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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increased quality of life, the meaning of houses is shifting from a functional space for the simple

purpose of residing to a symbolic space representing life as personality. Starting with the advancement of IKEA

into Korea last year, global brands are about to enter into Korea. As Korean brands are not certain about how

to set their direction in the situation where global brands have rushed into the market, it was thought that a key

to solve the problem could be found from the cases of the lifestyle stores of Japan, which is moving one step

ahead of Korea. Considering the circumstances, the author limited the subjects of this study to the lifestyle stores

that have already established their brand identity and have prominent expressional characteristics of interior design

in Japan. Research and analysis were conducted through site inspection and books. As a study method, literature

and previous research were reviewed to find the program characteristics of interactivity and participation,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accessibility and the expressional characteristics of symbolism, scene continuity and

function complexity, as the basis for an analysi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Japanese lifestyle stores

are appealing to consumers as the spaces with their own differentiated space composition and various programs,

by establishing their unique concepts and explicit brand identity. It is expected that such expressional

characteristics of interior design will be of help in defining the direction of interior design of Korean lifestyle stor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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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이 3만 달러에 접어들고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소비패턴의 변화가 생겼다. 입고

먹는 것에서 어느 정도 풍요로운 삶을 경험했던 소비자

들은 이에서 더 나아가 가구와 생활용품으로 집을 꾸미

는 것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최근 급증하는 1∼2인

가구인 학생, 직장인, 신혼부부 등은 내 집보다는 전·월

세 비중이 높은 구조이다 보니 생활용품으로 집 꾸미기

를 선호하는 추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가구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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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는 약 10조 원, 생활용품 시장규모는 약 2조 원 수

준으로, 전체 시장규모는 약 12조 원으로 추산되며 향후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한국의 라이

프스타일에 대한 관심과 욕구에 대한 정보가 국제적으로

도 알려지면서 지난해 이케아, 니코 앤드, H&M 홈,

ZARA 홈 등의 국내 진출 이후 글로벌 브랜드들이 잇따

라 진출할 예정이다. 글로벌 브랜드에 맞서는 국내 업계

의 대응은 매장 규모 대형화, 중저가 가구 확대, 생활용

품 브랜드 론칭 등 브랜드의 뚜렷한 방향성 없이 보여주

기나 모방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유통환경이 비슷하면서 한 단계

더 발전된 일본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스토어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일본 라이프스타일 스토어는 의식주 관

련 제품은 물론, 한발 더 나아가 의식주휴미락 관련 제

품까지 확장하였다. 스토어는 가구와 생활용품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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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패션, 카페 그리고 그린·플라워, 서점 등의 차별화된

+⍺구성과 전시회, 토크 이벤트, 워크숍 등의 다양한 프

로그램을 구성한 복합문화 공간부터 셀렉트숍까지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오가닉, 디자인, 슬로우 라이프,

에시컬 등의 공통된 키워드가 존재하지만, 각 브랜드가

일관된 브랜드 아이덴티티 확립하여 그 이미지를 완성하

면서 국내보다 한발 앞선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글로벌 브랜드들이 국내에 진출하는 상황에서 우

리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한 일본 라이프스타일 스토어 사

례의 실내디자인 표현 특성 분석을 통하여 문제 해결의

열쇠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라이프스타일

스토어의 이론을 고찰,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한 표현 특성을

분석 틀로 하여 일본 라이프스타일 스토어의 사례를 대상으

로 실내디자인 표현 특성을 분석, 종합하여 향후 국내의 라이

프스타일 스토어를 계획함에 있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일본에서 확실하게 브랜드 아이덴티

티를 확립하면서 실내디자인 표현 특성이 확실하게 나타

난 라이프스타일 스토어 중 2010년 이후 오픈한 사례를

대상으로 한정한다.

연구의 방법은 참고 문헌과 서적에 의한 이론에 대한

연구와 함께 일본 현지답사를 통하여 분석을 진행하였

다.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이루어지며, 제1장에서는 연구

의 배경과 목적, 범위 및 방법에 대하여 서술한다. 제2장

에서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이해와 중요성에 대하여 알

아보고,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모델에 관한 대표적 이론

들을 비교·검토하여,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성요소의 종합

비교에 대해 고찰한다. 제3장에서는 라이프스타일 스토

어의 정의와 등장 배경에 대하여 알아보고, 국내와 일본

라이프스타일 스토어의 현황을 파악, 일본 라이프스타일

스토어의 구성요소 및 공간구성을 바탕으로 선행연구를

통해 라이프스타일 스토어의 실내디자인 표현 특성을 도

출한다. 제4장에서는 앞서 도출한 실내디자인 표현 특성

을 분석 틀로 하여 2010년 이후 오픈한 일본 라이프스타

일 스토어의 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사

례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결론을 내린다.

2.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이론적 고찰

2.1.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이해와 중요성

브랜드 컨설팅 전문가 월터 랜더(Walter Landor)는 제

품은 공장에서 만들지만, 브랜드는 소비자의 마음속에서

만들어진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기업이 목표 고객의 마음속에 심어주기를 원하는 바람직

한 연상들로 정의한다. 소비자들의 욕구 충족 기준이 심

리적인 차별화에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이상적인 브랜드

를 연상시켜 궁극적으로 자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하

고 선호도를 높이는 것이 그 목적이다.1)

장 노엘 캐퍼러(Jean Noel Kapferer)는 브랜드 아이덴

티티와 브랜드 이미지의 차이를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설명, 발신자인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목적은 브랜드의

의미, 목표, 자신의 이미지를 구체화해 브랜드 네임, 시

각적 심벌, 제품, 광고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수신자인 브랜드 이미지는 브

랜드에 의해 축적된 제품, 서비스, 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나오는 메시지의 함축된 의미, 전달된 신호를 해석한 결

과이나 경쟁과 잡음의 이질적인 요인으로 인해 정확히

전달하기 어렵다.2) 기업은 목표 고객에게 전달할 경쟁사

와 뚜렷이 구별되는 브랜드 연상 이미지를 정립, 소비자

가 쉽고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구체화한다.

오늘날 시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제품은 비슷한 품질과

가격으로 경쟁, 모든 소비재가 기업들의 대량 생산과 유

통체제가 확립되면서 제품 자체의 차별화는 한계점에 이

르게 되었다. 경쟁하는 제품을 기업과 연결하는 수단으

로 대두한 것이 브랜드로 기업은 소비자에게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브랜드로 인식되기를 바라며, 강한 브랜

드는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기업을 확실하게 인식시키

는 효율적인 수단이 된다. 따라서 기업은 통일된 시각

이미지 역할을 재확인하고, 일관성 있는 경영전략으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계획·추진해야 한다.

2.2. 브랜드 아이덴티티 모델

브랜드 아이덴티티 모델에 관한 대표적 이론들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케빈 레인 켈러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선택 모델

케빈 레인 켈러(Kevin Lane Keller)는 기억 가능성,

의미 전달성, 호감도, 전이 가능성, 적용 가능성, 법적 보

호성이라는 여섯 가지 기준에 따라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브랜드 구성 요소의 총체적 집합이 브랜드 아이덴티티라

고 하면서, 그중에서도 브랜드 네임, 로고, 심벌, 캐릭터,

슬로건, 징글, 패키지 등을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가장 중

요한 구성 요소라고 하였다. 브랜드 구성 요소들은 브랜

드 인지도를 강화하는 동시에 강력하고, 호의적이며, 독

특한 브랜드 연상이 쉬운 것이어야 한다.

