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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ome furnishing and living market is growing because of the increasing 

interest of consumers in living spaces. In this trend, global fashion companies 

are seeking to increase sales by expanding their businesses by launching their 

own home lines or brands early, taking advantage of the various advantages of 

each brand. In response,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the strategies 

necessary for domestic fashion brands to pursue their business in the future by 

conducting a case study and characteristics analysis of the living brands of 

foreign fashion companies in line with the trend of expanding their 

living-related businesses. The following is an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living brands of global fashion companies. First of all, utilizing the brand 

awareness of fashion companies; second, the strength of unique textile designs; 

and third, the expansion of synergy through the expansion of the business into 

various fields. Fourth, the lack of diversification in materials suitable for living 

products; fifth, the lack of information on quality; sixth, the lack of space and 

contents for living areas. Finally, a living brand strategy of a domestic fashion 

company was proposed as follows. First, it proposed collaboration with textile 

design companies and designers; second, it proposed exploring business models 

through the inclusion of brand licenses; and third, it proposed expanding the 

planning of living products of private brand by distribution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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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최근 들어 집에서 휴식하고 소소한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 

이 늘어나면서 홈족 이라는 용어가 생겨날 만큼 개인의 리‘ ’

빙 공간은 주거 개념을 넘어서 바쁜 일상에서 벗어난 휴식

과 힐링의 공간이 되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와 함께 많은 . 

현대인들은 리빙 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를 통SNS

해 자신의 집을 소개하거나 꾸미는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공

유하고 있다 자신의 리빙 공간을 꾸미는데서 오는 행복과 . 

타인에게서 받는 공감은 새로운 심리적 만족을 이끌어 내는 

새로운 소비 형태가 되어 왔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생활공간을 스타일링 할 수 있는 플랫  

폼이 등장하면서 홈 퍼니싱 시장 규모는 크게 성장해 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홈 퍼니싱 시장은 년 조원 규모에서 2008 7

년 조 원으로 늘어났고 년에는 조 원 규모가 2016 12 , 2022 18

될 것으로 예측한다 이러한 추세 속(Kwak & Jung, 2018). 

에서 국내 대기업들은 리빙 관련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신세계백화점의 까사미아 인수‘ (Casamia)’ , 

롯데의 덴마크 홈 퍼니싱 브랜드 일바 의 국내 런칭 ‘ (Ilva)’

및 삼성물산의 스웨덴 리빙 브랜드 그라니트 출시 ‘ (Granit)’ 

등을 들 수 있다.

국내 패션 시장은 년 이후 미만의 낮은 성장률  2010 5% 

로 더 이상 유의미한 성장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Kim, 

해외 패션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불경기를 피2020). 

해갈 수 없었지만 많은 해외 패션기업들은 각 브랜드만의 , 

다양한 장점을 살려 일찌감치 리빙 및 홈 라인이나 브랜드

를 런칭하여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사업 확장

을 통한 매출 신장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패션기업의 . 

리빙 사업은 아직 미비한 실정이고 패션 브랜드에서 리빙의 , 

제품을 직접 기획 생산하지 않고 주로 해외 브랜드 제품의 , 

수입과 편집숍 형태로 운영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 

리빙 수요를 충족시키고 기업의 수익 창출을 위해 국내 패, 

션 브랜드의 리빙 분야 사업 확장은 필요한 상황이라 볼 수 

있다. 

패션기업의 리빙 브랜드와 관계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 

가구브랜드로 확장한 패션 브랜드를 브랜드 확장 이론에 근

거하여 확장전략 성공요인을 다각도로 분석한 바 있고, 

기존 패션 브랜드와 확장한 인테리어 브랜드(Choi, 2011), 

의 텍스타일 디자인 유사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구체적인 사·

례를 제시한 연구가 있다 그리고 (Lee, 2011). (Yang, 2013)

은 홈 컬렉션의 일반적 고찰과 함께 홈 컬렉션과 텍스타일 

디자인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미국 시장에서 홈 컬렉션으로 , 

성공한 패션 브랜드의 디자인 및 제품의 특성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 연구들과 더불어 해외 패션기업  , 

이 불경기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로 리빙 관련 사업을 확장

하는 추세에 맞춰 해외 패션기업의 리빙 브랜드 사례 조사

와 특성 분석을 통해 향후 국내 패션 브랜드가 리빙 분야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국내외 단행본 학위논문과 학술지 및 관련 , 

기사 등을 중심으로 문헌 연구를 한다 실증연구는 리빙 관. 

련 브랜드를 운영 중인 패션기업의 홈페이지를 통해 리빙 

관련 카테고리 자료를 수집하고 리빙 제품 컬렉션 사례를 , 

분석한다 해외 패션기업들은 가격대를 기준으로 럭셔리 컨. , 

템포러리 로 분류하고 사례들을 바탕으로 해외 패션기, SPA , 

업의 리빙 브랜드 특성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해외 패. 

