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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PA brands have quickly expanded in domestic fashion markets as native SPA brands enter markets that

foreign SPA brands previously occupied. It is important that each SPA brand establish its own brand iden-

tity to differentiate itself from other brands when SPA brand competition in fashion markets increases. This

study investigates how SPA brands express brand identities through colors due to their importance for vis-

ualization strategies and brand identity. This study conducted a simultaneous literature study and case study.

First, this study reviewed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brand identity and its relationship with colors as

well as SPA brands by studying relevant literature and cases of domestic academic theses and data on Inter-

net web sites. After reviewing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SPA brands, this study selected 4 stores of SPA

brands (8SECONDS, H&M, UNIQLO, and ZARA) as case study targets and analyzed the stores' external

appearance, interior and product colors. Store analysis divided colors into identity colors and trend colors

with each SPA company expressing its own brand identity through: the store's external appearance (logo

color), painted interior colors (ceiling, floor, walls, mannequins, hangers, equipment, and store-carrier bag),

or trend colors (reflected in the store's main display hall or products). The results consider that each SPA

brand sets the mass market as their target, and chooses the commercialization of latest fashion by selecting

the latest trends in the fashion trend cycle, so its products do not reflect characteristics symbolizing the

company's uniqueness and brand.

Key words: Brand identity, Identity color, SPA brand; 브랜드 아이덴티티, 아이덴티티 컬러, SPA 브

랜드

I. 서 론

최근 국내 패션시장은 중국 소싱을 통해 가격거품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제안하는 SPA 브랜드들이

증가하면서 중저가 시장이 패션시장의 블루오션 시장

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 패션시장에서 SPA 브랜드

는 2005년 ‘유니클로(UNIQLO)’의 국내 론칭을 시작으

로 2008년과 2009년 자라(ZARA)와 에이치앤엠(H&M)

이 국내 진출하며 인기가 본격화됐다. Lee et al.(2012)

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국내 패션업계의 매출성장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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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에 그친 데 비해 소위 ‘SPA빅3’로 불리는 이들 브

랜드는 같은 기간 77.0%가 넘는 매출성장을 기록했을

정도로 SPA 브랜드의 성장속도는 기하급수적이라 한

다. 해외 SPA 브랜드가 인기몰이를 하자 에잇세컨즈(8-

SECONDS), 스파오(SPAO), 미쏘(MIXXO), 스파이시칼

라(SPICYCOLOR) 등 대기업이 국내형 SPA로 업계에

뛰어들었다.

글로벌 SPA 브랜드에 비해 뒤늦게 국내 시장에 진출

한 국내 토종 SPA 브랜드 역시 저렴한 가격과 한국인

의 체형에 맞는 디자인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국

외 SPA 브랜드에서 뒤늦게 진출한 토종 SPA 브랜드까

지 SPA 브랜드의 영역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이 시

점에서, 타 브랜드와 구분 짓기 위한 브랜드 아이덴티

티의 확립이 중요하다. 패션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로는 패션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축을

위한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들(Jeon 2009; B. H. Kim,

2013; Shin 2010),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컬러로 분석한

사례연구들(Han & Kim, 2011; Noh & Park, 2007)이 진

행되었다. 그러나 명품 브랜드 및 매스티지 브랜드 일부

에 관한 연구로서, SPA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컬러로 분

석한 선행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컬러는 브랜드 시각화 전략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4개의 대표 SPA 브랜드 컬러 분석

을 통하여 브랜드 아이덴티티 컬러가 매장의 컬러에 어

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트

렌드를 반영하는 SPA 브랜드가 트렌드 컬러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

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하였다. 첫째, 국내 학술 논문 및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한 문헌연구를 통해 브랜드 아이

덴티티와 컬러, SPA 브랜드에 대해 고찰하였다. 둘째,

사례연구를 위해 2013년 5월 21일에서 2013년 5월 23일

까지 3일간 명동과 여의도 IFC몰 내의 SPA 브랜드 4곳

의 매장 방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SPA

브랜드들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컬러를 통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하여 브랜드 아이덴티티 확립을 위

한 컬러 활용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컬러

브랜드 아이덴티티란 기업의 입장에서 소비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이미지라 할 수 있다. 이런 연상은 브

랜드가 상징하는 것을 나타내고 그것을 만든 기업이 제

공하는 고객에 대한 약속을 포함한다. 데이비드 아커

(David Aaker)에 의하면 브랜드 아이덴티티란 특정 브

랜드의 목표 고객에게 원하는 브랜드 이미지로 각인시

키기 위하여 기업이 설정하는 하나의 비전이며, 기업이

고객들로부터 자사 브랜드에 대해 궁극적으로 갖기를

기대하는 이미지라고 정의하였다(Choi & Kim, 2005).

