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dx.doi.org/10.14774/JKIID.2015.24.4.061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Vol.24 No.4 Serial No.111 _ 2015. 08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4권 4호 통권111호 _ 2015.08          61

이케아 카탈로그에 나타난 공간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 1950년부터 2015년까지 이케아에서 발간된 카탈로그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Spatial Expression on Catalogs
- Focused on the Catalogs published from IKEA since 1950 to 2015 -

Author 김재성 Kim, Jae-Sung / 정회원, 홍익대학교 건축공학부 건축학전공 조교수

이원재 Lee, Won-Jea / 정회원, 홍익대학교 건축공학부 건축학전공 조교수*

Abstract The purpose of study is not only analyzes the space images expressed with mass-produced furniture of the time

and economy throughout the cover pages of IKEA published catalogs since 1951 to 2015 but also is set to

deduct the characteristics of spatial expression regarding the usage of digital media applied catalogs which is to

be published along with the 2015 catalog. Thus, throughout research of basic literature such as domestic and

foreign academic material, books, and websites, the theoretical consideration of the meaning of IKEA’s pursuit of

selling manufactured furnitures is foregone. Based on the above, Analyze and organize periodically applied interior

space in accordance with context characteristic by understanding the attribute of catalogue from expansion of

media space applied new digital media. The importance of research on IKEA is not only the quality of products

designed by them, but emotional aspect that deeply penetrate customer's actual daily life. Implication of digital

media message to advertisement is a important role in society that shares digitalized information. IKEA's

innovative attempt of connection to new world using traditional method of marketing expression and smart device

may help people better understand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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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세계 최대의 가구브랜드인 스웨덴의 IKEA1)(이하 “이

케아”)가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중국 다음으로 2014년 12

월 말 광명시에 국내 정식 1호 매장을 오픈하였다. 전

세계에 분포한 이케아 매장 총 315개 가운데 단 23개의

아시아 매장은 이케아 전체 매출의 약 35%를 차지하는

구매력을 가진다. 이러한 구매력 파워로 인하여 이케아

매장이 개장할 당시 국내의 가구업계는 긴장함과 동시에

업계의 활성화에 대하여 기대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사

회적 문제점들 또한 지적되면서 해외 가구 브랜드에 대

한 사회적 인식이 증가하였다. 이케아는 2015년 미국

Forbes잡지인 『Forbes magazine』에서뽑은 전 세계에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wonjlee@hongi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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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장 가치 있는1)브랜드 45위2)에 평가된다. 또 이케아

의 첫 매장이 광명시에서 오픈하기 전, 국내에서 이미

병행 수입 제품들이 대량으로 판매되었던 사실은 국내에

서의 이케아에 대한 적지 않은 인지도를 방증한다. 국내

의 경우 대중 매체와 해외여행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케아 브랜드를 경험하고, 그것에 대해 익숙해져 있다.

이 때문에 소위 성경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집에 보관하는 책이 이케아 카탈로그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현대사회의 상업 활동이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로

특징지어져 상품간의 경쟁이 매우 치열한 작금에, 이케

아는 보다 저렴한 가격에 좋은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으

로 인식된다. 이케아는 특히 제품의 홍보나 판촉을 위해

카탈로그(Catalog)3)를 적극 사용하고 있어 주목을 요한

1) IKEA는 Ingvar Kamprad Elmtaryd Agunnaryd의 약자임. 앞의 두

단어는 창립자 잉바르 캄프라드를 나타내고, 엘름타리드는 캄프라

드가 자라난 스웨덴 남부 숲 농장이름이다. 마지막 단어인 아군나

리드는 농장 근처 마을의 이름이다.

2) http://www.forbes.com/powerful-brands/list

3) 카탈로그 어원은 그리스어 카타레게인(Katalegein)으로 ‘목록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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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케아는 1951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 매장에서 매

년마다 판매제품에 대한 종합 카탈로그를 발행하고, 고

객들에게 무료로 카탈로그를 배송한다. 이 카탈로그의

표지는 모든 나라마다 동일한 제품과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지 각 나라의 경제적, 환경적 여건에 따라 대

상 상품의 판매가격만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이케아가 70년 가까이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는 카탈로그의 활용이 많은 역할을 해왔다. 심지

어 이케아의 카탈로그는 상품 광고를 목적으로 하여 무

료로 배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수집과 소장의

대상이 되어 경매에서 큰 가치를 갖고 거래되기도 한다.