(2) 데이비드 아커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시스템

데이비드 아커(David A. Aaker)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를 제품, 조직, 사람, 상징이라는 네 가지 관점을 중심으

1) 손일권, 브랜드 아이덴티티, 경영정신, 2003, pp.192-193

2) 윤경구 외, 뉴 패러다임 브랜드 매니지먼트, 김앤김북스, 2009, p.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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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구성요소

데이비드

아커

제품(제품의 범위, 제품특성, 품질/가격, 사용경험, 사용자, 원산지)

조직(조직의 특성, 지역 대 세계)

사람(개성, 브랜드와 소비자 관계)

상징(시각적 상징물, 은유, 브랜드의 전통)

케빈 레인

켈러
브랜드 네임, 로고, 캐릭터, 슬로건, 징글, 패키지

장 노엘

캐퍼러
물리적 특성, 개성, 관계, 문화, 사용자 이미지, 자아 이미지

<표 1>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구성요소

의미 요소 표현 요소

브랜드 비전 제품 특성

사용자 이미지 시각적 요소

관 계 개 성

<표 2>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성요소의 종합 비교

로 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시스템을 주장하였다. 다양한

관점의 목표는 전략가들이 아이덴티티를 명확하고 풍부

하게 하며 차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성 요소와 형태를 고려하기 위함이다.3)

(3) 장 노엘 캐퍼러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프리즘

장 노엘 캐퍼러는 제품이 흔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전

통적인 판매 제안으로 충분하였지만, 오늘날 브랜드 전

쟁의 시대에서 강한 브랜드로 남기 위해서는 브랜드의

내구성, 일관성, 현실성이라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개념

을 형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브랜드는 커뮤니케이션

을 하는 경우에만 존재한다고 강조하며 브랜드 아이덴티

티 구성 요소를 물리적 특성, 개성, 관계, 문화, 사용자

이미지, 자아 이미지 등 여섯 가지로 세분화하였다.4) 브

랜드 아이덴티티 프리즘은 육각형으로 서로 연계되어 있

고 하나의 잘 구성된 독립체를 형성하며, 마치 서로 마

주 보는 것처럼 상호 투영하고 있다.

2.3.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성요소의 종합 비교

브랜드 아이덴티티 모델의 대표적 이론들은 개념적 틀

이 일치하지 않으나 이론들을 종합 비교하면, 브랜드 아

이덴티티 구성 요소는 브랜드와 제품·서비스 간 관계성

과 기업이 브랜드 전략을 가시화하는 공통점을 가진다.

3) 이상민, 데이비드 아커의 브랜드 경영, 비즈니스북스, 2003, p.126

4) 손일권, op. cit., p.194

첫째, 브랜드가 소비되기 원하는 목표 고객에게 사용

자 이미지를 형성해야 한다. 브랜드에 대해 소비자들이

형성하는 자아 이미지는 다르지만, 브랜드의 목표 고객

에 대해 구체적인 사용자 이미지를 구축한다면 이 둘의

차이는 좁혀지게 된다.

둘째, 소비자들과의 구체적인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

브랜드와 소비자 간의 관계가 브랜드 아이덴티티에서 무

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소비자들의 브랜드 충성도를 구축

하는 토양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셋째, 제품 자체의 특성은 소비자들을 이해하면서 그

들의 욕구를 존중한다는 의미를 가지므로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된다. 특히 디자인은 시각적 매력을 창출하여 제

품에 가치를 부가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

넷째, 시각적 요소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중요한 구

성 요소로 브랜드와 관련된 연상들을 유발하게 하고, 브

랜드의 특정 이미지를 형성한다. 또한,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영향을 미치는 인테리어, 디스플레이 등도 브

랜드에 대한 연상을 유발한다.

다섯째, 경쟁 브랜드들과 차별화되는 개성은 브랜드가

연상시키는 모든 요소가 결합하여 나타나는 특징으로 소

비자의 가치와 의식을 반영하는 수단이 된다.

마지막으로, 미래에 달성하고자 하는 자신의 모습인

비전을 설정하는 것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명확한 비전은 브랜드가

미래에 지향해야 할 목표의 나침반 역할을 할 뿐만 아니

라 이를 달성하는 구체적 방법인 미션의 원천이 된다.

이처럼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의미 요소와 표현 요소로

구분한다. 의미 요소는 브랜드 비전, 사용자 이미지, 관

계로 구성하고, 표현 요소는 제품 특성, 시각적 요소, 개

성으로 구성한다. 따라서 강력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한다는 것은 브랜드의 의미 요소와 표현 요소 간의

연계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5)

수신자의 상

외

면

화

내

면

화

발신자의 상

물리적 특성 개성

문화관계

사용자 이미지 자아 이미지

<그림 2> 브랜드 아이덴티티 프리즘

제품으로서의

브랜드

1. 제품의 범위

2. 제품의 특성

3. 품질/가격

4. 사용 경험

5. 사용자

6. 원산지

조직으로서의

브랜드

7. 조직의 특성

8. 지역 대 세계

사람으로서의

브랜드

9. 개성

10. 브랜드와

소비자 관계

상징으로서의

브랜드

11. 시각적 상징물

과 은유

12. 브랜드의 전통

확장

핵심

브랜드 아이덴티티 시스템

브랜드 - 소비자 관계

가치 제안

·기능적 편익 ·정서적 편익 ·자아 표현적 편익

신뢰성

· 다른 브랜드를 지원

<그림 1> 브랜드 아이덴티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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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라이프스타일 스토어의 실내디자인 표현

특성

3.1. 라이프스타일 스토어의 정의와 등장 배경

(1) 라이프스타일 스토어의 정의

라이프스타일 스토어는 일반적으로 패션, 가구, 생활

용품 등의 다양한 제품으로 구성한다. 여러 제품과 브랜

드가 하나의 스토어를 이루는 경우가 많아 스토어의 명

확하고 통일된 이미지와 목표 고객 설정이 중요하게 영

향을 미친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진

정한 의미의 라이프스타일 스토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목표 고객을 명확히 설정하고 소비자의 구체적

인 삶, 라이프스타일을 하나의 장면으로 표현해야 한다.

둘째, 브랜드를 구성하는 제품, 스토어, 직원, 마케팅

등 모든 요소에 소비자 취향을 일관되게 통일해야 한다.

셋째, 단순한 제품 판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재방문

을 끌어낼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요구된다.6)

따라서 라이프스타일 스토어는 의식주 전반의 생활용

품을 취급하는 공간으로 삶의 방식, 즉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영감을 주는 스토어라고 정의한다.

(2) 라이프스타일 스토어의 등장 배경

라이프스타일 스토어 등장 배경에는 사회, 경제, 문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 작용한다. 그 원인으로 생활

수준 향상과 소비패턴 변화, 1인 가구 증가와 주거문화

변화 그리고 가족의 중요성과 가치 등 다양한 원인을 배

경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발전하고 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이 3만 달러에 접어들고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소비패턴의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고 삶이

다양해지면서 과시 소비에서 가치소비 성향으로 변화하

고 있다. 통계청 인구 주택조사에 따르면 1∼2인 가구가

가파르게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1인 가구 비중은 전체

가구의 26.5%에 달해 4가구 중 1가구는 1인 가구로 지

속해서 증가할 전망으로 1인 가구 수 증가→전체 가구

수 확대→생활용품 시장 성장이라는 패러다임이 형성된

다.7) 또, 다가구 주택이나 아파트를 중심으로 빠르게 진

행되고 있는 ‘월세 시대’라는 한국의 주거문화까지 가세

하고 있다. 통신과 기술의 발달은 삶의 속도를 바꾸어

놓았고 예고 없이 일어나는 사건·사고를 겪으며, 가족과

함께하는 삶이나 자연과 교감하는 삶을 찾기 시작했다.