션기업과는 다른 조건과 상황에 처해 있는 국내 패션기업의 

성공적인 리빙 관련 분야로의 사업 확장 방안 수립에 도움

이 될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리빙�브랜드의�개념과�변화II.�

리빙 은 의식주와 관련 전반적인 일상생활에서 발생(living) , 

하는 행위에까지 사회적 문화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로 사용, 

되고 있다 사람의 삶에 중요한 주거 공간과 관련된 전반적. 

인 디자인을 담당하는 리빙 브랜드는 가구 조명 패브릭 등 , ,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다양한 품목을 기획하고 소비자에게 

필요한 상품을 제공하여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한

다. 

패션기업은 과거 어패럴 위주의 단일 제품군을 선보였지  

만 코스메틱 리빙 분야 등 다양한 제품군으로 확장해 왔, , 

다 패션기업의 리빙 브랜드는 패션 브랜드 홈페이지에 . 

등‘Home’, ‘Casa’, ‘Living’, ‘Lifestyle’, ‘Home Collection’ 

의 카테고리로 분류하거나 기존 홈페이지에서 리빙 브랜드 

사이트를 분리하여 침구류를 비롯해 주방용품 식기류 가구, , , 

벽지 테이블 장식 등 기능과 장식을 갖춘 다양한 토털 리, 

빙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주요 패션 디자이너들 중 홈 . 

컬렉션을 처음 선보였던 폴 푸아레는 년 최초의 토털 1911

라이프스타일 사업을 성공시켰고 이후 많은 패션기업의 리, 

빙 브랜드 런칭에 있어서 본보기가 되었다(Yang, 2013).

국내 리빙 관련 기업은 년대 후반에서 년대 중  1980 1990

반에는 입식 문화로 변화되면서 침대 식탁 소파 등 가구 , , 

위주의 시장이 주를 이루었다 년대 중후반에서 년. 1990 2000

대는 집을 꾸미는 매체가 다양화된 리빙 문화로 변화하여 

소품이 중요하게 되면서 라이프스타일샵이 등장하기 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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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ajor� Fashion� Brands� that� Launched� Living� Line

Fashion� Brand
Living� Line�

Launching� Year
Fashion� Brand

Living� Line�
Launching� Year

Paul Poiret 1911 Armani 2000

Hermes 1924 Oilily 2001

Marimekko 1960 DKNY 2001

Etro 1981 ZARA 2003

Missoni 1983 Kate Spade 2004

Ralph Lauren 1983 Bottega Veneta 2006

Fendi 1989 H&M 2009

Versace 1992 Gucci 2017

Calvin Klein 1995 Loewe 2017

였다 년대 후반은 아울렛과 대형마트의 생활용품 브랜. 2000

드가 등장하며 리빙 브랜드의 대중화가 본격화 되었고 해외 , 

유명 라이스타일 샵이 국내에 진출하여 트렌디하고 합리적

인 가격의 리빙 제품을 선보였다 년대 초반은 해외 유. 2010

명 리빙 브랜드들과 편집숍이 고급화와 디자인의 독창성을 

강조한 제품으로 매장을 구성하였고 비슷한 시기에 국내 , 

패션 브랜드들이 라이프스타일샵으로 진출하면서 새로SPA 

운 리빙 문화를 주도하였다(Lee & Jang, 2014).

해외�패션기업의�리빙�브랜드�운영�사례와�특성III.�

해외�사례�1.�

해외 패션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리빙 관련 브랜드 자료를 

수집하고 가격대를 기준으로 럭셔리 컨템포러리 브랜, , , SPA 

드로 분류하였다 또한 럭셔리와 컨템포러리 패션 브랜드들 . 

중 아이템의 구성에 있어서 텍스타일디자인 주력 리빙 브랜

드와 토털 리빙 브랜드로 분류하여 상대적으로 다양한 리빙 

관련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브랜드를 각각 세 브

랜드씩으로 압축하여 사례를 살펴본다.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리빙 브랜드1) 

텍스타일디자인 주력 리빙 브랜드(1) 

Missoni(www. 는 년 missonihome.com) 1983 Missoni Home 

컬렉션을 런칭하여 텍스타일과 가구 전문, 회사인  T&J 

와 협력하여 현재까지 리빙 제품을 제작하고 있다Vestor .

은 매년 회 이상의 새로운 테마로 컬렉션을 Missoni Home 6

발표하는데 특이한 점은 회의 아웃도어용 컬렉션을 발표한2

다는 것이다. 패션에서 볼 수 있는 강렬한 색채 대Missoni 

비와 지그재그 등의 기하학 패턴을 적극적으로 적용한 침구

류 제품과 쿠션 소파와 같은 업홀스터리 제품 등 패브릭 , 

위주의 제품에서부터 데코 및 테이블웨어 등 다양한 리빙 

제품을 제안하고 있다.

