운 구성으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전

략유형이 적용되어 있지 않다.<그림 3>

<그림 2> LOUIS VUITTON <그림 3> H&M

ZARA의 아이덴티티는 세련되고 트렌드한 최신 디자

인이다. 하지만 ZARA매장은 외부디자인, 동선계획, 색

채, 조명, 집기와 소도구, POP등에 ZARA의 아이덴티티

에 맞는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전략유형이 적용되어 있지

않으며, VMD 표현요소 또한 판매위주의 구성으로 차별

화되고, 트렌드 함을 보여주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외부

디자인 또한 15㎡가 넘는 대형 쇼윈도로 자라가 제안하

는 최신 유행 패션을 보여주면서 자라가 제안하는 시즌

별 이미지를 극대화 할 수 있게 디자인 되어 있으나 다

소 인지성이 부족하며 오로지 판매를 위한 디자인으로

계획되어 있다.<그림 4>

HERMES의 아이덴티티는 현대적인 감각을 유지하고

단순미와 우아함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공간구성은

건물 중앙에 사각의 여백 공간을 두고 수직적으로는 마

당과 아트리움, 수평적으로는 보이드 공간과 테라스를

두어, 시각적인 즐거움과 체험을 유발 할 수 있는 감성,

감각, 행동마케팅을 적용하였다. 외부디자인은 감각, 인

지 마케팅이 적용되어 브랜드 이미지를 잘 나타내고 있

는 디자인으로 계획되어 있다. 또한 브랜드만의 차별화

된 집기와 소도구를 사용하고 있으나, 판매 공간의 집기

와 소도구의 경우는 단일화된 디자인으로 계획되어 판매

위주의 구성으로 분석된다.<그림 5>

<그림 4> ZARA <그림 5> HERMES

(2) 국외 패션 플래그쉽 스토어 사례분석

PRADA의 아이덴티티는 평범하면서도 고급스럽고 세

련됨을 추구하고 외적인 화려함보다 내재된 고급스러움

을 추구하고 있다. 공간구성은 감성, 감각, 행동마케팅을

적용한 병렬적인 공간구조로 중심부에는 파장형태의 계

단으로 다양한 이벤트 공간과 휴게공간을 연출하고 있으

며, 하나의 마감재로 공간을 시각적으로 확장시키고 있

다. 동선계획의 경우 감성, 행동, 관계마케팅을 적용시켜

내부공간의 흐름과 도시거리의 연장으로 고객을 유도하

고 공간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다.<그림 6>

EMPORIO ARMANI의 아이덴티티는 재창조되고 세

련되며 새로운 강조점을 만들어 혁신적이고, 부드러우면

서도 다소 느슨한 실루엣, 과장이나 기교가 절제된 아름

다움이다. 공간구성은 감성, 감각, 행동마케팅이 적용되

어 하나의 긴 선으로 벽을 만들고 다양한 굴곡으로 표현

하였으며, 계단은 조형적인 외관을 강조한 기하학적 형

태이다. 외부디자인은 주변 건물과 차별화하여 외부 파

사드에 발광 다이오드 선으로 표현된 이미지와 색상을

도입하여 인지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레스토랑, 휴

게 공간, VIP 공간으로 소비자에게 다양한 경험과 편안

한 쇼핑을 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다.<그림 7>

<그림 6> PRADA <그림 7> EMPORIO ARMANI

BURBERRY의 아이덴티티는 과거 전통성에만 강조하

던 것에서 탈피하여 전통미를 바탕으로 시대를 반영하는

세련미로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공간구성은 천장의 높

이를 다양하게 주어 율동감 있으면서도 안정감 있는 구

성으로 감성마케팅이 적용되어 있으며, 동선계획은 감성,

관계마케팅이 적용되어 편안한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색채는 브랜드 이미지와 맞게 세련되며