빠르게만 돌아가는 디지털 시대 속에서 잊혀가는 일상의

여유와 소소한 행복을 찾는 일이 최고의 가치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라이프스타일 스토

5) Ibid., pp.206-210

6) 패션비즈, http://www.fashionbiz.co.kr

7) 비바100, http://www.viva100.com

어를 미래의 시장으로 보고 확장하고 있다. 이미 일본과

유럽, 미국의 글로벌 브랜드가 잇따라 국내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장규모는 더 다양화되고

커질 전망이다.

3.2. 국내와 일본 라이프스타일 스토어의 현황

(1) 국내 라이프스타일 스토어의 현황

국내 라이프스타일 스토어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 재래시장의 생활용품과 가구 중심의 단일 브랜드

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라이프스타일 스토어의 본격적

인 등장은 1990년대 중반, 인테리어 콘셉트가 유행하면

서 집 안을 장식할 소품의 중요성이 대두하였다. 2000년

대에는 대형마트와 아울렛 중심의 생활용품 브랜드가 생

겨나고, 일본의 대표적인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무인양품

과 프랑프랑이 국내 진출을 하였다. 이후 디자인을 강조

한 수입 편집숍이나 가구업체의 플래그십 스토어 등은

여러 형태로 진화하였다.

지난해 스웨덴의 이케아와 H&M 홈, 일본의 니코 앤

드, 스페인의 ZARA 홈 등 글로벌 브랜드의 국내 진출은

국내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기업은 미래 생

존 전략으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양성하고, 대형 유

통사는 넓은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차별화된 제품 구성을

모색 중이다. 가구업계의 대응책은 매장 규모의 대형화,

중저가 가구 확대, 그리고 생활용품 브랜드 론칭 등 브

랜드의 뚜렷한 방향성 없이 보여주기나 모방하기에 급급

한 실정이다. 이런 환경에서 무엇보다 브랜드 아이덴티

티 확립과 다양한 방식으로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할 수

있는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2) 일본 라이프스타일 스토어의 현황

일본 라이프스타일 스토어는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

지는 백화점과 전문점에서 그 역할을 하였고, 1980년대

부터 생활용품점과 패션숍으로부터 발전하기 시작하였

다. 1983년 무인양품은 의식주 전반에 걸쳐 라이프스타

일을 제안하는 1호점을 열어 단품에서 생활미학의 전개

로 생활용품의 브랜드화가 시작되었다.8) 생활용품은 전

문점, 할인점, 홈쇼핑, 온라인 등 유통채널이 다양화되면

서 성숙기에 돌입하였다. 즉, 토탈 라이프스타일 스토어

는 일상화가 되었다. 일본에서 라이프스타일 스토어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은 1980년대 후반 디자이너브랜드와 캐

릭터브랜드의 번성이 시들해진 패션업계로부터였다. 소

비자들이 해외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일본의 패

션과 해외 문화의 트렌드를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스토

어를 시작한 것이다. 패션뿐만 아니라 가구, 인테리어 소

품, 카페 등을 함께 구성하여 라이프스타일 스토어 체제

로 변화했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 중후반까지 라

8) 良品計画, MUJI 無印良品, DNP art, 2010,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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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프스타일 스토어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으

며,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였다.

2000년 이데는 단독주택에서 패션, 카페, 잡화를 복합한

라이프스타일 스토어를 운영하고, 이데를 필두로 악투스 등

은 스타일북을 발행하여 브랜드 가치관을 전달하였다.9) 이

러한 흐름에 이케아가 진출했지만, DIY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를 설득하지 못하고 1986년 철수하여, 2002년

재진출하였다. 이후 약 10여 년이 흘러 더욱더 다양화되었

다. 2009년 론칭한 론 허먼은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시

작되었지만, 현재는 일본 내에 점포 수가 더 많다. 성인을

목표 고객으로 패션과 카페, 생활용품을 결합한 라이프스타

일 스토어의 표본이 되었다. 2012년 시보네는 10주년을 맞

이해 투데이즈 스페셜을 론칭하였다. 이 스토어의 특징은

정기적으로 전시회 및 토크 이벤트, 워크숍 등의 다양한 프

로그램을 개최하여 진정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한다.

의식주의 모든 요소를 만족하게 하는 복합문화공간이

차례로 개점하면서 라이프스타일 스토어는 일반적으로

널리 인지되기에 이르렀다.

3.3. 일본 라이프스타일 스토어의 구성요소

일본의 대표 라이프스타일 스토어인 무인양품, 프랑프

랑, 악투스에서 공통된 구성 요소를 찾아볼 수 있었다.

라이프스타일 스토어는 브랜드의 콘셉트와 목표 고객 설

정이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작용하며, 목표 고객으로 설

정된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추어 광고, 커뮤니케

이션, 제품, 공간,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하였다.

9) 商店建築, 왜 지금, 라이프스타일 제안형 스토어인가, 商店建築社,

2013년 9월호, p.98

(1) 광고

일본 라이프스타일 스토어는 O2O(온라인 투 오프라

인) 전략에서도 성공을 거두고 있다. 자사 커뮤니티를 만

들어 소비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여 정보교

류를 제공한다. 카탈로그를 제작하여 제품 상세정보 및

제품 활용법을 전달하고, 라이프스타일 잡지를 통해 브

랜드 가치관을 구체화한다.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은

경쟁 브랜드와의 차별화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2) 커뮤니케이션

브랜드는 공간에서 라이프스타일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안하여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구축하고 있다. 공

간에서 소비자는 브랜드가 제안하는 제품과 라이프스타

일을 경험하면서 브랜드와 상호작용을 하고, 관심이 있

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정서적

인 유대는 매우 굳건하고 지속성이 강하다.

(3) 제품

브랜드의 명확한 콘셉트와 가치관을 보여주는 제품은

브랜드 미래의 목표이며 상징이다. 아티스트와의 콜라보

레이션을 통해 새롭게 탄생하는 제품은 마케팅 전략만이

아니라, 신진 아티스트를 후원하고 실용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의 콜라보레이션을 전개하고 있다.

(4) 공간

소비자에게 물건이 아닌 브랜드가 제공하는 의식주 라

이프스타일을 공간에서 제안한다. 시즌과 테마를 중심으

로 스토리가 있는 공간은 소비자들의 오감을 자극하고

공감대 형성과 경험에 가치를 부여한다. 라이프스타일의

한 장면을 연출하여 제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구매욕

을 자극하고, 제품은 카테고리별 진열하여 접근성을 높

인다. 그리고 의식주 이외 +⍺의 차별화된 공간 구성과

디자인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완성하고 있다.

(5) 프로그램

개성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을 겨냥해 경계와 영역을 허

무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

다. 복합문화공간으로 확장하면서 전시회 및 토크 이벤

트,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경험과 즐거움을 제공

하는 것이 특징이다.10) 프로그램은 도시의 커뮤니티 공

간으로 지역 활성화와 소비자의 선택과 참여를 끌어내고

있다.