2014년 발표된 이케아 그룹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는 2

억 1천 700만 부의 카탈로그가 30개국 언어로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가구 브랜드인 이케아가 카탈로그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

달하는 공간적 의미를 연구 및 탐색하고, 사이버 공간과

결합되어 소비자와 상호작용하는 카탈로그 공간의 확장

적인 성격과 특성을 규명하는데 목적을 둔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첫째 이케아에서 1951년부터 2015년까지 발

간한 카탈로그의 대표 표지를 통해 시대적, 경제적으로

대량 생산된 가구와 함께 표현된 공간 이미지를 분석한

다. 이는 <표 1>에 제시한 8가지 요소는 65년 동안 발

간된 이케아 카탈로그 표지 이미지를 분석하여 중복적으

로 도출된 표현방식을 빈도수로 추리고 이에 가장 많이

적용된 8가지 기준을 정하여 이를 다시 세부적으로 분

류4)한 것이다. 출판된 표지 이미지를 10년 단위로 나누

어, 시기별로 적용된 실내 공간을 컨텍스트적 특성에 따

라 표현 빈도로 분석 및 정리한다. 둘째, 국내에서 첫 번

째 발행된 2015년 카탈로그와 함께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이케아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되는 디지털 상호작용

기능이 적용된 카탈로그 사용에 대한 공간 표현 특성을

파악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 및 범위는 국내외 학술자료

및 단행본, 웹 사이트 검색을 통한 기초 문헌 조사와 이

케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케아가 추구하는 가구 및

소품 제작 판매의 의미를 경험적으로 고찰하기를 요한

다. 선행된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를 접목한 혁신적인 방향에 대하여 미디어적 공간 확장

카탈로그에 관한 특성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2 3 4 5 6 7 8

구분 가구 공간 용도 이용자 행위 가격 감성 표현

<표 1> 카탈로그 대표 표지 이미지의 8가지 구분

들다’의 동사이다. “목록”이란 의미를 가진 카탈로고스(Katalogos)

는 여기서 파생한 명사이다.

4) 세부적 분류내용은 <표 3>에서 표현된 빈도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시 분류함.

1.3. 선행연구 분석

현재까지 이케아를 주제로 국내에서 발표된 학술연구

는 총 6편이며5), 한국유통과학회의 학술 논문1편6)을 제

외한 5편의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양영완(2002)7)의 연구는 이케아의 기업 정신과 마케팅

전략을 분석하고, 이를 제품군에 반영한 디자인 컨셉에

대해 주목한다. 나아가 이를 통해 선진기업이 보여주는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을 분석하여 국내 가구산업발전의

활성화 를 기대하였으며, 이는 이케아와 관련한 초창기

의 연구로서 의미를 가진다. 이융상(2003)8)의 연구는 이

케아의 형성과정과 디자인 경영 분석 및 철학을 다루고

있으며, 매장 구성요소 및 특정 가구의 대상을 관찰하고,

실험적인 제품 생산과 문제가 생기는 제품에 대한 해결

방안의 새로운 제시방법 도출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강

은정, 김원택(2009)9)의 연구는 이케아 가구의 사회적, 기

술적 성장배경을 다루며, 유럽가구들이 채워주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잠재적 욕구에 대한 분석과 기존가구와는 다

른 가격중심의 디자인, 트랜디한 신상품 및 다양한 디자

인에 대한 차별화 전략의 접근성에)대해 연구하였다. 김

상권(2014)10)의 연구는 이케아의 한국 진출에 따른 국내

가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이케아의 디자인 전략과 경영전략인 생산과 유통을 분석

하고, 국내 가구산업의 문제점과 국내 가구산업을 국가

정책으로 육성하여 발전시키는 차별화 대책을 탐색하였

다. 김형식, 김성훈(2014)11)의 연구는 이케아 제품과 소

비자의 상호작용과 본능적, 행동적, 반성적 요소를 경험

차원에서 분석하고, 감각의 참여성, 역동성, 연상성, 이벤

트성을 적용하여 사용자 경험디자인의 영역에서 이케아

매장을 연구하였다. 상술한 바에 의하면 이케아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디자인과 마케팅에 대하여 차별화된

전략 위주로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이케아

에 대한 연구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며 그들은 전반적

으로 이케아 가구의 디자인 연구 분야나 기업경영 특성

에 편중되어 있다. 이는 국내의 사회문화적 상황들과 긴

밀하여, 국내의 경우 1990년대에 해외여행이 자율화되며

여행이 빈번해지고 동시에 유학생의 수가 증가하였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인터넷의 보급으로 대량의 정보들

이 전 세계적으로 공유되는 가운데 국내외 간 정보의 장

벽이 낮아진 현상에 기반을 둔 결과이다. 즉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따라 해외의 먼 곳에 있어 이케아 가구를

경험할 수 없던 지리적 여건이 극복되었으므로, 국내에

5) www.riss.kr 학술연구정보서비스 2015년 5월 검색기준.

6) 박신자, 이상윤, 글로벌 기업 이케아의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2011

7) 한국가구학회지, 13권 3호, 2002. pp.40-49

8) 예술문화논총, 12권, 2003, pp.49-62

9) 디자인학회, 통권 제81호, Vol.22 No1, 2009

10) 한국가구학회지, Vol.25 No.4, 2014.10

11) 한국디자인문화학회, Vol.20 No.4,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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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제목 내용 키워드

양영완(2002)
IKEA의 성공배경과

디자인특성에 관한 연구

이케아의

기업정식9가지와

대표 제품군 특성

실용성, 소비자중심

마케팅, 친환경

디자인

이융상(2003)

이케아(IKEA)의

형성과정과

디자인전략에 대한 연구

가구 디자인 전략과

특성

생산품의 평면화

디자인 특성

경영마인드

강은정

김원택(2009)