소비자가 특정 브랜드와 제품을 기억하고, 기업은 소비

자에게 브랜드를 강하게 인식시켜 추구하는 이미지를

만드는 데 있어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브랜드 차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구성요소로는

브랜드 네임(brand name), 로고(logo)와 심벌(symbol),

슬로건(slogan)과 징글(jingle), 캐릭터(character)와 패키

지(package), 컬러(color) 등을 말한다. 브랜드 아이덴티

티의 구성요소는 감각화 ·언어화된 브랜드로서 인식이

라는 관념적인 대상을 시각화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표

현하여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종합적인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Son, 2003).

Seo and Gu(2012)는 각각의 구성요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브랜드 네임은 브랜드에 있어 가

장 본질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네이밍을 통해 소

비자가 브랜드를 쉽게 기억하는 것을 도와준다. 로고와

심벌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

는 시각적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요소로서, 로고는 소비

자들이 브랜드 네임을 쉽고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구성한 시각적 글자 형태이며, 심벌은 글자 형태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특정 회사나 상표명을 나타내는 종합적

상징 체계를 뜻한다. 슬로건은 브랜드의 핵심 정보를 전

달해주는 짧은 문구로, 브랜드 이미지를 암시적으로 소

비자의 기억 속에 포지셔닝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징

글은 브랜드에 관하여 사용된 음악적 메시지, 즉 리듬

감을 가진 음악 슬로건으로 전문 작곡가에 의해 작곡되

는 광고용 후렴구이다. 캐릭터는 브랜드에 인간적인 성

격을 부여하여 실생활에 더 많이 활용하는 특별한 유형

의 브랜드 심벌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광고를 통해 소

개되며 광고와 포장디자인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수행

한다. 패키지는 특정 브랜드를 식별할 수 있도록 도움

을 주며 브랜드에 대한 묘사적 ·설득적 정보를 전달한

다. 패키지는 브랜드를 알리고 제품의 편익을 전달하는

시각적인 브랜드 요소이며, 매체광고보다 훨씬 지속적

이고 효과적인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되기도 한

다. 컬러는 브랜드를 상징하는 미학적 요소로서 기업이

나 상품을 나타내는 규정된 색을 말한다. Lee(2010)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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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브랜드 페어에서 컬러는 브랜드 네임, 슬로건,

로고 등의 다른 어떤 요소보다 더 빠르게 소비자들에게

인식되는 요소로서, 브랜드 호감도 상승효과는 물론 브

랜드 경쟁력을 강화하여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다 했음을 언급하였다.

컬러는 인간의 생리적 ·심리적 사고에 영향을 미치

며 정보전달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시각정보전

달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런던의 센트럴 세

인트 마틴 미술 디자인 대학의 감각 디자인 연구소 소

장인 제프 크룩(Jeff Crook)은 사람들이 간직하는 정보

의 83%는 시각을 통해 얻는다고 주장했듯이 시각은 우

리의 오감 중 가장 강력하다(Lindstrom, 2005/2006). 미

국의 유명한 컬러 컨설턴드 캐시 라만쿠사(Cathy Lama-

ncusa) 역시 어떤 제품에 대한 첫인상의 60% 이상은 컬

러가 결정한다고 하였다. 오감 중에서도 시각은 다른 감

각에 비해 5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한다. 따라서 브랜

드의 시각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이 컬러이다. 컬러 정체성은 컬러의 영향력을 극대화해

주는 것으로, 브랜드의 미션과 철학 그리고 개성을 더욱

잘 드러낼 수 있는 컬러를 찾을 수 있다면 강력한 아이

덴티티를 구축할 수 있다(Seo & Gu, 2012).