일본의 라이프스타일 스토어는 브랜드마다 전략은 다

르지만 공통된 구성 요소를 가지며 프로그램 요소와 공

간 요소로 구분한다. 프로그램 요소는 광고, 커뮤니케이

션으로 구성하고, 공간 요소는 제품, 공간, 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 따라서 제2장과 제3장에서 도출한 구성요소는

소비자, 제품, 공간을 중심으로 브랜드 전략의 공통점을

10) 纖維月報, 콘셉트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시대로, 纖維会社, 2014년

10월호, pp.2-4

무인양품

프랑프랑

악투스

TV CM, Cafe&Meal MUJI 레시피 북 및

MUJI 북 발행, SNS·블로그, 어플리케이션

의식주 라이프스타일 제안, 소비자와의 커

뮤니케이션을 강화한 프로그램 개최

콜라보레이션 제품, 고객 맞춤형 제품제작

cafe&meal MUJI, MUJI BOOKS

다양한 전시 및 토크 이벤트, 체험 워크숍

TV CM, MAISHA 잡지 발행, SNS·블로그

의식주 라이프스타일 및 프로그램 제안

콜라보레이션 제품, 고객 맞춤형 제품제작

MUG cafe, Francfranc Hotel and Resort

콜라보레이션 제품 전시 및 토크 이벤트

스타일북 및 123명의 집 발행, SNS·블로그

의식주 라이프스타일 및 고객 참여형 프로

그램 제안

콜라보레이션 제품, 고객 맞춤형 제품제작

Soholm Cafe, Slow House

콜라보레이션 제품 전시 및 토크 이벤트,

아이와 함께하는 체험 워크숍

광 고

프로그램

커뮤니케이션

제 품

공 간

<그림 3> 일본 라이프스타일 스토어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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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무인양품, 2015, 일본 도쿄 시부야점

가진다.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성요소와 일본 라이프스타

일 스토어 구성요소의 연계성은 다음과 같다.

3.4. 일본 라이프스타일 스토어의 공간구성

일본 라이프스타일 스토어를 이루는 공간은 크게 의식

주, +⍺ 그리고 프로그램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의는 패

션과 잡화, 식은 카페 또는 식품, 주는 가구와 생활용품

으로 구성하고, +⍺는 그린·플라워숍, 책·음반 등의 브랜

드마다 차별화된 공간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취미, 여가

생활, 문화 등을 아우르는 전시회 및 토크 이벤트, 워크

숍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춘 공간으로 구성한다.

많은 제품을 진열하기보다는 브랜드의 가치와 이미지를 느

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이를 통해 소비자는 자연스럽게

라이프스타일을 접하고 다양한 문화와 감성을 경험한다.

3.5. 라이프스타일 스토어의 실내디자인 표현특성

국내 라이프스타일 스토어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으로, 브랜드 아이덴티티 확립과 라이프스타일 스토어

와 관련된 이소영, 박사휴(2009)11), 김은영(2013)12), 유석환

(2014)13)의 선행논문을 분석, 표현 특성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과 공간의 관점을 중심으로 각

각의 속성을 대표하거나 포괄할 수 있는 표현 특성으로

통합하여 재구성하였다. 도출된 표현 특성은 프로그램

특성인 상호작용성과 참여성, 공간 특성인 접근성, 상징

성, 장면의 연속성, 기능 복합성이다.

11) 이소영, 박사휴, 브랜드 확립을 위한 상점공간 디자인 분석연구, 한

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8권 5호, 2009.10, pp.158-162

12) 김은영,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의한 브랜드 스토어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2013, pp.40-44

13) 유석환,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위한 리테일샵 디자인 개발,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제9권 3호, 2014.10, pp.82-84

(1) 상호작용성

스토어에서 프로그램의 상호작용성은 일반적인 매장과

달리 제품 및 공간과 소비자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하

여 모델하우스같이 연출된 공간에서 의식주 라이프스타일

을 장면으로 연출, 소비자가 실제 주거공간에서 제품을

사용하는 것 같은 상호작용적인 교감은 브랜드와의 공감

대를 형성, 특별한 경험으로 상호작용을 느끼게 된다.

무인양품 시부야점<그림 7>의 가구 코너는 매트리스

에 직접 앉아 보거나 누워 볼 수 있도록 안내문과 비닐

시트를 제공하고, 키친 코너는 집의 주방으로 연출하여

키친 용품이나 식기 등을 직접 사용해 볼 수 있도록 유

도하였다. MUJI YOURSELF에서는 옷이나 가방 같은

제품에 자수를 새기고, 노트나 포장지에 스탬프를 찍어

‘세상에서 하나뿐인 나만의 제품’으로 완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상호작용성을 유발한다.

(2) 참여성

스토어에서 프로그램의 참여성은 브랜드 가치관을 중

심으로 전시회, 토크 이벤트, 워크숍 등의 다양한 프로그

램을 개최하여 소비자의 참여를 유도, 브랜드 이미지를

광 고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요소

제 품

공 간

프로그램

공간 요소

라이프스타일 스토어

구성요소

브랜드 비전

사용자 이미지

관 계

의미 요소

제품 특성

시각적 요소

개 성

표현 요소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성요소

<그림 4> 구성요소의 연계성

의 - 패션, 잡화

식 - 카페, 식품

주 - 가구, 생활용품

의식주

그린·플라워숍

책·음반

문구

헬스·뷰티

+⍺
전시회

워크숍

토크 이벤트

팝업 스토어

프로그램

+ +

<그림 5> 일본 라이프스타일 스토어의 공간구성

이소영

박사휴

(2009)

김은영

(2013)

유석환

(2014)

브랜드와의 관계를 만드는 공간

전면을 투명하게 하여 시선유도

시각적인 상징과 심벌 적용

자유로운 형태와 공간배치로 동선유도

체험, 정보, 서비스, 휴게, 구매 공간

소비자와 브랜드의 교감

흥미유발, 참여 기회 제공

브랜드 이미지 연상

공간의 형태적 요소와 브랜드의 연관성

전시, 휴식, 오락적 요소

제품 탐색, 정보 교류

다양한 참여 기회 제공

자유로운 환경에서 제품 탐색 유도

상황별, 주제별 공간 구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전시 공간 활용

상호작용성

참여성

접근성

상징성

장면의 연속성

기능 복합성

프로그램

공 간

<그림 6> 라이프스타일 스토어의 실내디자인 표현 특성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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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라 카구, 2014, 일본 도쿄

<그림 10> 시보네, 2014, 일본 도쿄

<그림 8> 라 카구,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

<그림 9> 테노하, 2014, 일본 도쿄

<그림 12> 디앤디파트먼트, 2014, 일본 도쿄

함축성 있게 전달한다. 꽃 만들기나 테이블 만들기 등의

워크숍 프로그램으로 감각을 자극하여 직접 참여를 유발

하기도 하고, 전시회에서 작가와의 토크 이벤트 같은 참

여성을 유발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고차원적인 경험을 제

공하기도 한다.

라 카구<그림 8>는 제품 카테고리별 큐레이터를 배치

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카페에서는 로컬 푸

드 마켓을 열거나, 전문가를 초대해 함께 꽃 만들기도

하고, BOOK과 SOKO라는 공간에서는 다양한 전시 및

작가를 초대한 토크 이벤트와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은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성을

통하여 브랜드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끌어낸다.