이케아 인테리어 시장

성공 전략연구

가구 디자인 전략과

스칸디나비안

스타일 강조로 다른

유럽과 차별성,

기능과 경제성

가격중심, 다양한

디자인, 트랜디한

상품

김상권(2014)

이케아의 한국 진출에

따른 국내 가구산업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디자인, 생산, 유통,

전략 분석
가구산업

김형석

김성훈(2014)

이케아 제품과 공간에

적용된 사용자

경험디자인에

관한 연구

사용자 경험적

디자인의 영역에서의

제품과 쇼룸 디자인

공간 연구

상호작용, 창여성,

역성동, 연상성,

이벤트

<표 2> 국내에 발간된 이케아 연구 사례

서도 이케아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의 토대 위에 디자

인에 중점을 둔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다. 더욱이 적잖은

인지도가 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나라에 정식

매장이 개장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곧 기

존의 소비자들이 실제로 제품 전시장에 방문하여 다양한

가구를 직접 경험하거나, 기업의 방향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없었던 환경을 방증한다.

2. 이케아의 배경

2.1. 이케아 이해

스웨덴 지역은 오랜 기간 낙후 되어 있었고 이에 정부

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평등한 주택을 공급하고 디자인

정책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12) 이러한 배

경 속에서 1943년 이케아는 스웨덴의 엘름홀트(Almhult)

에서 캄프리드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케아는 1955년부터

자체 디자인을 시작하였으며 1956년부터 조립식 가구를

생산하였다. 또한 제품 포장의 부피를 줄이면서 운송 및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 제품을 분리·발송, 소비자가 직

접 조립하는 플랫팩(flat pack)13) 방식을 사용하여 온 것

은 이케아의 특기할 만한 점이다. 이 결과로 이케아는

고품질의 제품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였으며, 혁신적인

발상이 적용된 기능적인 디자인은 소비자들에게 참신하

게 다가가 소비자들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켰다. 이로

써 이케아의 디자인 경영 마인드가 성공적인 사례로 견

인된 것이다. 또한 스웨덴에서는 1960년대 정부의 혁신

적인 사회정책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하면서 주거공간을

채울 가구 수요가 급속히 늘어났다. 이러한 시기에 대량

생산과 합리적인 소비, 실용성을 중시하는 생활양식은

이케아의 생산 및 판매 방식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12) 강현주, 디자인사 연구, 조형교육, 서울, 2004, pp.209-214

13) 이케아 카탈로그, 2015, p.266

2014년도 이케아 그룹에서 발간된 자료14)에 의하면 이케

아의 비전과 비즈니스의 전향은 다음과 같다. 현재 이케

아는 전 세계 27개국에 315개의 스토어를 가지고 있으며

작년 한 해 716,000,000명의 소비자들이 매장을 방문했

다. 이케아는 가구제작에 사용되는 목재의 41%를 친환

경으로 인증된 곳에서 제공받고 있으며, 제품 제작에 사

용되는 면(cotton)의 76%도 역시 친환경으로 인증된 곳

에서 제공받는다. 이케아에서는 약 9,500개의 제품을 판

매하고 460,000명이 이케아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아

사용 중이다. 또한 사회 공헌의 일환으로 224개의 풍력

터빈을 전 세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70만개의 태양

열 패널을 이케아 스토어 지붕에 적용하여 친환경적이며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이케아는 향후 2020년까지

이케아 기업을 운영하는 모든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대

체하려는 목표를 가진다. 최근 국내에 개장한 1호 매장

은 아시아 최대의 크기로 연면적 13만1천5백 제곱미터에

지하 2층, 지상 4층(중간 중층 포함)의 규모이고 전시되

는 쇼룸은 68개에 달한다. 또한 국외의 타 매장과 같이

지붕에 3천개의 태양광 판넬을 설치하여 1,000kw전력을

생산중이다. 이는 국내에서 홍보를 목적으로 신재생 에

너지를 설치하는 여타 기업들과는 차별되는 거대한 발전

량이다. 또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롯데 프리미엄 아울

렛과 매장 건물을 연결하여 두 개의 서로 다른 매장이

매출 시너지를 내는 현황이다.

<그림 1> 플랫팩(flat pack) <그림 2> 광명시에 위치한

이케아의 첫 번째 매장

2.2. 이케아 카탈로그 역사

1940년 중반 볼펜, 화장품, 넥타이, 바늘 등 잡화위주

의 통신판매사업체를 운영하던 이케아 설립자 캄프라드

는 1945년 종이로 카탈로그를 만들어 지역 농업신문에

전단지의 형태로 광고를 하였다. 그는 광고를 보고 연락

온 사람들에게 우유배달부를 통해 제품을 전달하여 상품

을 배송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시작하였다. 정식 카탈로

그는 1951년에 만들어 졌으며, 최초의 가구로는 팔 없는

의자인 루트15)를 통신 판매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뫼

켈른 지역의 울창한 숲 주변에는 많은 가구제작업체들이

있었고, 이들로부터 공급 받은 제품들은 1953년 3월 18

일 스웨덴 엘름훌트 지역의 공장을 개조한 이케아의 첫

가구 상설 전시장의 형태로 세워졌다. 캄프라드는 고객

14) IKEA GROUP FY14 Yearly summary, p.40

15) 루트는 캄프라트가 작명한 여자이름의 의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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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신문광고와 편지로 이케아 카탈로그가 출간되었