Noh(2009)에 따르면 컬러는 그 자체가 유발시키는 감

각적 경험요인에 의한 특별한 연상 작용을 일으키게 되

므로, 컬러의 사용으로 특정 브랜드를 시각적으로 차별

화시키는데 효율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컬러

는 컬러만으로도 브랜드를 다른 형태의 요소보다 쉽게

연상할 수 있으며, 브랜드 이미지와 브랜드의 연상을 이

끌어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고 경쟁 브랜드와 차

별화할 수 있는 요소로서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2. SPA 브랜드의 개념 및 특성

1) SPA 브랜드의 개념

SPA는 ‘Specialty store retailer of Private label Appa-

rel’로 자사의 기획 브랜드 상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

까지 하는 전문 소매점을 의미한다(Lee, 2012). SPA 개

념은 미국 청바지 회사인 GAP이 1986년 도입한 개념

으로서, ‘전문점’(speciality)과 ‘자사 상표’(private label)

및 ‘의류’(apparel)라는 의미를 합친 합성어로 번역을 하

자면 “자사 오리지널 기획 브랜드에 의한 어패럴 제조

직영 전문점”이라 할 수 있으며, 마켓에서의 유행을 관

찰하면서 디자인을 기획하고 직접 생산,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영어식 첫 글자 조합으로 일본에서 그대로 사

용하고 있는 것을 한국의 패션업계에서 그대로 받아들

여 사용하고 있다(Lee, 2004). SPA는 좋은 상품을 부담

없는 가격에 구매하기를 원하는 소비자의 니즈에서 시

작되었으며, 백화점 등의 고비용 유통을 피해 대형 직영

매장을 운영하고, 비용을 절감시킴으로써 합리적인 가

격에 제품을 공급하는 소비자와 가장 효율적인 연결로

소비자 요구를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하여 실현시키는

시스템이다(Jeong & Choi, 2011).

2) SPA 브랜드의 특성

SPA 브랜드는 ‘제품 기획 - 생산 - 판매’ 과정에서 자

체 생산, 자체 소매하는 생산과 소매유통을 결합한 특징

을 지닌다. 다시 말해 중간 유통과정이 생략되어 생산

단가와 유통비용을 줄이는 효율적 과정을 통해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뿐 아니라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

를 반영하여 좋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빠른 순환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Han & Cho, 2010). 소비자와 공급

을 가장 효율적으로 연결하여 소비자 니즈를 최적으로

실현시키는 시스템, 제품의 유통, 판매는 물론 원사생산

에서 방적, 방직, 염색, 소재가공, 봉제, 편직, 물류에 이

르는 모든 생산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낭비와 비

용을 극소화한다(Lee, 2004). 본 연구에서 선정한 대표적

인 4개의 SPA 브랜드의 특징을 정리한 결과는 <Table 1>

과 같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4개의 대표 SPA 브랜드들의 아이덴티티

컬러와 트렌드 컬러가 매장의 컬러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

하였다.

연구문제 1. 브랜드 아이덴티티 컬러의 매장 적용에

대해 분석한다.

연구문제 2. 브랜드 타깃과 컨셉에 따른 아이덴티티

컬러의 매장 적용에 있어서 차이점을

고찰한다.

연구문제 3. SPA 브랜드가 트렌드 컬러를 매장에서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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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2013년 5월 21일에서 2013년 5월 23일까지 3일간 명

동과 여의도 IFC몰 내의 SPA 브랜드 4곳의 매장 방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대상 브랜드는 타깃 연령층과

컨셉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UNIQLO, ZARA, H&M,

8SECONDS로 선정하였다. UNIQLO, ZARA, H&M은

인지도와 판매량이 높은 글로벌 빅3 SPA 브랜드이며,

8SECONDS는 2013년 대학생 1,128명을 대상으로 진행

된 ‘가장 선호하는 SPA 브랜드’ 설문조사에서 유니클

로에 이어 2위를 차지할 만큼 국내 SPA 대표 브랜드이

다(“[비즈포커스]삼성가 차녀 이서현 [[Bizfocus]Report

card of Lee Seo-Hyun]”, 2014). 본 논문에서는 소비자들

에게 선호도와 판매량이 높은 4개의 브랜드가 매장의

시각적인 컬러 관리도 잘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사례연

구 대상 브랜드로 선정하였다.

2013 S/S 트렌드 컬러는 국내 패션정보 전문 회사인

퍼스트 뷰 코리아가 제안한 2013년 S/S 컬러 트렌드가

2013년 S/S SPA 브랜드에 적용되고 있는지 비교분석하

였다.