는 년 가구와 텍스타일 라인 비  Etro(www.etro.com) 1981

즈니스를 시작으로 년부터 본격적인 홈 컬렉션을 선보1985

이기 시작했다 년 홈 컬렉션의 생산과 유통의 전문화. 2017

를 위해 이탈리아 고급 인테리어 가구 회사인 · Jumbo 

과 파트너쉽을 체결하였다 은 의 아Group . Etro Home Etro

이코닉 페이즐리 패턴을 기본으로 유지하면서 꽃과 (paisley) 

식물 및 다양한 기하학 패턴을 장식적 요소로 사용하고 있

고 쿠션 스로 퀼트 홈 액세서리 베드 린넨, , (throw), , , (bed 

바스 린넨 으로 가지로 제품을 분류하linens), (bath linens) 6

고 있다.

는 년 컬렉션을 출시하였고  Versace 1992 Versace Home , 

패션에서의 그리스 로마의 전통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네·

오 클래시즘 의 (Neo Classicism) 화려하고 관능적인 감성을 

리빙 공간에 적용하고 있다 의 고급스럽고 . Versace Home

격조 있는 디자인은 강렬한 메두사 로고와 블랙과 (Medusa) 

골드 컬러 조합을 이용한 강렬한 색상 명도대비를 보인다/ . 

년에는 인테리어 디자이너 2019 Sasha Bikoff 

와 아티스트 과 작업을 하여 (sashabikoff.com) Andy Dixon

단순한 리빙 공간에 개별 라이프스타일을 표현할 절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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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Missoni� Home
(www.missonihome.com)

Figure� 2.� Etro� Home
(www.etro.com)

Figure� 3.� Versace� Home
(www.pinterest.co.kr)

Figure� 4.� Hermes� Home
(www.maisonkorea.com)

Figure� 5.� Fendi� Casa
(www.fendi.com)

Figure� 6.� Armani� Casa
(www.armani.com)

고 창조적인 제품을 선보여 신화와 팝 문화의 융합을 시도

하였다 패브릭 제품 외에도 테이블웨어 장식품 및 반려동. , 

물 용품까지 홈 컬렉션의 아이템 구성 범위를 넓혀가고 있

다.

토털 리빙 브랜드(2) 

는 년 실내 장식가 장 미셸 프랭크Hermes 1924 (Jean Michel 

의 제품에 에르메스의 가죽 커버를 사용하게 되면서Frank) , 

의 홈 라인이 시작되었다 이후 년 는 Hermes . 1942 Hermes

가구 시리즈인 홈 발렛 를 출시하였으며 (Home Vallet) 1980

년대부터 도자기 크리스털 등 각종 식기류를 포함한 테이블, 

웨어 컬렉션을 출시하였다 년 인 라 메종. 2011 Home Line

을 런칭하여 가구와 조명 벽지 카펫 등의 텍(La Maison) , , 

스타일제품 테이블웨어 및 펫 키즈 리빙용품 등 리빙 카테, , 

고리의 전 영역을 포함한 토털 리빙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Oh, 2011). 

  Fendi(www.fendi.com)는 년 인테리어 디자인 하우1989

스 를 런칭하면서 가구와 원자재 전문기업과 합Fendi Casa

작한 홈 컬렉션을 선보였다 는 부드러운 최고급. Fendi Casa

가죽 소재를 적용한 제품을 출시하고 년 주방 컬렉션 2012

엠비엔트 쿠치나 를 런칭해 토털 리빙 ‘ (Ambiente Cucina)’

브랜드로 영역을 넓혔다 는 . Fendi Casa Luxury Living 

과 라이선스를 체결하여 우아하고 도시적인 라이프스Group

타일을 제안하고 클래식과 모던한 디자인으로 가구 등의 인

테리어 프로젝트도 진행하며 공간에 옷을 입히는 방식으로 

모피 가죽 벨벳 등을 다양하게 이용하여 업홀스터리 패브, , 

릭 제품을 생산한다 또한 년 로마 본사 건물을 개조해 . 2016

성급 호텔 를 운영하며 만5 Fendi Private Suites Fendi Casa

의 럭셔리하고 우아한 감성을 전달하고 있다.

는 라이프스타일까지 토털 리  Armani(www.armani.com)

빙 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해 년에 이탈리어로 집 을 뜻2000 ‘ ’

하는 를 합성한 를 런칭하였다‘casa’ Armani Casa . Armani 

는 패션 브랜드에서 쌓은 가치를 그대로 리빙 공간에 Casa

투영시켜 가구 조명 홈 데코 패브릭 욕실과 주방 시스템, , , , 

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리빙 전문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함으로써 전문적인 토털 리빙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예. 

를 들어 인테리어 텍스타일디자인과 생산 전문 회사 , 



44 패션비즈니스� 제 권� 호� � � � � � 24 3

와 라이선스 체결을 맺고 고급스런 장식과 정교한 마Rubelli

무리 기술로 홈 컬렉션 제품을 제작해 왔고 욕실 전문 회, 

사 와 협업하여 욕실 제품을 생산 벽지전문회사 Roca , 

와의 파트너십으로 벽지 컬렉션을 선보이고 Jannelli & Volpi

있다 또한 두바이와 밀라노에 호텔을 오픈하여 대부분의 호. 