음을 알렸다. 이는 고객들이 집에서 카탈로그를 통해 먼

저 가구를 고른 뒤 전시장을 찾아 가구를 직접 경험하게

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사업방식의 성공으로 1950년대

중반에는 약 50만부에 이르는 카탈로그가 제작되었다.16)

나아가 1955년도부터 새로운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직

접 가구를 디자인 및 자체 제작하고, 1956년부터는 조립

식 가구를 심미성, 기능성, 적합성 등의 세 요소에 준거

하여 디자인, 제작 및 판매하기 시작했다.17) 현재에도 엘

름홀트 지역에는 카탈로그와 광고를 제작하는 이케아 커

뮤니케이션즈가 있으며 이곳에는 모인 크리에이티브 전

문가들은 트레디션(tradition), 모던(modern), 스칸디나비

안(scandinavian), 파퓰러(popular)의 네 가지 축 안에서

디자인한 이케아 제품을 믹스 매치하여 공간연출을 하고

있다. 이 밖에 역사박물관, 호텔, 주방가구 생산 공장인

스웨드우드 등에 14개의 이케아 자회사가 위치해 있다.

<그림 3> 이케아의 첫 번째

창고

<그림 4> 이케아의 첫 번째

상설 전시장

2.3. 스칸디나비안 모티브

20세기 중반부터 북유럽에서는 자연에 대한 경의(敬

意)나 기능적인 모더니즘을 추구하는 스칸디나비안 디자

이너와 건축가들이 많은 주목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20

세기의 모더니즘을 영어권 국가에서는 ‘인터내셔널 스타

일(international style)’이라고 부르기를 선호했지만, 스칸

디나비안 건축가들은 ‘기능주의(functionalism)’라고 부르

기를 선호하였으며, 실제로도 그랬다. 이에 북유럽에서는

더욱 실용적이며 사회참여적인, 동시에 디자인 측면에서

는 보다 절제된 형태가 나타났다.18) 이는 자연적이며 유

기적인 것에 대한 인간의 내재된 존경심의 발로이자, 모

두를 위한 디자인이라는 뚜렷한 의식과 아름다움이 융합

된 정신이었다. 가구의 경우 1930년대와 1950년대의 북

유럽 가구 창작의 높은 정신은 지금도 국제적으로 존경

받고 있다. 섬세한 공예가 정신, 뛰어난 기능성과 민주적

인 참여성이 그간 지속되었던 모든 실험의 저변에 깔려

있다. 동시에 오늘날 유행을 선도하는 가구매장에서 발견

할 수 있는 스칸디나비아의 가구는 1950년대 만들어진 것

16) 뤼디거 융블루트, 스웨덴 가구왕국의 상상초월 성공스토리 이케아,

초판, 미래의 창, 서울, 2006, pp.55-65

17) 양영완, IKEA의 성공배경과 디자인특성에 관한 연구, 가구학회지

vol.13 2002. p.41

18) 잉그리드 솜마르, 스칸디나비안 디자인, 비즈앤비즈, 2012, p.14

인지 최근 만들어 진 것인지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로 뛰

어나다. 1920년 말 기능주의가 뿌리내리기 전 덴마크 인

들이 보여주었던 독특하면서도 잘 발달된 목수의 전통은

현재까지 그대로 이어지면서 동시에 현대화되었다. 그들

에게 중요한 것은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

니라 각각의 재료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고, 재료의

특성을 찾아내어 작업하는 일이다. 1960년대에 스칸디나

비안 인들은 이탈리안 인과 함께 화려한 색채와 상상으로

가득 찬 플라스틱 가구의 발전을 이끌었다. 일반적으로

집에서 일반적으로 집에서 사용되지는 않지만, 검증되지

않은 재료로 탐구되고 시도되는 의자는 날로 새로워지는

디자인의 창작요소였다. 인테리어의 경우에도 북유럽 가

정에서는 얇은 하얀 커튼 사이로 빛이 흘러내려 들어오

고, 전반적으로 밝은 인테리어에 각각의 가구는 기능적으

로 보이며, 테이블 위에는 아름다운 화병에 야생화가 있

고 전체적으로 편안한 분위기의 아름다움을 띤 장면이 인

상적이다.19) 이것은 마치 1951년 이후 지금까지 발간된

이케아 카탈로그의 표지나 카탈로그 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간 구성이다. 한랭한 기후와 적은 인구로 지리적

고립은 일반적이었으며 이로 인해 스칸디나비안 인들은

가정에 충실했다. 많은 사교활동은 주로 가정에서 일어나

고 따라서 모두가 편안함을 느끼는 인테리어 환경이 조성

되었다. 결국 스칸디나비안 디자인의 핵심은 생활 속, 기

능적, 인간중심, 자연을 닮음, 지속가능으로 압축된다.