3. 분석방법

4개의 SPA 매장을 방문하여 촬영한 사진이미지를 외

관, 인테리어, 상품이미지로 분류하였다. 분류된 여러 장

의 이미지를 Adobe Photoshop을 이용하여 해당하는 부

분의 색만을 모아서 한 장의 이미지로 구성하였다. 촬영

된 JPG 이미지는 Pink, Orange가 많이 나타나므로 BMP

파일로 변환시켜 변환된 각 이미지들을 Forgy(1965)의

이미지 클러스터링(Image Clustering) 방법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Forgy(1965)는 이미지 처리를 부분적으로

하지 않고 전체의 평균을 얻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이미지 클러스터링은 각 픽셀을

RGB 색 공간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픽셀끼리 묶어 평

균값으로 대체시켜 나타내는 방법으로 색의 수를 늘려

가며 원본이미지에 있는 대표색을 나타내 줄 수 있도록

하였고, 색의 분할 개수는 10개 이내로 정하였다. 10개

로 하였을 때 색상에 가장 가까운 값으로 클러스터링 되

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각 이미지당 대표색의 R, G, B

값을 도출해냈으며 모두 L, a, b 값으로 변환하였다. R,

G, B 값을 L, a, b 값으로 변환하는 이유는 물리적 색 표

Table 1. Characteristics of SPA brands

8SECONDS H&M

• Korean-type SPA brand launched by Cheil Industries in 2012

• Targets customers in their 20-30s

• Slogan: Fashion is reasonable, but quality is not compromi-

sed. Fashion should be for all, but the minority's sensitivity

and individuality should be alive. Be creative and make a

lifestyle beyond a product

• Emphasize various colors and high quality of products

• Concept pursuing reasonable prices and high-quality products,

not low-price products like UNIQLO's products

• Swedish brand launched in Korea in 2009

• Targets customers in their 20-40s

• Slogan: Fashion and Quality at the best price

• Simple, easy

• Its superficial image is the latest trend, but it has many gene-

ral products of various classes. It appeals to customers with

more urban styles

• Considers fashion most important

• Prepares for the grouping of various concepts like Basic,

Trend, and High Fashion, and various themes

• Developing various collaborative works

• Women's, Men's, Kid's, Denim Jeans, Accessories, Cosmetics

• Various kinds of items, mass production

UNIQLO ZARA

• Japanese brand launched in Korean markets in 2005

• Targets a wide range of customers in their 10s to 50s

• Slogan: Better product and cheaper price

• Pursuing “basic casual + fashionable trends” to reflect every

generation's' desires

• Clothes that everyone can wear anytime. Styles where all peo-

ple pursue individual fashion styles and are not governed by

trends

• Men's, Women's, Kids, Goods, Inner

• Small kinds of items, mass production

• Various kinds of sizes, colors

• Spanish brand launched in Korean markets in 2008

• Targets customers in their 20-40s

• Slogan: Good design and Good quality at Good price

• In this collection, the latest trends and the commercialization

of latest trend factors shared by a number of customers are

key

• It defines its target classes with a luxury strategy despite be-

ing an SPA brand by highlighting unique designs and with

limited availability

• Women's (Zara Woman, Zara Basic, TRF), Men's, Kid's, Per-

fume Lines

• Various kinds of items, low-volume production + Lux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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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방법의 갭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RGB는 빛의 3원색인 Red(빨강), Green(녹색), Blue(파

랑)에 의한 색 표시방식으로 세 가지 색을 혼합하여 나

타낸다. RGB 방식은 TV, 모니터, 카메라 등과 같이 빛

을 사용하는 장치에 적용된다. 반면, Lab는 Red(빨강),

Yellow(노랑), Green(녹색), Blue(파랑)을 4원색으로 한

색표계로 RGB의 범위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색상범

위를 가지며, RBG의 표현범위의 한계를 벗어나 가시파

장 스펙트럼의 모든 색상을 표현할 수 있다. L*(Lumi-

nosity, 명도) 채널과 a*(Red와 Green의 색상정보) 채널,

b*(Blue와 Yellow의 색상정보) 채널 이렇게 3채널로 구

성되며 색상과 빛을 분리하여 이미지를 표현하기 때문

에 채도의 변화 없이 색상대비와 밝기가 조절가능하다.