(3) 접근성

접근성은 스토어에 접근을 원활하게 하는 소비자의 특

성과 형태를 고려한 움직임이나 연계된 행동, 개방적 공

간과 방향성 등을 포함한다. 건축물 입구 등 일부를 투

명한 개방적 공간으로 디자인, 소비자가 시각적으로 공

간을 인지하여 접근, 공간을 경험하게 하여 구매 목적이

없더라도 다양한 제품 및 공간을 접하게 한다. 이것은

시각적·심리적 안정감을 주어 자연스럽게 스토어로 유도,

접근성을 높인다. 따라서 접근성은 개방적 공간에서의

시선 확보와 동선의 연결을 통해 소비자를 제품 및 공간

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특성이다. 외부의 전

면 창, 층간의 보이드 공간, 공간 조닝, 길 찾기 같은 동

선 등을 포함한다.

테노하<그림 9>는 접근을 향상하기 위해 두 개의 출

입구의 배치와 외부의 큰 창으로 내외부를 연결한 열린

공간으로 접근성을 높였다.

(4) 상징성

상징성은 브랜드의 역사와 문화, 목표를 연상시켜 제

품과 공간의 가치를 더욱 높여준다. 상징성은 시각적 요

소와 공간구성 요소로 표현할 수 있다. 시각적 요소는

로고와 심벌, 색상, 형태, 그리고 패턴과 재질 등이 있으

며, 공간구성 요소는 바닥, 벽, 천장, 그리고 조명, 집기,

디스플레이 등을 포함한다.

시보네<그림 10>의 로고는 알파벳의 윤곽선을 강조한 디

자인으로 일본의 미의식을 근원으로 한 시보네를 상징한다.

라 카구<그림 11>는 1965년에 지어진 책 창고로 2014

년에 쿠마 켄고(Kuma Kengo)에 의해 재탄생하였다. ‘가

치의 재발견’이라는 콘셉트로 과거 창고의 모습을 남긴

건축의 내외부에 바닥, 천장, 기둥 등의 구조를 유지하여

가치의 재발견을 공간에 표현하는 동시에 브랜드의 상징

성을 표현한다.

디앤디파트먼트<그림 12>는 넘쳐나는 제품 중에 양질

의 제품을 발견하고 소비자에게 가치를 전달한다. 공간

에서 제품과 더불어 브랜드를 표현하는 단순한 형태의

철제 집기는 프로그램에 따라 변화하지만, 리사이클과

롱 라이프 디자인을 지향하는 브랜드의 철학을 유지하여

브랜드의 상징성을 표현한다.

(5) 장면의 연속성

장면의 연속성이란 하나의 현상 다음에 또 다른 현상

이 잇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스토어의 변화 있는 구성으

로 이동하는 소비자의 움직임에 따라 다양한 장면의 연

속성이 나타난다. 이는 소비자에게 호기심을 유발, 자연

스럽게 의도된 공간으로 동선을 유도하여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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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악투스, 2015, 일본 미야기현

<그림 14> 테노하, 2014, 일본 도쿄

구분 표현특성 분석 기준

프로그램

상호작용성

1. 의식주 라이프스타일의 연출된 공간에서 브랜드

와의 공감대 형성

2. 브랜드만의 특별한 공간에서 경험 제공

참여성

3. 다양한 프로그램 개최로 브랜드 가치관 및 이미

지 전달

(전시회, 토크 이벤트, 워크숍, 팝업스토어 등)

4. 브랜드의 목표 고객을 중심으로 체험이나 참여

프로그램 운영

공 간

접근성

5. 개방적 공간에 의한 접근의 활성화, 시선 확보와

동선 유도

6. 의식주 제품 구성에 따른 공간 조닝

상징성

7. 브랜드의 역사, 문화, 목표의 상징적 연상

8. 브랜드의 시각적 요소와 공간구성 요소 반영

9. 공간의 아이덴티티 표현

장면의

연속성

10. 의(패션, 잡화), 식(카페, 식품), 주(가구, 생활용품)

공간구성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장면의 연출, 계획

11. 카테고리별 제품 진열

기능 복합성

12. 의식주, +⍺의 공간구성에 따라 기능의 중첩

13.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의 복합적 활용

(별도의 공간 유·무)

<표 4> 실내디자인 표현 특성의 분석 기준

No. 전개 회사 오픈년도 브랜드

1 사자비 리그 2011년 론 허먼(Ron Herman)

2 악투스 2012년 악투스(Actus)

3 발스 2012년 라운지 바이 프랑프랑(Lounge by Francfranc)

4 웰컴 2014년 시보네(Cibone)

5 양품계획 2015년 무인양품(MUJI)

<표 3> 사례 분석 대상 목록

악투스 센다이점<그림 13>은 ‘숲의 리듬’이라는 콘셉

트로 의식주와 그린 등 4개의 공간 성격에 따라 바닥의

고저차에 변화를 주면서 바닥재를 다르게 사용, 공간과

동선을 구분하였다. 소비자의 움직임에 따라 공간의 변

화와 집기의 높낮이에 의한 리듬감으로 장면의 연속성을

표현한다.

(6) 기능 복합성

기능 복합성은 단순한 판매 공간이 아닌 의식주, +⍺ 
그리고 프로그램의 영역과 기능의 확장으로 공간 구성에

따라 다른 영역과 기능을 중첩한 공간의 가변으로 다목

적성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복합문화공간은

여가 및 커뮤니티 공간, 휴식 공간, 문화 공간 등의 공간

성격에 따라 변화되는 가변적인 특성을 가진다. 차별화

된 공간 구성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춘 공간은 고정된

공간이 아닌 유연한 공간에 의한 소비자와의 상호작용성

으로 명확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전달한다.

테노하<그림 14>는 도심 속 여유로운 삶을 테마로 라

이프스타일 스토어, 카페, 레스토랑, 실험실 등으로 공간

을 구성하였다. 푸른 녹음이 우러러진 정원과 &스타일

스토어는 월별·계절별 전시 및 이벤트 등 프로그램에 따

라 가변적으로 유연하게 공간을 활용하여 기능 복합성을

나타낸다.

3.6. 소결

앞에서 도출한 라이프스타일 스토어의 실내디자인 표

현 특성은 프로그램과 공간 특성으로 구분한다.

프로그램 특성은 체험이나 참여 등을 통한 상호작용에

의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구현하는 것으로 공간을 비

롯한 다양한 마케팅 전략에서 차별화된 감동을 전달하여

라이프스타일 스토어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간 특성은 브랜드만의 공간구성을 통해 다른 브랜드

와의 차별화를 부여하고 소비자의 행위를 유발하는 장치

로 공간에서 파생된 다양한 행위를 포괄할 수 있는 물리

적 요소를 표현한다. 이는 브랜드가 가진 지속적이고 광

범위한 효과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 마케팅 수단이다.

4. 일본 라이프스타일 스토어의 사례분석

4.1. 사례 선정 기준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사례 선정 기준은 일본의 라이프스타일 스

토어 중 차별화된 라이프스타일을 제안, 실내디자인 표

현 특성이 확실하게 나타난 라이프스타일 스토어 중

2010년 이후 오픈한 사례를 대상으로 한정한다.

분석방법은 국내와 일본에서 발간된 인테리어 및 라이

프스타일 전문지, 브랜드 웹 사이트, 참고문헌, 그리고

일본 현지답사를 통하여 도출한 라이프스타일 스토어의

실내디자인 표현 특성의 분석 기준을 토대로 분석한다.