<그림 5> 모던 스칸디나비아

SAS 로얄호텔(아르네 야콥센)

<그림 6> 모던 스칸디나비아

벨뷔 극장(아르네 야콥센)

3. 이케아 카탈로그의 표지의 공간구성

1951년에서 2015년까지 발간된 이케아 카탈로그의 모든

표지를 가구의 특성, 공간의 위치 및 배경, 가구의 용도, 이

용자와 이용자의 행위, 감성적 표현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3.1. 시대별 공간구성 요소

(1) 1950년대 카탈로그에 표현된 공간 요소

1951년부터 만들어진 이케아 카탈로그는 약 6:4의 가

로 비율 형태를 1969년까지 유지하였다. 이 시기동안 세

차례 이케아 로고의 형태가 변경되었으며, 소수의 제품

군을 도식화 하거나 공간을 도식화 하였다. 이 10년 동

안의 표지에는 전체적 차원에서의 공간의 의미 보다는

19) 잉그리드 솜마르, 스칸디나비안 디자인, 비즈앤비즈, 2012. pp.10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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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가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여기에는 모

던한 거실의 1인용 의자에 대한 광고가 7번이나 재차 등

장할 만큼 중요한 광고의 주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한

편 1955년도는 소파뿐만 아니라 액자, 화병, 조명 등을

삽입하여 거실 배경을 전체적이고 복합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를 스케치로 구현한 첫 시도로서 의미를 가진다.

<그림 7> 이케아의 1955년

카탈로그 표지

<그림 8> 이케아의 1957년

카탈로그 표지

(2) 1960년대 카탈로그에 표현된 공간 요소

1961년에 발간된 카탈로그의 표지는 거실의 실내공간

에 소파와 테이블, 조명, 식탁, 카펫, 책장, 소품 등을 배

치하여 역시 처음으로 실제 사람이 거주하는 집을 사진

으로 찍은 듯한 공간을 표현하였다. 표지에는 나무의 원

목 색과 밝은 원색이 강조되었으며, 카탈로그에서 보여

주는 공간은 단순히 판매 제품을 보여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완성도 있는 공간 전체로

서 정리정돈이 잘 되어 모던함이 부각되는 스칸디나비안

개념의 공간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9> 이케아의 1962년

카탈로그 표지

<그림 10> 이케아의 1966년

카탈로그 표지

(3) 1970년대 카탈로그에 표현된 공간 요소

1970년도부터 카탈로그의 비율은 약 6:5정도로 바뀐다.

그러나 다시 1976년부터 가로 비율은 6:8로 세로 형태에

가깝게 바뀌었고 이는 이후 1981년도까지 이어졌다.

1972년에 발간된 카탈로그 표지에는 처음으로 거실이 아

닌 방의 공간이 제시되면서 가구의 다양한 활용성이 가

미된 기능성 침대가 표현된다. 특히 1970년의 카탈로그

부터는 표지에 사람이 등장하여 가구와 함께 관련된 인

간의 행위를 스케일감 있게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주로 표

지 이미지는 집안의 가구에서 편히 쉴 수 있는 모습이 강

조되었다. 이러한 이미지는 스칸디나비아의 가족 중심문화

와 거실의 사교활동 이미지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보인다. 나

아가 이 시기는 무엇보다 1인용 소파에 대해 초점이 맞춰

져 있던 때이다. 1974년 10월 17일 이케아가 독일에 처음으

로 1호 매장을 열었을 때 배포된 독일판 카탈로그의 상단

부 제목에는 “마음이 젊은 사람에겐 돈보다 취향이 중요합

니다”20) 라는 문구로 추가 광고를 함으로써, 당시 젊은 연

령대의 소비자들의 기호를 견인하고자 한 점이 돋보인다.

<그림 11> 이케아의 1972년

카탈로그 표지

<그림 12> 이케아의 1974년

카탈로그 표지

(4) 1980년대 카탈로그에 표현된 공간 요소

1982년부터 2009년까지 20년간 카탈로그의 크기는 약

6:7 비율을 이어나갔다. 한편 1980년에 들어와서는 처음

으로 아이들을 위한 가구와 주방 소품들이 등장했으며하

였으며, 용도별로 보다 다양해진 가구가 나타나기 시작

하였다. 1981년도에는 다양한 소품을 가구보다 더욱 강

조하여 표지에 넣은 점이 흥미롭다. 1985년에는 기존의

나무프레임 대신 금속 프레임의 쇼핑카트에서 영감을 얻

어 가볍고 튼튼하면서도 가격을 낮추어 스웨디쉬 최고상

을 받은 MOMENT 소파21)와 테이블을 선보였다. 이와

같이 실험적이면서 도전적인 가구 형태의 시도는 매우

돋보이는 점이다. 이는 스칸디나비아의 디자인 창작의

큰 특성인 전형성과 자유로움이 조화되어 드러난 결과이

다. 한편 비교적 저렴한 대중적인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1987년부터는 가죽 소파가 등장하며 브랜드 가치를 상향

하여 다양한 가격대의 선택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였다.