따라서 빛을 사용하는 카메라로 촬영된 사진의 RGB이

미지를 L*a*b로 변환하면 본래 색상과의 차이를 줄일

수 있다.

변환된 L*a*b의 값을 엑셀 매크로 프로그램을 적용

하여 해당하는 값을 색(Hue)으로 나타내었다. 또한 색의

값을 L*(명도)와 c*(채도: c*= )를 Tone의

개념으로 정리한 PCCS Tone으로 나타내어 색(Hue)과

톤(Tone)을 함께 분석하였다. 따라서 색을 육안으로 판

단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통해 색 값을 수치화시

키고 그래프화함에 따라 컬러의 정확한 비교분석이 가

능하게 하였다.

퍼스트 뷰 코리아가 제안한 2013년 S/S 색채트렌드

의 색 값 또한 웹사이트의 트렌드 컬러를 위와 같은 이

미지 클러스터링 방법을 적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이

미지 클러스터링 프로세스 과정을 정리하면 <Fig. 1>과

같다.

IV. 분석결과 및 고찰

1. SPA 브랜드 아이덴티티 컬러

사진촬영한 4개의 SPA 브랜드 로고 컬러의 RGB를

추출하고 L*a*b로 변환하여 <Table 2>와 같이 L*a*b의

값을 구하였다. 이 중 레드의 로고 컬러를 가진 에잇세

컨즈와 H&M, 유니클로 3개 브랜드의 레드 로고값을

명도와 채도의 L*C* 그래프로 분석한 결과 <Fig. 2>와

같다.

세 개의 브랜드가 같은 레드 로고를 사용했지만 그래

프에서 보여지듯이 브랜드마다 톤이 다른 레드 컬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션성을 가장 중시하

고 최신의 트렌디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H&M은 세 브

랜드 중 가장 높은 명도와 채도값을 가진 쿨 톤의 레드

를 사용함으로써 브랜드에서 추구하는 트렌디한 아이

덴티티를 세련된 레드를 통해 잘 반영하고 있다. 20대

를 메인 타깃으로 하고 있는 에잇세컨즈는 젊은층에게

어필하는 브라이트와 스트롱 톤의 중간 정도에 위치한

레드를 사용하여 브랜드 타깃층과 잘 어울리는 레드 톤

을 사용하고 있다. 유니클로는 중명도 중채도의 레드 컬

러로 세 개의 브랜드 중 가장 낮은 명도와 채도값을 가

진다. 세 개의 브랜드 중 상대적으로 넓은 타깃층을 가

지고 베이직 캐주얼을 추구하는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컬러 톤에서도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간값의 색을

통해 반영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

자가 분석하기에는 레드라는 같은 로고 컬러를 가진 브

랜드들이 색은 같지만 톤의 차이를 통해서 브랜드 타깃,

컨셉, 아이덴티티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SPA 브랜드들이 브랜드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는

로고에 빨간색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Kim(2005)에 의하면 빨간색은 시각성과 명시도가 높은

색이면서 코카콜라 마케팅의 성공 이후에는 강력한 소

비의 색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현대사회에서는 긍정적

인 의미의 아름다움이나 멋진 장소를 나타내는 상징적

인 의미와 동일하게 쓰이기도 한다(H. P. Kim, 2013). 또

한 미국 버지니아대와 버지니아공대 연구진이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상품을 소개할 때 배경을 붉은색으로

하면 고객들이 더 높은 값을 부른다는 연구결과가 발표

하기도 했듯이 고객의 지갑을 열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색이기도 하다(Lee, 2012). 이처럼 소비를 촉진시키는 의

미를 지닌 빨간색은 어찌 보면 SPA 브랜드의 특성을 가

장 잘 반영하는 색이라고 할 수 있으며, SPA 브랜드들

이 빨간색을 선택하는 이유라고 해석할 수 있다.

2. 2013년 S/S SPA 브랜드에 나타난 컬러 분석

SPA 대표 브랜드 4곳인 에잇세컨즈, H&M, 유니클로,

자라의 컬러를 매장 외관과 인테리어, 상품의 색으로 분

류하여 각각의 컬러를 분석하였다. 외관컬러는 외벽과

로고, 외부용 쇼핑백, 매장 외부에서 보는 영상물의 색을

포함한다. 인테리어 컬러는 천장, 벽, 바닥, 마네킹, 행거,

옷걸이 등을 포함한 집기, 인테리어 소품의 색을 포함

하였으며, 상품의 컬러는 의류, 슈즈, 액세서리 등 판매

되는 상품의 색만으로 제한하였다. 각 이미지를 Forgy

(1965) 이론의 이미지 클러스터링을 실시하여 분석한 결

a*( )
2

b*(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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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mage clus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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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Fig. 3>과 같다.