텔 내 가구와 소품을 제품을 사용하여 우아하Armani Casa 

면서도 절제된 아르마니 고유의 감성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컨템포러리 패션 브랜드의 리빙 브랜드2) 

텍스타일디자인 주력 리빙 브랜드(1) 

은 년 라이선스를 받아 시트 타월 및 식Calvin Klein 1995 , , 

기로 구성된 홈 컬렉션을 출시하며 을 확장해왔Home Line

다 의 은 패션의 미학을 차용하여 . Calvin Klein Home Line

실용성 편안함 심플함 등 미니멀리즘을 강조한 리빙 제품, , 

을 선보여 모던함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취향을 사로잡았다. 

패브릭을 중점으로 침실용품 욕실용품 그리고 데코레이션 , 

용품으로 분류하여 다양한 리빙 제품을 기획하고 있다. 

는 년 소개한 폴카 도트 라는 테이  Oilily 2001 ‘ (Polka Dot)’

블웨어 라인이 인기를 시작으로 사업을 전격적Home Line 

으로 확장해왔다 는 패션 분야와 마찬가지로 네덜란드 . Oilily

특유의 선명하고 강렬한 컬러와 전원 속의 여유로움을 표현

하기 위해 플라워와 식물 패턴을 리빙 제품의 주된 모티프

를 적용하여 화려한 패턴의 다양한 패브릭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는 년 라이프스타일에 도시적이고 실용적인   DKNY 2001

의 브랜드 이념을 완성시키는 의미에서 의 DKNY DKNY

가구 라인 올 어바웃 터치 앤 필Home ‘ (All about touch 

을 출시하였다 의 & feel)’ (Choi, 2014). DKNY Home Line

은 주로 부드러운 무채색 컬러와 솔리드 원단 및 캐주얼한 

기하학 패턴을 사용하여 간소하지만 세련되게 연출한다 소. 

Figure� 7.� Calvin� Klein,� Home� Line
(www.pinterest.co.kr)

Figure� 8.� Oilily,� Home� Line
(www.oilily.com)

Figure� 9.� DKNY,� Home� Line�
(www.donnakaran.com)

재는 주로 광택 없는 코튼 등을 이용하여 플리츠를 추가하

여 디테일을 더하여 침구와 커튼 쿠션 등에 적용시킨다, .

토털 리빙 브랜드(2) 

는 년에 북유럽의 Marimekko(www.marimekko.com) 1960

기능주의에 기초를 둔 패션과 패브릭 디자인을 시작으로 침

구류를 포함한 다양한 생활용품을 출시하기 시작하였다. 

는 성공적인 패브릭 사업에서 라이프스타일샵으Marimekko

로 달성하기 위해 년에 의 테이블2010 ‘In Good Company’

웨어와 아누 펜티넌 의 글라스웨어 라인을 (Anu Penttinen)

런칭하고 토털 리빙 브랜드로 확장하여 현재는 다양한 공간, 

과 용도의 리빙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의 홈 컬. Marimekko

렉션은 대표적인 우니꼬 패턴을 스테디 아이템으로 (Unikko)

지정한 클래식 제품군과 매 시즌 유쾌한 아날로그 감성을 

담고 있는 새로운 시즌 컬렉션으로 구성하고 있다. 

은 년에 영국 명가의 전통적이고 고급  Ralph Lauren 1983

스러운 스타일을 반영한 토털 리빙 컬렉션을 출시하였고 장, 

식 및 직물 생산 업체 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 P. Kaufman

고급 소재의 홈 패브릭을 개발하여 제품에 적용하고 있다. 

은 을 가격과 디자인을 차별화한 Ralph Lauren Home Line

개의 브랜드로 구분하여 전개하고 있다 첫째 중저가 가격3 . , 

대인 은 폴로의 시그니처 캐릭터Polo Ralph Lauren Home

인 곰과 폴로 로고를 앞세워 소품 위주 둘째 중가격대의 , , 

은 차분한 스타일의 패브릭 제품 위주로 셋Lauren Home , 

째 은 중고가 가격대의 고급스런 클래, Ralph Lauren Home

식 스타일 제품으로 구성하고 있다. 

는 년에 홈 데코   Kate Spade(www.katespade.com) 2004

라인을 런칭하였고 년 홈 리빙 브랜드인 , 2007 Kate Spade 

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는 자사 홈at home . Kate Spade

페이지에 을 카테고리에 추가하여 문구류 주방Home Line , , , 

다이닝 침구 욕실 조명 등 다양한 토털 리빙 컬렉션을 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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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Marimekko,� Home� Line
(www.travelandleisure.com)

Figure� 11.� Ralph� Lauren� Home
(www.ralphlaurenhome.com)

Figure� 12.� Kate� Spade,� Home� Line
(www.gpjbaker.com)

Figure� 13.� Zara� Home
(www.instagram.com)

Figure� 14.� H&M�Home
(www.instagram.com)

보이고 있다 의 은 플라워 패턴을 . Kate Spade Home Line

중심으로 맥시멀하면서도 단순한 플라워 패턴에 단순한 잎 , 

모티브를 추가하거나 작소 섬세한 플라워 패턴을 화사한 색, 

상을 사용하여 만의 로맨틱하고 발랄한 감성을 Kate Spade

담고 있다.