<그림 13> 이케아의

1980년 카탈로그

표지

<그림 14> 이케아의

1985년 카탈로그

표지

<그림 15> 이케아의

1988년 카탈로그

표지

(5) 1990년대 카탈로그에 표현된 공간 요소

1990년대의 이케아 카탈로그는 현재까지 이르게 된 표

지의 구성이나 회사로고가 새로 정립된 시기이다. 이때

는 회사가 설립된 1943년을 기준으로 50주년이 되던 시

기이고, 카탈로그의 표지는 공간표현에 보다 자연스러운

행태를 그려내기 시작한다. 1991년부터는 실제 누군가가

20) 뤼디거 융블루트, 스웨덴 가구왕국의 상상초월 성공스토리 이케아,

초판, 미래의 창, 서울, 2006, pp.116-117

21) 닐스 가멜고르도 (Niels Gammelgaard)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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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전까지 머물렀던 것만 같은 가구 소품의 어지러운

배치를 연출하기 시작한다. 동시에 이때의 표지에는 아

이들이 부모와 함께 등장하면서 가족의 의미도 강조하기

시작한 시기로 볼 수 있다.

<그림 16> 이케아의

1993년 카탈로그

표지

<그림 17> 이케아의

1996년 카탈로그

표지

<그림 18> 이케아의

1999년 카탈로그

표지

(6) 2000년대 카탈로그에 표현된 공간 요소

2000년에 발간된 카탈로그 표지에는 처음으로 도시풍

경의 배경이 드러나면서 가구 자체보다는 주변사람들과

소통하는 모습이 연출되며 부각된다. 나아가 2002년의

표지에는 아이 행태의 이미지에 대한 문장인 “Full fart i

folkhemmet”22)이 삽입되면서 보다 가정이 주제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서도 이케아는 2003년, 2004년에

유명 디자이너와 협업한 독특한 디자인의 가구들을 내놓

으며 다시 한 번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모던한 분위기의 의자와 침실가구의 등장이 빈번해지며

스칸디나비아 스타일의 무늬와 밝은 색의 가구로 공간이

구성된 이미지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림 19> 이케아의

2000년 카탈로그

표지

<그림 20> 이케아의

2002년 카탈로그

표지

<그림 21> 이케아의

2006년 카탈로그

표지

(7)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카탈로그에 표현된 공간요소

2010년 들어 올해까지 카탈로그의 비율은 정사각형에

가깝게 변하였다. 2010년에 제작된 이케아 카탈로그는

마치 집합주거의 일상에서 보이는 다양한 공간의 다양한

모습들이 적층된 공간으로 표현되었다. 이는 기존의 카

탈로그와는 다른 현대인의 가족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1

세대의 주방과 거실 혹은 거실과 방을 함께 나타내는 것

으로 설정된 공간 표현의 방향을 보여준다. 2012년에는

다른 시대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규모가 작은 집, 2014년

도에는 주방이나 거실 중 어느 하나로 정의하기 힘든 공

22) folkhemmet은 스웨덴의 핵심가치인 평등과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좋은 가정처럼 지내고자 하는 ‘인민의 가정’의 뜻이다.

간을 보여줌으로써 기존의 카탈로그에서 보여주지 않았

던 도시적 이미지와 함께 새로운 공간들이 창출되기 시

작한다. 특히 2015년의 카탈로그에서는 실내공간 안에서

실외공간으로 확장되는 도시 풍경에 표지 전체 지면의

반 정도를 할애 하였고, 이는 마치 도시 풍경 속에 녹아

들어가는 가구를 표현 한 듯하다. 이케아는 이러한 감성

적인 표현 이미지에 그치지 않고 감성적인 문장을 같이

넣음으로서 공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였다.

<그림 22> 이케아의

2010년 카탈로그

표지

<그림 23> 이케아의

2015년 미국

카탈로그 표지

<그림 24> 이케아의

2015년 한국

카탈로그 표지

65년간 65번 이케아에서 출판된 카탈로그의 공간구성

을 종합 정리하면 아래 제시한 <표 3>과 같이 시간이

갈수록 많은 가구의 조합이나 배경 및 용도의 다양성은

증가하고, 실용적인 기능보다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형태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구분/ 분류
1950-

1959

1960-

1969

1970-

1979

1980-

1989

1990-

1999

2000-

2009

2010-

2015

가구

A1 o o o o o o o

A2 o o o o o o o
A3 o o o o o o o

A4 △ o o o o o o
A5 x o o o o o o

A6 x x x o o o o

공간

B1 o o o o o o o

B2 x x o o o △ x
B3 x x x x x o o

B4 x o o o x o x

용도

C1 o o o o o o o

C2 x △ x o x △ o
C3 x x △ x o 0 o

C4 x x x x x x x

이용자

D1 x x x o o o o

D2 x x o o o o o
D3 x x x o x o o

D4 x x o x x x x
이용자

행위

E1 x x x △ x o o

E2 x x o △ o x x

가격 F1 x x o o o o o
감성 G1 x x x x x o o

표현
H1 o o o o o o o
H2 o x x x x x x

A1: 의자, A2 :테이블, A3: 조명, A4: 카펫트, A5: 책장, A6:소품

B1: 실내배경, B2: 자연배경, B3: 도시배경, B4. 제품배경

C1: 거실, C2: 주방, C3: 방, C4: 욕실

D1: 어린이, D2: 성인, D3: 노인, D4:동물

E1: 이용자 동적, E2: 이용자 정적

F1: 가격 표시 있음,

G1: 감성적 문구 삽입 있음

H1: 사진, H2: 다이어그램

A-H 분류는 표지에 사용된 이미지 빈도수를 기본으로 다시 나눔

<표 3> 이케아에서 발간된 카탈로그 표지 공간구성 이미지 분석

3.2. 2015년 카탈로그의 새로운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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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특성 이미지 특성