고급스러운 편안한 우드와 화이트로 감성, 감각, 문화마

케팅이 적용되어 있으며, POP에 문화 마케팅을 적용하

여 곳곳에서 미적인 효과와 동시에 브랜드를 인지시키고

있다.<그림 8>

GUCCI의 아이덴티티는 전형적인 디자인을 탈피함으

로써 자유롭고, 편안하며, 역동적인 밝은 이미지이다. 공

간구성은 절제되며 단순한 형태로 연출하고 격자형태의

그리드를 사용함으로써 유기적 유연성과 상징성을 가지

고 있는 공간으로 감성, 감각마케팅을 적용하였다. 동선

계획은 행동마케팅을 적용하여,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여

동선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집기와 소도구는 단순함

과 반복적인 구성으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전략유형이

적용되어 있지 않다.<그림 9>

<그림 8> BURBERRY <그림 9> GUC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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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IS VUITTON H&M ZARA HERMES

도면

이미지

가:

공간구성

감성 감각 감성 감성, 감각, 행동

공간의 깊이를 형성하는 벽과 바닥의

경계를 모호하게 처리하고, 수직과 수

평의 조화로 단순하면서 반복된 분위

기 연출

개방형 레이아웃과 색채 조합으로 입

구에 들어서면, 모든 상품군이 시야에

들어오며, 카테고리별 컬러 구분을 통

해 시각적 공간 분리를 해줌

바닥의 대리석은 다양한 반사체와 어

우러져 고급스러운 공간 연출 가능

건물 중앙에 사각의 여백 공간을 두

고 마당과 같은 아트리움을, 수평적으

로는 보이드 공간과 테라스를 둠

나:

외부

디자인

감각, 인지 감각, 인지 - 감각, 인지

건물의 외관에 그리드 입면의 모티브

가 차용되고 형태적 재료의 풍부함으

로 브랜드 정체성 확립

깨끗하고 현대적인 느낌에 율동감 있

는 요소를 도입해 단조로움에서 벗어

나도록 함

15m²가 넘는 대형 쇼윈도로 자라가 제

안하는 최신 유행 패션을 한눈에 보여

줌

한국의 상징적 의미 표현, 한옥에서 영

감을 받아 중앙 정원을 중심으로 ‘ㅁ’

자 형태의 건물 형태

다:

동선계획

행동, 관계 행동 - 행동, 관계

계단의 한쪽 면은 유백색 발광 수직

벽이며 다른 한 쪽은 유리 난간으로

이루어져 벽은 계단을 따라 축을 강조

하여 방향성과 공간의 연속성을 나타

냄

컨셉을 각 층마다 변화시켜 단순히 형

식적 측면의 율동감 뿐만 아니라 각

구역이 제공할 체험의 강도까지 변화

시켜 역동적인 동선을 형성

세미오픈형의 레이아웃으로 유사한 콘

셉트의 집기와 컬러를 사용하여 통일

성을 줌

매장 내부에 오브제적 특성을 가진 원

형 계단을 설치해 지상 1층부터 지상

4층으로 이어진 판매 공간의 수직 동

선을 유도

라:

색채

감각 감각 감각 감성, 감각

공간 전체를 화이트 마감으로 처리하

여 깔끔하고 심플한 느낌으로 브라운

컬러의 카펫과 원목마감을 이용해 고

급스러운 분위기 연출

블랙 & 화이트로 깔끔한 분위기이며

층별로 다른 컬러와 디자인, 일러스트

로 컨셉트를 부각

브라운과 아이보리의 컬러조합으로 고

급스러우면서 무게감 있는 분위기 형

성하고 있으며 매장 VMD는 브라운 톤

으로 세련미 강조하고 있음

1,2층의 매장은 천장의 그리스식 무늬

등 에르메스 상징을 나타내고 있으며

3층 아틀리에는 다양한 색판으로 빛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공간

마:

조명

감성, 감각 감성 - 감성, 감각

일부 벽면에 박스 형태 패턴과 LED조

명을 이용해 단순한 공간에 시각적 변

화를 줌

밝고 환한 경쾌한 느낌의 조명이 아닌

주황빛의 은은한 조명으로 편안하게

오랫동안 쇼핑을 즐길 수 있음

제품의 특징을 강조한 조명으로 밝고

차분한 느낌

내부와 외부의 소통을 유도했으며 실

크스크린으로 시선은 차단하고 간접

조명으로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

바:

집기와

소도구

행동 - - 감각, 행동

수직과 수평요소의 형태로 크기나 모

양, 높이 등을 변화시켜 동적인 느낌을

주며 미디어를 이용한 거울 사용

집기 및 행어는 조립과 분리가 용이하

여 매장 이동 시에도 재활용 가능

디피테이블과 스테이지를 적극 활용하

고 있으며 메인 입구에 VP존을 형성

박물관 내부의 전시공간은 당수나무와

장승을 표현하였고 판매 공간은 목재

집기와 유리 쇼케이스로 구성

사:

POP

문화 문화 - 문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브랜드의 역사,

로고가 담긴 액자가 위치하여 브랜드

정체성을 나타냄

컬러풀한 소품들과 일러스트레이션으

로 만들어진 사인들이 공간에 활기를

더함

90cm 높이의 「자라」로고가 매장의

미적인 요소를 한층 돋보이게 함

다양한 문화 및 집회시설이 위치하여

이벤트, 문화, 예술 체험 가능

전략유형

및

VMD표현

요소평가

A:감성 B:감각 C:인지 D:행동 E:관계 F:문화 / 가: 공간구성 나: 외부디자인 다: 동선계획 라: 색채 마: 조명 바: 집기와 소도구 사: POP

<표 7> 국내 패션 플래그쉽 스토어 사례분석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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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DA EMPORIO ARMANI GUCCI BURBERRY

도 면

이미지

가:

공간구성

감성, 감각, 행동 감성, 감각, 행동 감성, 감각 감성

매장은 병렬적인 공간 구조이며 중심

부에는 파장형태의 계단으로 다양한

공연 연출하고, 하나의 마감재를 사용

해 시각적으로 확장된 공간 연출

내부 공간의 유동성은 하나의 긴 선으

로 만들어진 벽으로 표현하고, 선의 윤

곽이 다양한 굴곡으로 표현되었으며

계단은 조형적인 외관을 강조

반복적 구성, 기하학형태, 격자형태의

그리드를 사용하여 절제되며 단순한

형태로 연출하고 유기적 유연성과 상

징적 공간으로 연출

총 3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천장의

높이를 다양하게 주어 율동감 있으면

서도 안정감 있는 구성

나:

외부

디자인

감각 감각, 인지 감각, 인지 -

브랜드 컨셉보다 기존의 건축물의 형

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병렬적이고 비

대칭적인 형태로 구성

외부 파사드에 발광 다이오드 선으로

표현된 이미지와 색상을 도입

구찌의 대표적인 소재인 대리석과 쇼

윈도우와 로고가 어우러져 고급스럽고

모던한 분위기

외부파사드는 원래의 건물형태를 그대

로 유지하고 1층 전면에 쇼윈도우를

설치하여 이미지를 표현

다:

동선계획

감성, 행동, 관계 감성, 행동, 관계 행동 감성, 관계

보이드에 의한 공간 조직으로 탈 중심

적인 공간의 유동적인 특성이 표현됨

뚜렷하게 공간을 구획하지 않고 회오

리 바람을 닮은 계단에 핵심을 두었으

며, 각 층을 연결함과 동시에 하나의

공간을 설계

공간 내에 자연광을 최대한 들어오게

하면서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스토어

가 잘 보임으로써 내부와 외부를 연

결시킴

판매 이외의 휴게공간이 곳곳에 위치

하여 편안한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됨

라:

색채

감성, 감각 감성,. 감각 감성 감성, 감각, 문화

곡선의 우드 플로어링 계단과 화이트

벽이 어우러져 따뜻하고 안락한 분위

기를 줌

모든 층은 전반적으로 회반죽색 벽의

명암과 색조가 풍부하게 표현 되도록

여러 행태의 굴곡에 따라 배치

흰 대리석이 깔린 바닥과 검은 대리석

소재의 벽이 조화롭게 구성되어 대체

적 깨끗하고 따뜻한 느낌

브랜드이미지와 맞게 세련되며 고급스

럽고 편안한 우드와 화이트 조합으로

구성

마:

조명

감성, 감각 감성 감성 감성, 감각

폴리카보네이트의 반투명 벽으로 전체

적으로 밝은 분위기

흰색의 계단에 조명을 설치하여 계단

이 부각되면서 밝은 분위기 연출

자연광을 스토어 내부로 끌어들이며

밝은 실내조명과 어우러져 따뜻한 분

위기 연출

밀라노 스토어에 대한 주 초점은 조명

으로 내부 빛은 최적을 반사를 주며

다운라이트 각도를 통해 최대한 상품

을 돋보이도록 설치되어 있으며, 자연

광을 최대한 유입

바:

집기와

소도구

감각, 행동 행동 - -

천장에 매달려 있는 유리새장 형태의

구조물은 패션 의류를 담고 있으며, 진

열대 형태의 변화로 시·공간적 특성으

로 가변화하는 공간

벽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상품 영역을

위한 공간과 진열대를 생성시킴

단순함과 반복적인 구성으로 수평·수

직의 집기는 연속적인 방향감을 제시

해 공간을 안정시키며 반복적인 리듬

감을 줌

판매 공간은 제품, 브랜드 컬러와 어울

리는 편안한 목재집기와 유리 쇼케이

스로 구성

사:

POP

문화 감각, 문화 문화 문화

공연과 이벤트를 포함하는 새로운 경

험의 공간으로 계절별로 이미지월을

부착하여 트렌드를 알려줌

외관의 LED조명과 입구에 EMPORIO

ARMANI의 로고로 인지성을 부각시켜

고객을 매장으로 유도

외부 파사드 GUCCI 로고와 대표적인

소재 대리석을 통해 인지성을 높여줌

휴게공간 한쪽 벽면에 버버리에 대한

연대기 등을 붙여서 미적인 효과와 동

시에 브랜드를 인지시킴

전략유형

및

VMD표현

요소 평가

A:감성 B:감각 C:인지 D:행동 E:관계 F:문화 / 가: 공간구성 나: 외부디자인 다: 동선계획 라: 색채 마: 조명 바: 집기와 소도구 사: POP

<표 8> 국외 패션 플래그쉽 스토어 사례분석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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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조사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A:감성 B:감각

C:인지 D:행동 E:관계 F:문화로 표현되는 브랜드 커뮤니

케이션 전략유형 및 가: 공간구성 나: 외부디자인 다: 동

선계획 라: 색채 마: 조명 바: 집기와 소도구 사: POP로

표현되는 VMD 표현요소를 5단계로 평가하여 도표화시

켰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7>, <표 8>과 같다.

3.3. 사례분석의 종합

국내 패션 플래그쉽 스토어는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전

략 요소가 다양하게 적용이 되어 있지 않다. 특히 행동

마케팅이 미약하여 동선을 유도하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며, 브랜드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휴게,

이벤트 요소 부족으로 관계마케팅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또한 VMD표현요소 중 집기와 소도구는 판매에만

치우쳐 있어 감각, 행동마케팅을 적용하여 고객의 체험

이나 동선을 유도하는 구성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된다. 분석결과 국내 패션 플래그쉽 스토어의 경우

시각적 표현인 감성, 감각마케팅위주로만 구성되어 있으

며, 인지성을 주는 인지마케팅이나, 동선을 유도하는 행

동마케팅, 브랜드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관계마케팅, 문

화마케팅은 매우 부족하다. 특히 휴게 및 이벤트 요소로

브랜드의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관계마케팅은 거의 이

루어지고 있지 않아 브랜드를 인지시키고, 소비자가 소

비 이외에 다양한 경험을 하기에는 부족한 공간으로 사

료된다.

반면에 국외 패션 플래그쉽 스토어는 브랜드 커뮤니케

이션 전략유형인 관계마케팅이 적용된 다양한 이벤트 공

간과 휴게 공간이 있으며, 인지성 강한 외부디자인으로

브랜드를 인지시키고, 이외에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전략

요소를 다양하게 적용시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이 대체

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VMD 표현요소인 집기와

소도구는 국내 패션 플래그쉽 스토어와 달리 유동성 있

으며, 체험을 유도하는 구성으로 감각, 행동마케팅이 잘

적용되어 있다. 하지만 POP의 경우는 시각적 인지성만

있어 서 광고, 홍보, 서비스 이미지까지 보여 줄 수 있는

문화마케팅을 적용해야 한다고 분석된다. 분석결과 국외

패션 플래그쉽 스토어는 국내 패션 플래그쉽 스토어에

비해 전체적으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전략요소를 VMD

에 적용시켜 소비자가 쇼핑을 넘어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는 매장으로 분석된다.