4.2. 사례분석

선정된 사례는 분석 표현특성에 따라 연관성 높음(●),

연관성 보통(◐), 연관성 낮음(O)을 기준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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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론 허먼(Ron Herman)

위 치 도쿄도 시부야구 센다가야 2가 11-1 1층

년도/면적 2011년 6월 / 987㎡(300평)

공간구성

의 : 패션·잡화 / 식 : 카페 / 주 : 가구·생활용품

+⍺: Ron Herman(룸웨어), RH Cafe(카페), CAFE LEGS(카페),

RH California(가구·생활용품), Soaptopia(바디케어),

R(캘리포니아 문화와 스타일을 제안하는 스토어),

쥬얼리, 뷰티, 문구, 그린

프로그램 : 별도의 공간 없음(복도, RH Cafe 활용)

개 요

론 허먼은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탄생한 셀렉트숍으로 2009년

사자비 리그에서 론칭하였다. 캘리포니아 스타일 라이프라는 콘셉

트로 해변의 비치 하우스를 연상시키는 바다, 바닷 바람, 휴식과

같은 여유로운 시간을 상징하는 라이프스타일의 연출로 제안한다.

평면도

라이프스타일 스토어의 실내디자인 표현특성

프

로

그

램

상호

작용성

론 허먼의 제품은 캘리포니아의 브랜드가 중

심을 이루고 있다. 서프보드나 스케이트보드

등의 아이템과 편안한 느낌의 의류는 캘리포

니아의 해변 문화를 느끼게 하는 것 같은 연

출로 소비자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제품과 공

간에 대한 상호작용성을 유발한다.◐

참여성

론 허먼의 중심 고객층은 30∼40대 여성으로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작은 음악회, 사진

과 그림 전시회, 그리고 아이와 함께 그림책

만들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편안한 공간에서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한 체험과 참여는 브랜

드 이미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소비자의 참

여성을 유발한다.
◐

공

간

접근성

카페에서 중앙 복도를 지나 안쪽으로 진입하

면 개방적인 공간에 홈·리빙 공간을 중심으로

벽면에 있는 뷰티, 룸웨어, 바디케어 등의 공

간 조닝이 펼쳐진다. 이러한 개방적 공간은 자

연스럽게 소비자를 제품과 공간으로 유도하여

접근성을 높인다.

●

상징성

푸른 바다와 새하얀 모래, 풍부한 수목은 캘리

포니아의 해변을 연상시키며 흰색 목재 루버

와 담쟁이덩굴은 해변의 비치 하우스를 연상

하게 하여 캘리포니아 이미지를 지닌 론 허먼

의 상징성을 표현한다.●

장면의

연속성

집의 거실처럼 꾸며진 홈·리빙의 공간은 큰

창문을 통해 담쟁이덩굴과 자연광을 내부로

유입, 천장의 목재 루버 위에 파란색의 서프보

드를 연출하여 비치 하우스의 한 장면 등 공

간을 다양하게 연출하였다. 이런 변화 있는 공

간은 이동하는 소비자의 시선이나 시간의 흐

름에 맞추어 다양한 장면의 연속성을 느끼게

한다.◐

기능

복합성

매장 내 이벤트 공간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복도의 벽을 활용하여 그림 등을 전시

하고 RH 카페를 활용한 공연과 토크 이벤트

로 프로그램에 따라 유연하게 공간에서 기능

복합성을 표현한다.

◯

<표 5> 사례 1

구 분 악투스(Actus)

위 치 도쿄도 미나토구 키타아오야마 2가 12-28 1층

년도/면적 2012년 7월 / 690㎡(208평)

공간구성

의 : 패션·잡화 / 식 : 식품 / 주 : 가구·생활용품

+⍺ : Slow House(콘셉트 브랜드), Ouur by Kinfolk(패션),

Actus Kids(악투스 키즈)

프로그램 : 가구, 이벤트 공간

개 요

도시의 저택이라는 콘셉트로 디자인한 우아하고 편안한 분위기

를 자아내는 공간이다. 스토어를 하나의 저택이라 생각하고 정원

을 지나 현관과 복도, 주방, 식당, 거실, 침실, 욕실 등 각 공간의

주제에 따라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한다.

평면도

라이프스타일 스토어의 실내디자인 표현특성

프

로

그

램

상호

작용성

집과 같은 편안한 분위기로 연출한 매장의

거실, 식당, 욕실 등의 공간은 소비자들에게

마치 집에 있는 것 같은 분위기 연출로 오

감을 자극하고 공감대를 형성, 상호작용성을

유발한다.●

참여성

악투스는 키즈 가구를 특화, 아이와 함께 하

는 다양한 체험 워크숍이나 동일본 대지진

피해 어린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소비

자의 참여성을 높였다.

악투스 직원의 주택을 취재하고 정리 한 책

인 123명의 집과 악투스 스타일북의 편집장

의 인테리어나 좋은 소파 선택법의 강좌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인테리어 센스를

배울 수 있어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성을

유발한다.◐

공

간

접근성
내외부의 전이 공간 역할을 하는 정원을 지

나 진입한 매장은 공간 성격에 따라 바닥재

로 공간과 동선을 구분, 자연스럽게 제품과

공간으로 동선을 유도하여 접근성을 높였다.
●

상징성
매장 외관에서부터 도시의 저택이라는 콘셉

트를 적용, 열려있는 백색의 스틸 게이트는

대문, 외관을 감싼 목재는 담장을 암시하여

공간의 아이덴티티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

장면의

연속성

창을 통하여 외부의 자연 풍경이 보이는 실

내공간의 매장 바닥에 고저차의 변화를 주

면서 전시 매장 부분만을 천장을 설치하고

통로에는 간접조명을 설치, 방향성을 암시하

면서 자연 풍경과 어우러진 매장 연출로 장

면의 연속성을 표현한다.

●

기능

복합성

매장 중앙의 안뜰은 밝고 편안한 공간으로

평상시 소파와 식탁을 중심으로 그린을 활

용하여 공간 연출, 프로그램에 따라 북유럽

가구 전시와 토크 이벤트, 팝업스토어를 개

최하는 문화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안

뜰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응한 가변적이고

유연한 공간으로 기능 복합성을 표현한다.

◐

<표 6> 사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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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라운지 바이 프랑프랑(Lounge by Francfranc)

위 치 도쿄도 미나토구 미나미아오야마 3가 1-3 1층∼2층

년도/면적 2012년 10월 / 1,150㎡(348평)

공간구성

의 : 룸웨어·잡화 / 식 : 카페 / 주 : 가구·생활용품

+⍺: Francfranc Hotel and Resort(호텔 라이크 생활),MUG cafe,

TASCHEN(독일 아트북 전문 출판사), 뷰티, 문구, CD

프로그램 : Hobby&Culture(2층)

개 요

브랜드 탄생 20주년을 맞이해 프랑프랑은 새로운 콘셉트 스토어

인 라운지 바이 프랑프랑을 오픈하였다.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시간, 재료, 수작업을 테마로 한 새로운 도전

으로 공간은 다양한 재료와 제품 연출을 통해 미래의 프랑프랑

을 표현하였다. 기존의 프랑프랑은 20대가 중심 고객층이었다면,

라운지 바이 프랑프랑은 30∼40대를 대상으로 브랜드 아이덴티

티를 확립하였다.