감성자극 기부문화

제품 개발자와의

소통

사용 소재의

친환경성

일상생활의

가공되지 않은

모습

광명점

신재생에너지

1,000Kw 생산

자재 생산자와의

상생협력

문화적 특성 고려

조립, 설치 배송

서비스

<표 4> 2015년 카탈로그에 적용된 공간적 특성화 이미지

2015년에 국내 발행된 이케아 카탈로그는 총 282페이

지에 이천 여개 제품으로 구성된 소주제의 아이디어 7개

부분, 스타일 1개 부분, 제품 11개 부분, 쇼핑방법 5개

부분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다. 페이지의 곳곳에는 가구

제품 개발자와의 인터뷰, 제품 재료인 면 생산자와의 인

터뷰 등을 마련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소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엿보인다. 특히 카탈로그의 뒷부분에

는 국내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조립 및 설치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추가적으로 부기되어, 소비자들의 편의와

국내의 판매 환경을 고려한 전략이 드러난다. 또한 이와

함께 이케아가 추구하는 친환경 기업이 되기 위한 노력

도 카탈로그의 뒷면에 함께 나타난다. 이러한 내용 구성

에는 문화적이고 환경적인 여건을 고려한 여러 가지 시

도가 내재된 것이다. 카탈로그에 제시되는 모든 가구와

소품들은 이케아에서 생산된 것들로만 구성되고, 옷이나

전자제품, 낙서 등과, 방이나 거실은 실제 누군가가 사용

중인 것처럼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되어 보는 이로 하여

금 친숙한 가정의 이미지를 느끼도록 연출되었다. 또한

각 카테고리마다 공간에 대한 정의 혹은 제품에 대한 자

세한 설명을 부기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이

러한 시도는 단순히 카탈로그가 제품 스펙에 대한 간단

한 정보를 담을 뿐만 아니라 감성적인 면을 부각시켜 소

비자가 보다 친근함을 느끼며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효과

를 가진다.

한편 카탈로그의 중간 중간에 페이지 우측 상단에 주

황색 원에 흰색의 “+”가 겹쳐진 형상을 삽입하여, 스마

트폰이나 태블릿 PC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이케아 어플

리케이션을 다운받은 후 형상을 스캔하면 자동으로 제품

에 대한 추가 정보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카탈

로그와 디지털 미디어를 상호 보완하여 소통을 의도하는

시도로서 카탈로그에 제공된 한정된 공간의 이미지에 추

가 공간 이미지를 더하여 보여주거나, 소비자가 실제 생

활공간에서 제품을 사용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상의 모

습을 동영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이는 또한 적용된 제

품의 자재 생산 방법, 생산자의 일하는 환경을 보여주어

광고하기도 하고, 제품 디자이너의 디자인 개념 혹은 제

품을 이용한 실제 가구 배치 구성 방법을 인테리어 디자

이너를 통해 설명을 들을 수 있게끔 한다.

또한 소비자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 제공되는

이케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된 판매 가구의 3D 이

미지를 사용하거나 카탈로그에서 제품을 직접 골라 어플

리케이션과 연결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 2가지 방법으

로 선택된 가구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구매자가

원하는 방향과 위치로 간단하게 가상 설치될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여 기존의 출판 카탈로그

와 디지털 카탈로그 그리고 증강현실을 반영한 체제가

구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스켄

기능 내용

①
동영상

강좌

②
추가

이미지

③

증강

현실

가구

배치

<표 5> 2015년 카탈로그와 디지털기기의 3가지 상호 소통기능

2015년에 출판된 카탈로그에 적용된 스마트기기 연동

부분을 조사하면 <표 6>과 같다. 카탈로그 목차는 5가

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제품 항목의 11개의 제품군 중 7

개의 군이 증강현실을 통한 가상 가구 배치가 가능하며,

추가적인 회사 홍보를 위해 동영상을 추가하여 보다 소

비자와 밀접한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카탈로

그 총 페이지의 25%정도가 스마트 기기로 동영상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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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탈로그(종이) 구분
스마트 기기 연동