분석결과 추출된 대표색은 아이덴티티 컬러와 트렌

드 컬러로 분류되었다. SPA 기업들에게는 브랜드의 아

이덴티티 반영이 매장의 외관, 로고색이나 매장 내부의

천장과 바닥, 벽, 마네킹, 행거, 집기, 매장 쇼핑백 등의

인테리어 컬러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와 정체성을 나타

내고 있었으며, 매장 상품의 컬러를 통해 트렌드 컬러

가 나타나고 있었다.

1) 아이덴티티 컬러

에잇세컨즈는 외관에서 블랙과 아이덴티티 컬러인 레

드 오렌지 로고가 보여졌다. 윈도우 스크린에서는 서브

컬러인 핑크와 스카이 블루가 배경색으로 사용된 광고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브라이트한 색을 통해

20대 초 중반을 타깃으로 하는 컨셉을 명확하게 나타내

고 있었다. 매장 내부에서는 벽과 바닥을 편안하면서도

Table 2. L*a*b* of SPA brands

Brand L*a*b 

8SECONDS L: 35.07977 a: 50.37515 b: 36.1056

H&M L: 49.49147 a: 70.09449 b: 39.79164

UNIQLO L: 31.1771 a: 42.31433 b: 26.22331

ZARA L: 4.78016 a: 0.05217 b: 3.381965

Fig. 2. L*C* red color.

Fig. 3. SPA brand col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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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 느낌의 우드 컬러로 사용하였고, 천장과 마네

킹, 행거 등에는 화이트가 쓰이면서 깨끗한 이미지가 더

해진 매장을 연출하였다.

H&M은 매장 외관에 어반 스타일을 지향하는 브랜드

컨셉에 맞게 블랙, 화이트를 사용하고 채도가 높은 레

드 로고가 보여졌다. H&M 내부는 블랙, 화이트, 카키,

톤 다운된 그레이쉬 그린 컬러가 벽, 천장, 집기 등의

색에 사용되면서 H&M만의 시크하면서 세련된 이미지

를 표현하고 있었다.

자라는 외관에서 블랙과 쿨 화이트로 모던한 브랜드

컨셉을 간결하게 보여주고 있다. 세련된 고급화 이미지

를 추구하는 자라는 매장 내에 톤온톤의 조화, 브라운

과 아이보리의 컬러 조합으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형

성하고 있었다.

베이직함이 기본 컨셉인 유니클로의 외관은 로고 컬

러이기도 한 레드와 화이트만을 사용하고 있었다. 내부

는 천장, 벽, 옷걸이, 마네킹 집기 등에 에잇세컨즈와

마찬가지로 화이트, 우드 브라운을 사용하고 있으며 행

거, 난간 등에 메탈을 사용하였다.

전반적으로 4개의 SPA 브랜드에서 공통적으로 인테

리어 컬러를 통해서는 아이덴티티를 크게 부각시키지

않고 있다. 상품회전율이 빠른 SPA의 특성상 인테리어

는 무채색 혹은 그레이쉬한 톤의 베이직한 컬러를 사용

하여 상품이 빠르게 전환되어도 상품의 컬러와 조화될

수 있도록 타임리스(timeless)한 컬러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테리어를 통해서 아이덴티티를 크

게 부각시키지 않지만 네 개 브랜드 모두 외관 컬러를

통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었다.