패션 브랜드의 리빙 브랜드3) SPA 

는 세계적인 대형 패션 유통업계인 스페인의 인디텍ZARA

스 그룹 소속 브랜드로 년 (Inditex) , 2003 ZARA Home 

을 런칭하였다 은 다품(www.zarahome.com) . ZARA Home

종 소량생산으로 일주일에 번씩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다2 . 

은 인디텍스 그룹의 텍스타일의 강점을 살린 ZARA Home

독특한 디자인의 텍스타일 레인지를 기본으로 다양한 토털 

리빙 제품군을 선보이고 있다 그리고 세라믹 유리 금속. , , , 

우드 대리석 등 다양한 소재를 적용한 가구와 소품에 이용, 

하여 풍부한 질감의 리빙 공간을 구성한다. 

매년 시즌 이상의 컬렉션을 발표하면서 홀리데이 컬렉션을 4

출시한다. 또한 은 브랜드의 숙제인 환경 ZARA Home SPA 

문제 개선운동을 위한 조인 라이프 컬렉션 발표‘ (Join Life)’ 

를 통해 환경 개선을 위한 새로운 공정 및 원자재 등에 대

한 지속가능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스웨덴 패션기업인   H&M(www2.hm.com/ko_kr)은 2009

년 을 설립하였고 집을 위한 패션 이라는 컨H&M Home ‘ ’

셉으로 침실 거실 키친 욕실 아이방 등 공간별로 다품종 , , , , 

소량생산의 패스트 리빙을 선도한다. H&M Home은 컬렉

션 타이틀을 별도로 발표하지 않지만 새로운 시즌 제품을 

스타일링 팁을 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한다SNS . H&M 

Home은 과 마찬가지로 ZARA Home 브랜드로서의 환SPA 

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속가능성에 동참하여 컨셔스‘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컨셔스 제품은 생산 과(Concious)’ . 

정에서 유해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재생 가능한 생분해성 

오가닉 코튼과 재활용 코튼을 이용하여 지속가능성을 실천

한다 또한 컨셔스 제품은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독. 

립을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돕고 경제 성장

에 이바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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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패션기업의�리빙�브랜드�특성�분석2.�

패션 브랜드 인지도 활용1) 

브랜드 인지도는 자산가치를 구성하는 요인으로 소비자가 

주관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써(Lee & Nha, 2006) 

이미 널리 알려진 기존 브랜드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패션

기업의 리빙 브랜드는 브랜드 인지도를 활용하여 충성도 높

은 소비자와 잠재적 소비자에게 우호적이고 친근하게 다가

가고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때 위험 부담에 대한 감정을 , 

줄인다 패션기업의 인지도는 소비자에게 브랜드의 정체성과 . 

이미지를 제공을 통해 형성되는데 기존 패션 브랜드는 리빙 , 

라인에 패션과 유사성이 높은 컨셉 디자인 스타일을 공유, , 

하고 확실한 시너지를 확보하여 패션 브랜드에서 느낄 수 

있는 심리적 만족감을 리빙 분야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으로 

유도하고 있다. 

차별화된 텍스타일디자인의 적용2) 

패션 브랜드의 고유한 패턴과 무늬 및 컬러는 리빙 공간에 

어울리도록 변형하고 응용하여 차별성 있는 리빙 제품용 텍

스타일디자인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시그니처 패턴이 . 

없는 패션 브랜드의 경우에는 패션에서 주로 사용하는 컬러

와 소재 스타일링을 리빙 제품에 담아내는 노력을 하고 브, 

랜드의 컨셉 안에서 어울리는 패턴을 제안하고 있다.

리빙 제품을 활용한 사업 확장3) 

패션기업은 브랜드의 이미지와 상징성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로 비즈니스 라인을 확장하고 있다 럭셔리 패션 브랜드. 

는 호텔 카페 레스토랑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호, , , 

텔 객실과 카페에 브랜드의 가구와 테이블웨어 업홀스터리 , 

제품 등 다양한 리빙 제품을 활용하고 브랜드 컨셉에 맞춘 

인테리어도 진행한다 기존 패션 브랜드에 호감이 있던 고객. 

들은 브랜드가 운영하는 매장이 아닌 또 다른 공간에서 먹

고 자는 것 등을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하고 리빙 제품까지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자사의 플래그십스토어에 다양한 리빙 . 

제품을 이용한 전시와 이벤트를 기획하여 기존 고객뿐만 아

니라 전시 관람과 체험에 관심 있는 고객까지 끌어들이고 

있다.

리빙 제품에 적합한 소재의 다양화 부족4) 

패션기업의 리빙 브랜드는 패션에서 시작한 브랜드이기 때

문에 어패럴용 텍스타일에 대한 노하우는 많으나 리빙 전문 

브랜드에서 보유한 기능적 관리적 측면까지 고려한 리빙 제, 

품용 소재에 대한 노하우와 다양성은 부족하다고 볼 수 있

다 예로 들어 전문 리빙 브랜드는 기능성 침구 시장의 성. , 

장률을 파악하여 알레르기 방지 항균력 통기성 보온성 등, , , 

을 고려한 다양한 소재를 출시하고 소비 패턴과 트렌드를 , 

분석하여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 

만 패션기업의 리빙 브랜드는 다소 기능성 소재 및 신소재

를 활용은 적은 편으로 소비자의 다양한 취향과 주거환경을 , 

위한 리빙 제품의 종류는 제한적인 편이다.