이미지 가구배치 동영상 총 노출횟수

회사 홍보 0 0 5 5

아이디어

Children’s IKEA 0 0 3 3

침실 8 0 0 8

침실수납 4 5 0 9

욕실 1 0 0 1

휴식 공간 0 0 0 0

서재. 공부방 0 0 0 0

요리. 식사 0 0 0 0

스타일 스타일 0 0 0 0

제품

거실수납 0 0 0 0

침실가구 0 5 0 5

침실 텍스타일 0 0 0 0

욕실가구 1 1 0 2

어린이제품 3 3 0 6

소파. 암 체어 0 5 0 5

커피테이블 0 5 0 5

장식 0 0 0 0

조명 0 0 0 0

사무용 가구 0 2 0 2

주방가구 0 2 0 2

쇼핑방법

고객, 가격 0 0 0 0

단계별 쇼핑 0 0 0 0

서비스 0 0 0 0

반품, 품질보증 0 0 1 1

레스토랑 0 0 0 0

합계 17 28 9 54

가구배치: 3D가구를 직접 원하는 공간에 배치 가능 (스마트 기기 카메라 활용)

동영상: 교육, 디자인 컨셉, 홍보

이미지: 공간에 대한 스틸 추가이미지, 공간 사용에 대한 동영상 이미지

<표 6> 2015년 카탈로그와 스마트기기에서 상호작용 부분

추가이미지, 사이버 공간에 증강현실을 이용한 가구 배

치로 연결되어 공간의 확장성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

다. 한편 이케아 카탈로그가 많은 가정에서 보관되는 이

유는 카탈로그가 발행되는 일 년 동안에는 제품의 가격

변동이 없고, 카탈로그가 단순하게 가구를 전시하는 것

이 아니라, 마치 인테리어 잡지처럼 집안 공간을 세련된

디자인으로 보여주며, 소비자로 하여금 가구나 가구가

배치된 공간을 여러 소품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게 하

며, 더욱이 이케아 제품을 소비자들의 눈에 더욱 익숙하

게 만들기 때문이다. 나아가 공간이 연출된 부분은 소품

이나 가구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며 담요나 쿠션조차도

누군가 소파나 침대에서 방금 일어난 흔적처럼 자연스럽

게 공간과 동화되어 있어 현실성을 획득한다. 쓰러져있

는 장난감이나 소품으로 준비된 유리잔과 음료수의 물,

그릇 안의 수저마저도 누군가가 방금 식사를 하다가 화

장실에 간 듯, 금방이라도 돌아 올듯하다. 여기에 스마트

폰과의 연결이 더해져 공간에 대한 연출은 보는 이로 하

여금 그것이 마치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공간으로 착각에

빠지게끔 한다. 이러한 공간연출 방식 표현의 카탈로그

가 이케아가 예전부터 추구해왔던 직접적인 소통 공간에

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만나게 하는 것이다.

4. 결론

본 연구는 매년 발간되는 이케아 카탈로그의 표지가

보여주는 시대적 의미와 차별화된 공간 구성의 의미를

분석하고, 최근 발간된 카탈로그와 디지털 기계의 상호

협력의 부분에 대하여 이케아의 공간 작업의 특성을 분

석하였다. 이에 도출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케

아의 카탈로그 표지는 개별가구에서 실내공간으로, 거실

중심에서 다양한 공간으로, 디자인적 제안 공간에서 사

람이 머무르는 공간으로, 공간중심에서 사용자의 삶을

표현하는 등 실용적인 기능보다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

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감성적 공간으로의 표

현 변화는 이케아의 사업 확장에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

하는 감성적 요소를 결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둘째, 스

칸디나비안적인 생활 속, 기능적, 인간중심, 자연을 닮음,

지속가능 개념으로 재료의 한계를 극복하고 예술이기 보

다는 삶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제작된 가구와 소품이 이

케아 가구가 내재한 디자인 모티브이다. 때문에 최근 카

탈로그의 분위기는 이전 카탈로그보다 더욱더 평범한 사

람들과 그들이 만들어 내는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인 가

족중심의 스웨덴의 문화적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셋째, 이케아 카탈로그에서 보여주는 새로운 시

도로서, 지면 카탈로그와 스마트 기기와의 협력으로 누

구든지 제품 사용 및 배치에 대해 조금 더 쉽게 공간을

이해하고 배울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한 제품 광

고뿐만 아니라 공간에 대한 이해와 교육을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가 쉽게 다루기에

는 아직 불편한 점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도는 지

면 카탈로그가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을 상보하면서 보다

감성적이고 친근한 모습에 대한 생생한 표현을 더해 소

비자로 하여금 제품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게 만드는

브랜드 파워가 아닐까 한다. 이는 소비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교외에 떨어져 있는 이케아 매장으

로 구매 욕구를 가지고 찾아가게 하는 이유가 된다. 따

라서 이케아에 관한 연구는 단지 그들이 디자인하는 제

품의 특성뿐만 아니라 이케아가 소비자들의 실제적인 생

활과 일상에 깊숙이 파고드는 감성적인 측면에 중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오늘날 디지털화된 정보를 공유하는 사회에서는 광고

에 대한 함축된 디지털 미디어의 메시지가 중요하게 역

할 한다. 이케아에서 오랫동안 마케팅에 표현하는 전통

적인 방법과 스마트기기를 이용하여 새로운 공간과의 연

결하는 혁신적인 방법의 시도는 보다 대중이 공간을 이

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와 같이 상호작용

하는 공간 디자인의 소통에 대한 후행연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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