<Fig. 4>는 4개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컬러를 L*C* 평

면에 나타낸 도식이다. 그래프의 y축에 몰려있는 점들

이 SPA 브랜드가 공통적으로 인테리어에서 무채색과

그레이쉬한 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특히 어반 스타일을 추구하는 H&M과 모던함을 지향

하는 자라는 H&M의 채도 높은 레드 로고 컬러를 제외

하고 모두 무채색 가까운 색으로 브랜드 컨셉을 잘 반

영하고 있다. 20~30대의 젊은 타깃층을 겨냥하고 동적

인 이미지를 추구하는 에잇세컨즈와 넓은 세대를 타깃

으로 베이직 패션을 컨셉으로 하는 유니클로는 외관에

서 보다 채도가 높은 컬러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트렌드 컬러

매 시즌 바뀌는 트렌드는 상품의 컬러를 통해 반영되

어 나타났다. 에잇세컨즈 상품의 색에서는 2013년 S/S

트렌드 컬러인 소프트 파스텔과 애시드 네온 컬러가 뚜

렷하게 나타났다. H&M 역시 상품을 통해 피치 핑크, 에

메랄드 그린, 오렌지 등의 트렌드 컬러가 나타났는데 네

온 컬러는 옷보다 액세서리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자라는 상품디스플레이를 통해 빈티지 진, 스카이 블

루, 네이비 등과 같은 다양한 베리에이션의 블루 트렌

드의 강세가 보이고 있으며 네온과 오렌지, 피치 핑크,

옐로우 등과 같은 트렌드 컬러가 라인별 디스플레이 사

이사이에 조화롭게 나타났다.

트렌드 컬러의 사용에서 에잇세컨즈, H&M, 자라가

Key 트렌드 컬러인 네온 컬러와 오렌지, 에메랄드 그린

을 부각시키는 디스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유니

클로는 확연한 차이를 나타냈다. 상품의 컬러 분포도를

보았을 때 SPA 브랜드 특성에 맞게 에잇세컨즈, H&M,

자라는 화이트, 그레이, 블랙과 같은 타임리스 컬러를 제

외하고는 상품에 컬러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반면, 컬러가 브랜드를 소비자에게 인식시키는 중

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유니클로는 상품에 트렌드 컬러

의 적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이는 브랜드

자체에서 판매량들을 고려하여 분석된 브랜드 컬러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니클로만의 브랜드 대

표 컬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추출된 컬러를 통해

로고 컬러인 레드 계열과 블루 계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브랜드는 타임리스한 컬러를 제외하고는 아이덴

티티 컬러와 트렌드 컬러가 겹치는 게 없지만 유니클로

는 레드 컬러가 외관 인테리어 및 상품색에 이어져 나

타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SPA 브랜드 특징이

빠르게 바뀌는 시즌 트렌드를 단시간에 흡수해서 매 시

즌 유행 컬러를 보여 주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지만, 컬

러를 통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 유니클로 같은 경우에

Fig. 4. L*C* identity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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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브랜드 자체적으로 분석한 컬러군에 새로운 시즌 트

렌드 컬러가 부분적으로 더해져서 변화를 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에잇세컨즈, H&M, 자라와 같이 젊은층을 타깃으로 하

거나 디자인이 빠르게 변하는 여성 브랜드 같은 경우에

는 전반적인 변화를 주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

서 상품에 트렌드 컬러 전체를 반영하고 있다. 그에 반

해, 유니클로와 같이 유니섹스나 나이 구분이 없이 넓은

타깃층을 가진 혹은 디자인이 빠르게 변화하지 않는 베

이직 브랜드의 경우에는 타 브랜드와 차별화되는 자신

만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컬러 맵을 가진 상태에서 시즌

컬러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5>는 퍼스트 뷰 코리아가 제안한 2013년 S/S 컬

러트렌드의 색 값과 매장의 상품의 색에서 보이는 트렌

드 컬러를 비교하여 L*C* 평면에 나타낸 결과로, 유니

클로의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의 색과 2013 S/S

트렌드 컬러가 전반적으로 유사한 컬러 분포도를 보인

다. 이는 트렌드 컬러가 상품을 통해 적용되고 있다는 것

을 의미하며 이는 유행주기가 짧은 패션 브랜드의 특성

상 특히 SPA 브랜드가 최신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상품

을 빠르게 순환시키기 때문에 트렌드 컬러가 외관이나

인테리어에 적용되지 못하고 상품을 통해 반영되는 것

으로 해석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를 반영하는 SPA

브랜드들이 컬러를 통해 아이덴티티와 트렌드를 매장

에서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브랜드

타깃, 컨셉에 따라 아이덴티티 컬러의 매장 적용에 차이

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브랜드 아이덴티티 확

립을 위한 컬러 활용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SPA 브랜드가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를 반영하고