품질에 대한 정보 제공 부족5) 

리빙 제품은 일상생활에 피부와 자주 접촉하고 숨쉬는 공간, 

이기 때문에 생산 환경과 유해성분 검사가 중요하다 대부분. 

의 패션기업은 전문 인테리어 텍스타일 제작업체나 유통업

체와 라이선스 체결을 하여 리빙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패

션기업의 리빙 브랜드 홈페이지에는 전문 리빙 브랜드에 비

해 생산 기술 방식 그리고 품질 관련 정보에 대한 상세한 , 

정보 제공이 부족하거나 사용한 자재와 원단의 실 굵기 등

과 같은 소재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가 없는 경우도 발견된

다. 

리빙 브랜드를 위한 공간과 콘텐츠 부족6) 

럭셔리 패션기업의 리빙 브랜드는 매년 가구 박람회에 참가

하고 호텔과 기타 사업에 리빙 제품을 활용한 새로운 콘텐

츠를 선보이고 있다 하지만 과 . ZARA Home H&M Home

을 제외한 패션기업의 리빙 브랜드는 리테일샵이나 매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직접 상품을 보지 못하고 소비자가 온라, 

인몰이나 를 통해서 제품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SNS

발생한다 또한 패션 브랜드는 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 SNS

다양한 브랜드 콘텐츠를 생산하면서 패션 매거진 계정과도 

협조하기도 하지만 리빙 브랜드는 패션 (Lee & Lee, 2020), 

브랜드의 계정에 비해 리빙 제품의 스타일링 이미지와 연출

된 공간을 올리는 횟수는 적은 편이고 소비자가 리빙 제품, 

을 이용한 후기 및 주거 공간에 배치한 사진 등을 홈페이지 

및 에 공유하지 않아 패션기업의 리빙 브랜드는 소비자SNS , 

와의 소통과 콘텐츠 생산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국내�패션기업의�리빙�브랜드�운영�사례와�전략.�Ⅳ

국내�사례� �1.�

1) LF

에서 운영 중인 리빙 관련된 브랜드 중 하나인 닥스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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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년 국내 패션 기업 와 영국의 닥스 심슨(Daks) 1983 LF ‘ ’

사의 라이선스 체결을 통해 국내에 런칭되었다 닥스의 리빙 . 

사업은 년 파란엘림이 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여 2008 LF

침구를 생산하고 있다 닥스 홈은 가구 홈데코 카테고리를 . /

추가하여 가구 수납 생활 패브릭 여행으로 분류하여 리빙 , , / , ,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닥스의 홈 패브릭은 닥스 의류에서 . 

볼수 있는 시그니처 체크 패턴을 이용하여 영국의 귀족적인 

전통미와 중후한 멋을 보여주며 시즌에 따라 컬러를 변경하

여 새로운 스타일을 선보인다 최근 년 월에 는 이. 2019 6 LF

탈리안 디자인 연구소와의 파트너쉽으로 닥스퍼니처 를 런‘ ’

칭하였다. 

헤지스 는 년 브리티시 감성을 바탕으로 정  (Hazzys) 2000

통의 가치를 도시의 세련됨으로 해석하는 브랜드로 년 2016

침구 전문기업 파란엘림과 라이선스 계약하면서 리빙 사업

을 확장하였다 헤지스는 공식몰에 가구 홈데코 카테고. LF /

리를 추가하여 홈데코 패브릭 여행으로 세부 분류하여 제, , , 

품을 출시하고 있고 그중 침구류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헤, . 

지스의 은 패션분야에서 볼 수 있는 생동감 넘Home Line

치는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을 케주얼한 디자인으로 적용하

여 제품을 전개하고 있다. 

모그 스튜디오 는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스  (Mogg Studio)

타일을 추구하는 여성복 브랜드였으나 현재 패션 사업을 중

단하고 리빙 브랜드로 변경하였다 모그 스튜디오는 의 . LF

리빙 브랜드로 생활공간 속에 편안하고 여유로움을 담PB , 

은 제품을 제안하고 있다 모그 스튜디오는 가구 침구 주. , , 

방 등 다양한 제품군을 제안하고 상품의 장점인 저렴한 PB 

가격대로 판매하고 있고 가전제품까지 품목을 확장하였다.

삼성물산2) 

홈페이지의 브랜드스토리 에 따(“Kuho’s brandstory,” n.d.)