4. 결론

현대의 소비자는 정보의 상호전달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고, 오늘날에 이르러 정보전달 즉, 커뮤니

케이션에 관한 문제가 중요시되며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판매환경의 질을 높여 가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가 있다. 따라서 이제는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

대가 되었다. 또한 소비자의 요구가 점차 다양화, 고도화

되며, 소비자의 질적 향상에 따른 구매 행동이 변화됨에

따라 패션 기업은 새로운 마케팅의 대응전략이 필요하게

되었다. VMD는 브랜드를 매장에 표현하는 수단으로 브

랜드가 전달 하고자 하는 판촉 테마를 인간의 직접적인

감각기관에 호소하여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강렬하게 인

식시키고 상품을 위한 효과적인 디스플레이로서 고객의

구매편익을 도모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VMD

를 이해한 마케팅적 사고를 바탕으로 브랜드가 추구하는

이미지와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매장 레이아웃, 매장 분

위기, 상품의 컨셉, 유행 경향, 디스플레이 등을 고려하

여 인지적 일관성과 감각의 다양성, 타 기업과의 차별화

를 가지고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도록 계

획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패션 플래그쉽 스토어의 실내공간

디자인에 있어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과 VMD의 이론

적 고찰을 통해 그 중요성과 상호 연계성에 대해 고찰하

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분석기준을 제시하여 국내·외 패

션 플래그쉽 스토어 사례조사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

분석을 통한 국내·외 패션 플래그쉽 스토어에 있어서 브

랜드 커뮤니케이션 전략유형과 VMD 표현요소의 적용

현황과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들은 매장을 통해 브랜드가 추구하고자

하는 성격과 이미지를 느끼며, 환상과 즐거움을 얻고 문

화적 자극과 아름다운 감성을 경험하길 원하기 때문에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차원의 VMD가 연구가 필

요하다.

둘째, VMD에 관한 정의 및 표현요소는 시대가 변화

하면서 변천이 거듭되고 있다. 따라서 VMD의 시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마케팅적 사고를 통해 브랜드가

추구하는 이미지와 정체성, 즉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정

확히 이해하고 매장 레이아웃. 매장 분위기, 상품의 컨

셉, 유행 경향, 디스플레이 등을 고려하여 인지적 일관성

과 감각의 다양성, 타 기업과의 차별화를 가지고 소비자

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셋째, VMD의 표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광고, PR, 프

로모션, 이벤트 및 여타의 독립된 커뮤니케이션과의 통

합이나 조절이 필요하며 사내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기능들을 전체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실행시켜야 한다.

넷째, 국내 패션 플래그쉽 스토어의 경우 휴게공간이

나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다고 분석

되며,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전략 유형은 시각적 표현요

소인 감성, 감각마케팅이 판매 공간에만 편중되어 있어

국외 사례와 비교하여 대체로 다양하게 적용이 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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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즉 국내의 경우 동선을 유도

하고 체험을 할 수 있는 행동마케팅을 적용한 공간이 필

요하며, 관계마케팅을 적용하여 브랜드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휴게, 이벤트 공간이 필요하다. 또한 VMD표현

요소 중 집기와 소도구는 판매에만 치우친 구성이 아닌

감각, 행동마케팅을 적용하여 고객의 체험이나 동선을

유도하는 구성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내 패션 플래그쉽 스토어는 판매에만 치중된

VMD 표현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기에

는 어려움이 있으며,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전달하는데

그 표현요소의 다양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상황

에 있다. 이에 국내 패션 플래그쉽 스토어 실내공간디자

인에 있어서 브랜드커뮤니케이션은 인지, 행동, 관계, 문

화마케팅을 보강하여야 하며, 브랜드커뮤니케이션과 연

계하여 VMD 표현요소를 세부적으로 확인하는 것과 이

를 바탕으로 하는 구체적인 표현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VMD는 작은 부분에서 큰 부분까지 모든

것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어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설

계되어 고객에게 자사만의 차별화되고 미학적인 분위기

를 다양하고 총체적인 체험을 통해 경험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자사만의 독특한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매장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패션 플래그쉽 스토