평면도

라이프스타일 스토어의 실내디자인 표현특성

프

로

그

램

상호

작용성

프랑프랑 호텔 앤 리조트는 호텔 라이크 생

활을 제안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도시와 리

조트 스타일이라는 호텔 객실을 연출하였다.

도시 스타일의 그래픽 디자이너와 리조트

스타일의 패션 디자이너와의 콜라보레이션

을 통해 새로운 호텔 라이크 생활을 제안한

호텔 객실은 프랑프랑만의 특별한 공간으로

소비자에게 제품과 공간에 대한 상호작용성

을 유발한다.●

참여성

일상생활 속에서 예술 즐기기를 테마로 뉴

욕의 크리에이티브 에이전트의 아티스트와

의 콜라보레이션 제품을 선보이거나 토크

이벤트라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성을 유발한다.●

공

간

접근성

출입구를 중심으로 중앙의 MAIN VP는 공간

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좌우 거실과 욕실의

조닝을 대칭으로 배치한 공간은 시각적·심리

적 안정감을 주어 제품과 공간에 쉽게 접근

하도록 하였다. 2층으로 연결되는 나선계단

은 우아하면서 오르고 싶은 느낌이 드는 계

단을 목표로 디자인하였다. 높이 9m나 되는

벽면에 수직형 스트라이프로 장식한 모던하

고 입체적인 디자인이나 흰색 난간과 나무

계단의 조화는 경쾌하고 우아한 곡선미로

오르고 싶게 하는 계단으로 접근성을 높였

다.●

상징성

다채로운 색감의 유럽 스타일로 유니크한

멋을 강조하는 프랑프랑이 새로운 정체성을

표현하였다. 외관 유리는 유럽의 메종을 이

미지 한 검은색 일러스트로 전체를 감싸고,

유리의 안쪽은 간격을 두고 창문 형태의 흰

색 패브릭을 매달아 2중의 레이어가 층을

이루어 깊이를 더하여 저녁이면 다채로운

칼라의 조명으로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낸

다. 스토어의 외관 디자인은 미래의 프랑프

랑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장면의

연속성

일상의 삶을 연상시키는 즐거운 공간을 연

출하기 위해 침실, 거실과 서재 등 테마에

따라 가구와 생활용품으로 다양한 공간을

연출, 실생활의 팁을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이런 다양한 장면의 연출로 소비자의 움직

임에 따라 장면의 연속성을 표현한다.●

기능

복합성

취미와 문화공간은 제품 구성에 따라 제품

만을 전시하거나, 벽 선반이나 집기를 활용

하여 전시하기도 한다. 취미와 문화공간에서

프로그램에 따라 대응하는 유연한 공간으로

기능 복합성을 표현한다.●

<표 7> 사례 3

구 분 시보네(Cibone)

위 치 도쿄도 미나토구 미나미아오야마 2가 27-25 2층

년도/면적 2014년 7월 / 672㎡(200평)

공간구성

의 : 패션·잡화 / 식 : 식품 / 주 : 가구·생활용품

+⍺: Bach(책), CD, 헬스&뷰티, 향수, 액세사리 등

다양한 국내외 브랜드 론칭(국내50 : 해외50 비율)

프로그램 : 이벤트 공간

개 요

2000년 론칭하여 14년째를 맞이한 시보네는 New Antiques, New

Classics라는 콘셉트로 재탄생하였다. 스토어 디자인을 지금까지

구축한 시보네의 역사를 보존하는 동시에 앞으로 구축할 새로운

미래를 향해 새롭게 변신하였다.

평면도

라이프스타일 스토어의 실내디자인 표현특성

프

로

그

램

상호

작용성

시보네의 제품은 다양한 국내외 브랜드를

론칭하여 소개하고 있다. 제품의 선택자이면

서 전달자로 제품과 함께 안내서나 카탈로

그를 진열, 소비자에게 제작 배경이나 제품

이 가진 이야기를 전달하여 브랜드와의 공

감대를 형성하게 한다. 이러한 상호 교감을

통한 가치 있는 경험은 제품과 공간에 대한

상호작용성을 유발한다.◐

참여성

시보네는 다양한 장르의 크리에이터와 전시

회, 워크숍, 토크 이벤트 그리고 팝업스토어

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브랜드의 가치관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국내외 디자이

너의 작품과 스케치를 전시하고 토크 이벤

트를 통해 작품에 관해 이야기하거나 유명

한 건축가와의 콜라보레이션 제품을 소개하

여 참여성을 유발한다.

●

공

간

접근성

매장 내부에는 기둥이 없고, 양 측면에서 자

연광을 듬뿍 받는 널찍한 공간에 집기를 넉

넉하게 배치한 개방적 공간에서의 시선 확

보는 제품과 공간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였

다. 바닥의 고저차를 반영한 좌측 창 쪽의

경사로는 자연스럽게 동선을 유도, 매장 공

간의 접근성을 높였다.

●

상징성

시보네의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로 나

아가는 시간의 흐름이라는 상징성을 공간

전체 바닥의 레벨과 색으로 표현하였다. 기

본 레벨 바닥의 검정 모르타르는 과거, 높은

레벨 바닥의 흰색 모르타르는 현재와 미래

를 나타낸다. 집기에도 시간의 흐름을 표현

하기 위해 기존의 집기를 재사용하여 과거

를 표현하거나 집기를 형상만 남기로 새하

얗게 감싸 현재와 미래라는 상징성을 표현

한다.●

장면의

연속성

무채색의 단조로울 수 있는 공간에 흰색 파

티션으로 공간의 조닝을 구분하면서 소재가

다른 가구로 장면에 변화를 주었다. 이것은

소비자의 호기심을 유발하면서 의도적으로

동선을 유도, 장면의 연속성을 표현한다.◐

기능

복합성

판매 공간만이 아닌 커뮤니케이션 장으로

기능을 복합적으로 중첩해서 사용할 수 있

는 이벤트 공간을 만들었다. 공간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응하여 이동형 파티션이나 집

기를 배치한 유연한 공간으로 기능 복합성

을 표현한다.●

<표 8> 사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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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무인양품(MUJI)

위 치 도쿄도 치요다구 마루노우치 3가 8-3 1층∼3층
년도/면적 2015년 9월 / 스토어 3,277㎡(992평), 카페 402㎡(121평)

공간구성

의 : 패션·잡화 / 식 : 카페·식품 / 주 : 가구·생활용품

+⍺ : MUJI to GO(여행제품), MUJI BOOKS(서점), 자전거, 그린,

Found MUJI(로컬제품), IDEE(포크아트), 헬스&뷰티, 문구,

MUJI YOURSELF, 향기공방, 디자인공방, 수선공방,

MUJI INFILL 0, MUJI INFILL + (리노베이션 사업),

cafe&meal MUJI(카페)

프로그램: Open MUJI Tokyo(2층), 갤러리(3층)

개 요

무인양품의 세계 최대 매장 면적인 유라쿠초점은 2015년 리뉴얼,

최대의 제품을 갖춘 매장과 소비자와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한 프로그램으로 오픈하였다.