르면 년 부티끄에서 시작하여 년 삼성물산 패션부1997 2003

문에 인수된 구호 는 무용 음악 전시예술의 아트 (KUHO) , , 

감성을 담은 차별적인 디자인으로 표현하여 브랜드의 철학

과 가치를 선보이고 있다. 구호는 년 한남동에 현대적  2017

재해석의 미니멀리즘을 표현한 토털 라이프스타일숍이라는 

컨셉으로 플래그십스토어를 오픈하였다 지하 층은 패션 . 1

매장 지상 층은 생활용품과 홈 데코 매장 층은 아뜰리에, 1 , 2

로 전시와 고객 클래스 등 고객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구호는 공식 삼성물산 샵에 라이프스타. SSF( )

일 카테고리를 추가하여 리빙 주방 욕실 그리고 애완동물, , , 

으로 품목군을 분류하고 홈 데코와 생활용품 위주의 제품을 , 

판매한다 구호는 리빙 제품은 국내외 타 브랜드 제품을 바. 

잉하여 판매하는 편집숍 형식으로 운영하고 매년 디자이너 , 

혹은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통해 독특한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다. 

비이커 는 년 플래그십스토어를 준공하면서   (Beaker) 2012

패션뿐만 아니라 문구류 코스메틱 리빙제품 등 전세계 백, , 2

여 개 브랜드의 아이템을 엄선하여 판매하고 있다 비이커는 . 

삼성물산 샵에 라이프스타일 카테고리를 추가하여 리빙SSF( ) , 

주방 침실 스테이셔너리로 분류하였고 러그 테이블웨어, , , , 

팬시 데코 등 다양한 제품군을 다루고 있다 비이커의 리빙 , . 

제품은 연령층 상관없이 모던한 디자인과 캐주얼하고 트렌

디한 디자인까지 다루고 있어 리빙에 관심 있는 소비자는 , 

다채로운 디자인을 접할 수 있다. 

한섬3) 

더캐시미어 캐시미어 소재를 합리적 가격으(the Cashmere) 

로 제공해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어 남성복 아동복에 이어 , 

생활 소품 라인인 띵스 를 통해 라이프스타일 라인‘ (Things)’

까지 확대하였다 더캐시미어는 사계절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로 성장시키기 위해 차별화된 정체성을 확립 상품 라인의 , 

다양화 소재와 디자인 등 에 집중 등 고품격 전략을 , R&D

쓰고 있다 리빙 세션을 구성하는 브랜드는 대부분 수입 상. 

품으로 영국 친환경 브랜드 덴마크 주방용품 핀란드 스웨, , 

덴 덴마크 등 북유럽을 중심으로 프리미엄으로 평가받고 있, 

는 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개의 아이템을 판매한다94 , 600

더캐시미어는 공식 홈페이지에 라이스프타일 (Huh, 2018). 

카테고리를 추가하고 홈 바스 키친 데스크 펫 관련 리빙 , , , , 

제품을 판매한다.

국내�패션기업의�리빙�사업�전략2.�

텍스타일디자인 전문 회사 및 디자이너와의 협업1) 

브랜드만의 고유한 텍스타일디자인을 개발하고 있는 해외 

리빙 브랜드 사례들과는 달리 모던하고 심플한 디자인과 실

루엣이 특징인 국내 패션 브랜드는 브랜드만의 상징적인 텍

스타일디자인을 적용한 리빙 브랜드를 전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브랜드에서 리빙 제품을 바잉해 . 

편집숍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패션 브랜드만의 상징적인 

캐릭터를 반영한 리빙 상품과 디자인 패션 브랜드의 인지도 , 

활용 효과가 낮은 현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 전문 텍스

타일디자인 기업이나 디자이너와 프로젝트 형식으로 콜라보

레이션을 시도가 요구된다. 또한 패션기업에서 리빙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패션기업은 리빙 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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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인지도 있는 전문 생활용품 및 침구 브랜드와 협업함으

로써 전문 리빙 브랜드의 인지도를 활용하고 생산과 유통의 

부담을 줄이는 협업이 요구된다.

브랜드 라이선스 체결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탐색2) 

국내 소비자들은 해외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와 충성도가 높

은 편이고 패션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제조 노하우를 바탕, 

으로 이미 많은 국내 패션기업들이 해외 브랜드 라이선스 

체결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리빙 분야에서는 대표적. 

인 브랜드로 닥스 홈을 들 수 있는데 닥스의 고유한 체크, 

패턴을 침구를 비롯한 다양한 리빙 제품에 적용하여 성공적

인 라이선스 브랜드의 예시가 되고 있다 브랜드의 인지도가 . 

높고 텍스타일디자인이나 컬러 소재 등에서 차별화가 되고 , , 

있는 해외 유명 패션 브랜드들 중에서 여전히 리빙 분야 사

업에 진출하지 않은 브랜드와의 라이선스 체결을 통한 새로

운 비즈니스 모델을 탐색이 필요할 것이다.

유통기업의 리빙 상품 기획 확대3) PB 

롯데 신세계 현대 등 국내 유통 관련 대기업은 패션기업들, , 

을 인수해 운영함으로써 패션기업에게 안정적인 자금과 조

직력을 제공하고 유통망을 확보하여 패션기업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 소비자들은 이들 유통 기업에 대한 . 