어 실내 공간 디자인에 있어서 감성, 감각마케팅을 적용

하여 브랜드 이미지에 맞는 색채와 조명으로 계획하고,

인지마케팅을 적용하여 인지성 강한 외부디자인, 행동마

케팅을 적용하여 동선을 유도하는 동선계획, 관계마케팅

을 적용하여 체험과 이벤트, 휴게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구성과 집기와 소도구, 문화마케팅을 적용하

여 브랜드와 문화의 친밀도를 높여주는 POP로 소비자에

게 소비 뿐 만 아니라 즐거움을 얻고 문화적 자극과 아름

다운 감성을 경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소비자와 브랜드 관계자 사이에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패션 플래그

쉽 스토어 실내공간제안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하

는데 의미를 두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특정 브랜드

를 대상을 표본으로 하였으므로, 향후 다양한 브랜드를

대상으로 폭넓은 조사를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패션 플래그쉽 스토어의 브랜드 관계

자,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브랜드인지도조사, 감성반응

조사, 만족도 조사 등을 설문조사 및 감성평가를 통해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전략유형과 VMD표현요소에 관한

실제 사용자의 구체적인 요구를 조사, 분석 할 계획에

있다.

참고문헌

1. 김정은, 패션 플래그쉽 스토어의 공간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

대학교 석사논문, 2010

2. 이은경, 체험마케팅에 의한 스포츠 리테일 샵의 VMD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10

3. 유희선,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공간의 BI 색채적용 특성에 대한

연구, 인제대학교 석사논문, 2011

4. 박혜경·유희선,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공간의 BI 색채적용 특성

에 대한 연구, 한국색채학회논문집 제 25권 제 3호, 2011

5. 김정란, 소비자 지향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공간 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논문, 2010

6. 손일권, 브랜드 아이덴티티, 경영정신, 2003

7. 전수영, Space Communication 유형별 브랜드 개성 강화 전략

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논문, 2003

8. 윤갑근·이화숙·한세민, VMD에 따른 백화점 여성캐주얼 매장구

성계획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43호,

2004.4

9. 정회연, 백화점 공용공간 VMD에 관한 연구: ‘L’백화점 센텀시

티점 중심으로, 동서대학교 석사논문, 2008

10. 류신영, 백화점 VMD가 의복구매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03

11. 한영호·안진근, Visual Display, 기문당, 서울, 2007

12. 건축세계 2003년 8월호, 디자인네트 2009년 4월호, 조명과 인테

리어, 2009년 3월호

13. www.Inter Brand.co.kr

14. 신광순, 브랜드 아이덴티티 확립을 위한 국내 패션브랜드 플래

그쉽 스토어 공간환경디자인 지침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

인학회논문집 제12권, 2010.6

15. 장규순, 패션전문점의 비쥬얼 머천다이징전략에 관한 연구 : 멀

티브랜드 매장을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1호,

1999.12

16. 김연아, 백화점의 통합적 마케팅커뮤니케이션을 위한 VMD전

략 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7호, 1998.12

17. 한세민, 효과적인 VMD(Visul merchandising)를 위한 실내공간

및 상품연출계획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논문, 2002

18. 이현진, VMD 프로세스를 적용한 쇼핑 몰 실내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논문, 1998

19. 신영하,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활용한 백화점 VMD에 관한 연

구, 홍익대학교 석사논문, 2004

20. 장미화, 백화점 여성의류 VMD가 매출에 끼치는 영향, 단국대

학교 석사논문, 2009

21. 정은주, SPA 브랜드 매장의 VMD 요소 현황과 사용자 평가,

상명대학교 석사논문, 2011

22. 안건숙, 지역별소비자특성에 따른 패션전문점의 VMD에 관한

비교연구,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2000

23. 장영숙, VMD를 적용한 백화점 여성의류매장 디스플레이 계획

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논문, 1987

24. 한송희, 비쥬얼 머쳔다이징에 의한 백화점 환경디자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89

[논문접수 : 2013. 01. 31]

[1차 심사 : 2013. 02. 20]

[2차 심사 : 2013. 03. 19]

[게재확정 : 2013. 04.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