평면도
2층

3층

1층

라이프스타일 스토어의 실내디자인 표현특성

프

로

그

램

상호

작용성

주택과 관련한 무지하우스와 연계하여 3층

은 주거공간과 가구 디스플레이 관련 매장

을 강화한 새로운 서비스를 시행하였다. 철

거와 관련된 무지 인필 제로는 디지털 시뮬

레이터를 통해 주택의 벽지 및 바닥재 그리

고 붙박이 가구의 철거를 재현하고, 인테리

어와 관련한 무지 인필 플러스는 벽지와 바

닥재, 무인양품의 제품으로 인테리어를 제안

한 주택 모델하우스로 소비자가 자연스럽게

제품과 공간을 체험하게 한다. 이는 무인양

품만의 특별한 공간으로 소비자에게 제품과

공간에 대한 상호작용성을 유발한다.●

참여성

소비자와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위

해 매주 주말에 각계에서 활약하는 건축가

와 크리에이터가 참가한 토크 이벤트 및 워

크숍, 전시회를 개최하여 브랜드 가치관 전

달과 문화교류의 장으로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성을 유발한다.●

공

간

접근성

1층은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내외부의 전

이 공간 역할만을 하게 하면서 곧바로 에스

컬레이터로 2층으로 진입하게 하는 방식으

로 접근성을 높였다. 협소한 공간에서 상층

의 넓은 공간으로 진입하기에 소비자들은

개방적 공간을 느끼게 되면서 매장에 대한

느낌이 반전된다.●

상징성

무인양품 1호점부터 적용한 오래된 목재, 해

체한 헌 벽돌, 재사용한 철판 등의 재료는

때에 따라 지금까지도 공간에 반복적으로

적용하는 재료이며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무

인양품의 가치관을 표현한다. 1층의 종합안

내 카운터는 오래된 목재와 중앙의 모니터

를 대담하게 구성하고, 세계 공통의 프로모

션 동영상을 방영하여 현재와 미래라는 상

징성을 표현한다.●

장면의

연속성

무인양품의 공간은 크게 패션을 취급하는

철과 돌의 공간과 가구를 취급하는 나무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철제와 나무는 그

자체를 느낄 수 있도록 벽이나 집기를 단순

하게 마감하였다. 철과 돌로 만들어진 패션

공간과 자연스러운 나무의 질감을 표현한

가구 공간이 조닝마다 다르게 나타나면서

공간에서 시각적인 변화를 유발하는 장면을

연출, 소비자의 움직임에 따라 장면의 연속

성을 유발한다.●

기능

복합성

무지 북스는 생활의 발견이라는 콘셉트로 2

만 권의 도서와 무인양품의 제품으로 구성

한 복합 코너를 1층∼3층 곳곳에 배치, 제품

만으로는 전할 수 없는 생활의 발견을 제안

하였다. 책장은 마치 한 마리의 용처럼 공간

을 돌아다니는 듯한 역동적인 형태로 디자

인, 제품과 도서는 다른 영역과 기능의 중첩

으로 고정된 기능이 아닌 유연한 기능 복합

성을 표현한다.●

<표 9> 사례 5

실내디자인 표현특성 1 2 3 4 5

프로그램
상호작용성 ◐ ● ● ◐ ●

참여성 ◐ ◐ ● ● ●

공 간

접근성 ● ● ● ● ●

상징성 ● ● ● ● ●

장면의 연속성 ◐ ● ● ◐ ●

기능 복합성 ◯ ◐ ● ● ●

4.3. 사례분석 종합

<표 10> 사례분석 종합 표

사례분석 결과 <표 10>과 같이 일본 라이프스타일 스

토어의 실내디자인 표현 특성에서 공간과 관련된 접근성

과 상징성은 모든 사례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과 관련된 상호작용성과 참여성, 공간

과 관련된 장면의 연속성과 기능 복합성은 사례에 따라

그 강도가 다르게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판

매와 함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제고시키는 접근성과 상

징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나머지

특성들은 브랜드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5. 결론

일본 라이프스타일 스토어를 대상으로 실내 디자인 표

현 특성을 분석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호작용성은 공간에서 의식주 라이프스타일의

연출된 장면뿐만 아니라 브랜드만의 특별한 공간을 제안

하여 소비자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있다. 무인양품의

경우 무지하우스와 연계한 새로운 주택 리노베이션 서비

스를 제안하고, 라운지 바이 프랑프랑의 경우 호텔 라이

크 생활을 제안하는 호텔 객실을 연출한 공간에서 특별

한 경험을 제공하여 상호작용성을 유발하였다.

둘째, 참여성은 브랜드마다 목표 고객을 중심으로 소

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위해 전시회, 토크 이벤

트, 워크숍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하여 브랜드 가

치관을 전달하고 있다. 라운지 바이 프랑프랑과 시보네

의 경우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무

인양품, 악투스, 론 허먼의 경우 성인뿐만 아니라 아이와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하여 경쟁 브랜드와의

차별화로 소비자의 참여성을 끌어낸다.

셋째, 접근성은 소비자가 제품 및 공간에 쉽게 접근하

도록 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 조닝 및 집기 배치,

고객 동선을 계획하고 있다. 스토어가 여러 층인 무인양

품은 에스컬레이터, 라운지 바이 프랑프랑은 계단으로

동선을 연결하여 접근성을 높였다. 악투스, 론 허먼, 시

보네의 경우 공간에서 높은 칸막이나 집기 대신 낮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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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넉넉히 배치하여 개방적 공간을 계획, 소비자가 시

각적으로 공간을 인지하게 하여 제품 및 공간에 접근성

을 높였다.

넷째, 상징성은 무형의 개념인 브랜드의 역사와 문화,

목표를 공간을 통해 시각화하여 제품과 공간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무인양품의 경우 카운터 벽면의 오래된 목

재는 무인양품의 가치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시보네

의 경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는 시간의

흐름을 공간 전체 바닥과 집기에 상징성을 표현하였다.

다섯째, 장면의 연속성은 공간에서 이동하는 소비자의

움직임에 의해 다양한 장면의 연속성이 나타나도록 의식

주 라이프스타일 장면을 연출·계획하고 있다. 무인양품,

라운지 바이 프랑프랑, 악투스의 경우 주거 공간의 침실,

거실, 식당, 욕실 등 테마에 따라 연출하여 장면의 연속

성을 표현하였다.

여섯째, 기능 복합성은 의식주, +⍺의 공간 구성에 따

라 다른 영역과 기능의 중첩,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응한

가변적이고 유연한 공간으로 계획하고 있다. 무인양품,

라운지 바이 프랑프랑, 시보네의 경우 프로그램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제공하고, 악투스의 경우 가구·이벤트 공

간을 프로그램에 따라 가변적으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론 허먼의 경우 이벤트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RH

카페를 소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보았을 때, 다양화

와 진화를 거듭하는 라이프스타일 시장에서는 단순히 제

품과 구색을 갖춘 스토어가 아닌, 브랜드만의 독특한 콘

셉트와 명확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립하여, 브랜드만

의 차별화된 공간 구성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춘 라이

프스타일을 제안해야 한다. 다양한 프로그램은 구매 목

적이 없더라고 소비자의 재방문을 끌어낼 수 있는 마케

팅 전략으로 프로그램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제공하거나

활용, 복합문화공간으로 확장해야 한다. 물론 취급하고

있는 브랜드나 제품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것만으로 브랜

드 차별화가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가 국내의 라이프스타일 스토어

를 계획함에 있어 실내디자인의 방향 설정에 참고 자료

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국내에서도 일본과

유럽, 미국의 글로벌 브랜드같이 한국형 라이프스타일

스토어의 등장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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