다양한 디자인을 보여주기 때문에 브랜드만의 아이덴티

티가 컬러를 통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

만, 실증연구 결과 외관과 인테리어를 통해서 브랜드의

아이덴티티 컬러를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잇세컨즈, H&M, 유니클로가 모두 빨간색이라는 같

은 로고색을 가진 브랜드들이라도 색은 같지만 명도와

채도를 달리한 톤의 차이를 통해서 브랜드 타깃, 컨셉,

아이덴티티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고 컬

러와 함께 보이는 외관 컬러와 인테리어 컬러들을 각각

의 브랜드 이미지를 상징하는 컬러들로 배색함으로써,

브랜드 외부와 내부에서 컬러를 통해 아이덴티티를 나

타내고 있었다. 특히 매장 내부용 쇼핑백과 구매자들의

쇼핑백을 로고 컬러를 포함한 아이덴티티 컬러로 만들

어서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노출시키고 있었다.

트렌드 컬러는 상품의 컬러를 통해서 나타났다. 분석

그래프를 통해 상품의 컬러와 2013 S/S 트렌드 컬러가

전반적으로 유사한 컬러 분포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트렌드 컬러가 상품을 통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SPA 브랜드가 빠르게 변화하는

최신의 트렌드를 계속 반영하기 때문에 트렌드 컬러가

외관이나 인테리어에 적용되지 못하고 빠르게 순환하

는 상품을 통해 반영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상품의 컬

러에서 주목할 만한 브랜드는 유니클로이다. 유니클로

이외의 세 개의 브랜드는 시즌 컬러에 훨씬 민감하게 반

응하고 있으나, 유니클로는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상

품컬러를 통해서도 보여주기 때문에 상품 컬러 전체를

트렌드에 민감하게 바꿀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브랜드 아이덴티티 확립을

위한 컬러 활용 혹은 컬러를 통한 마케팅을 활용할 브

랜드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브랜드 아이덴티티 컬러는 브랜드의 이미지에 부합

하는 색상과 색조를 사용하여 경쟁 브랜드들 사이에서

도 분명하게 차별화하고, 브랜드 컨셉에 맞는 아이덴티

티 컬러들 간의 배색을 통해 좀 더 명확하게 자사 브랜

드의 이미지를 전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로고, 패키지

와 같이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구성요소들에 통일성있

게 아이덴티티 컬러를 사용하여 소비자들에게 반복적

으로 노출시킴으로서, 타 브랜드와 차별화되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고히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Fig. 5. L*C* SPA color and 2013 S/S trend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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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섹스나 연령 구분이 없이 넓은 타깃층을 대상으

로 진행하는 브랜드 또는 디자인이 트렌디하게 변화하

지 않는 베이직한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자신만의 브랜

드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컬러 웨이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매 시즌 트렌드를 반영하여 시즌 상품 컬러

전체를 바꾼다고 해서 소비자가 그 브랜드의 컬러가 다

양하다고 인지하지 못한다. 기본적으로 소비자 반응이

있는 컬러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그 후 시즌 컬러를

잘 읽어내서 상품에 적용해야 한다. 기업에서 혹은 브

랜드에서 여러 가지 자료분석을 통해 선택되어 상품에

적용된 컬러는 소비자에게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같은

특별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소비자들

은 컬러의 다양성을 가진 브랜드로 인지할 것이고, 이

를 통해 성공적인 컬러 마케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브랜드 아이덴티티 확립을 위한 컬러의 활용은 기업

고유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브랜드

네임, 로고, 슬로건, 패키지 등 다른 아이덴티티 요소도

중요하지만 컬러는 이보다 더 빠르게 소비자들에게 인

식되기 때문에, 자신만의 컬러를 소유한 브랜드는 고유

컬러로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브랜드 컨셉과 타깃에 맞는 차별화된 아

이덴티티 컬러는 브랜드 이미지를 극대화하여 최소 비

용으로 최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브랜드 마케팅 전략

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2013년 S/S 한 시즌만을 대상으로 한 사례

연구라는 한계점을 가진다. 계속적으로 새로운 SPA 브

랜드가 론칭하여 더욱 경쟁이 치열해진 SPA 브랜드 마

켓에서 기업들은 브랜드 아이덴티티 확립을 위한 컬러

활용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F/W 시즌

을 포함하고 영향력 있는 SPA 브랜드들을 추가한 관련

후속연구들이 더욱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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