신뢰도가 높은 편이라 다양한 의류 브랜드와 편집숍 등PB 

을 운영해왔고 최근에는 리빙 분야에서도 브랜드를 접, PB 

할 수 있다 하지만 유통기업만의 특색 있는 개성과 홍보가 . 

부족해 소비자들에게 큰 관심을 끌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해외 유명 백화점은 개성 있는 리빙 

상품 개발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영국. 

의 리버티 백화점은 백화점에서 직접 개발한 고유 패턴을 

적용한 아이템과 독특한 인테리어 때문에 현지인뿐만 아PB 

니라 관광객에게까지 사랑받고 있다. 

결론V.�

전 세계적인 리빙 시장의 성장 속에서 패션기업은 각자의 

다양한 장점을 부각시켜 리빙 분야 시장에 진출을 도모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패션기업들의 리빙 브랜드 사. 

례조사와 특징 분석을 통해 향후 국내 패션기업이 리빙 브

랜드를 기획할 때 기초가 될 전략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우. 

선 해외 패션기업의 리빙 브랜드를 가격대별로 럭셔리 컨템 , 

포러리 로 분류한 후 사례 조사를 통해 패션기업의 리, SPA , 

빙 브랜드가 가진 특성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 

같다.

첫째 패션기업의 브랜드 인지도를 활용하여 리빙 브랜드  , 

를 전개할 때 패션과 유사성이 높은 컨셉 디자인 스타일, , , 

을 공유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친숙한 브랜드로 다가가 패션 

브랜드에서 느낄 수 있는 심리적 만족감을 리빙 제품을 통

해서도 제공하고 있다 둘째 패션기업은 자사의 차별화된 . , 

고유한 텍스타일디자인을 강점으로 내세워 브랜드 컨셉 안

에서 리빙 제품에 적절한 패턴 디자인 스타일링 등을 제안, , 

하며 패션 브랜드와 리빙 브랜드를 연결하고 있다 셋째 패. , 

션기업은 호텔 카페 식당 등 다양한 분야로의 사업 확장을 , , 

통해 다양한 리빙 제품을 소비자에게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

고 브랜드의 컨셉에 맞는 인테리어도 진행함으로써 매장이 

아닌 또 다른 공간에 브랜드의 감성과 라이프스타일을 제안

한다 넷째 해외 패셔기업의 리빙 브랜드는 어패럴용 텍스. , 

타일에 대한 노하우는 많은 편이지만 리빙 제품에 적합한 , 

신소재의 적용은 다소 부족한 편이라 소비자의 다양한 취향

과 주거형태를 고려한 소비자의 선택권은 전문 리빙 브랜드

에 비해 제한적이다 다섯째 대부분의 해외 패션기업의 홈 . , 

라인 및 리빙 브랜드는 전문 텍스타일 제작업체 및 유통업

체와 라이센스 체결을 하고 있어 직접 생산하는 리빙 제품

은 적은 편이라 적용된 소재 생산기술 품질 관리 등에 대, , 

한 상세한 정보는 부족한 편이다 여섯째 해외 패션기업의 . , 

리빙 브랜드를 위한 매장과 리테일샵이 없는 경우가 많고 

또한 리빙 제품을 활용한 스타일링과 사용자의 후기와 SNS 

같은 게시물이 적오 소비자와의 소통과 다양한 콘텐츠는 부

족한 편이다.

해외 패션기업과 국내 패션기업의 브랜드 사례조사와 분  

석을 통한 국내 패션기업의 리빙 브랜드 전략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텍스타일디자인 전문 회사 및 디자. , 

이너와의 협업을 통하여 안정적인 이윤 창출과 함께 생산과 

유통의 부담을 줄이고 전문 브랜드의 인지도를 활용하여 홍

보의 부담을 줄인다 둘째 국내 소비자는 해외 브랜드에 대. , 

한 인지도가 높은 편으로 브랜드의 인지도가 있고 고유 패, 

턴 및 컬러 등이 있는 해외 패션 브랜드와 라이선스 체결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탐색이 필요하다 셋째 국내 유통 관련 . , 

대기업은 패션기업을 인수해 운영하고 있고 이윤을 창출하

기 위해 다양한 의류 브랜드와 편집숍을 출시하고 있지PB 

만 개성 있는 디자인과 홍보가 부족하여 소비자의 관심을 , 

끌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유통기업은 리버티와 같이 . 

개성 있는 패턴 및 디자인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리PB 

빙 제품을 기획하여 새로운 소비자층의 유입을 시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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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패션기업의 리빙 브랜  . 

드 분석 범위가 다소 한정되어 있고 수많은 패션기업 중 , 

인지도 등을 고려해 일부만 다룬 것에 대한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패션과 리빙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유형별 패션기업, 

의 리빙 브랜드의 사례조사를 통해 특성을 분석한 것은 물

론 앞으로 국내 패션기업이 리빙 브랜드로 사업을 확장할 , 

때 기초적인 기획 전략과 방향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

으로 사료된다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관련 기업과 업계 . 

종사자들에게 국내 패션기업 실정에 맞는 바람직한 리빙 브

랜드 기획 모형 개발에 유용한 자료로써 활용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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