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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s analyzed the successful fundamentals of collaborative design management strategy from case of

corporates such as, Louis Vuitton, H&M, MINI, Black Berry, Chanel, and Prada. Collaborative design management

contributes creating cultural life and concurrently achieving corporate purpose through new vision and value

creations which is a combination of rationality and originality as interacting design area and management area.In

addition, collaborative design management has been emerged in order to create new business model in the

rapidly changing modern society. It should be horizontal intercourse in order to increase social value and positive

effects of each others to collaborative design management and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new partner to build an

effective business model.

These case studies established the successful design strategy which is well structuring the systematic design

network and efficiently managing the brand image from analyzing the user's needs and their life styles as an

element of collaborative design management. This research is presented the mean of collaborative design

management as a managing element to build a successful business model and proposed an appropriate

application plan through the cas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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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사회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야기 시킨, 2001년 디지털

혁명을 기점으로 올해까지, 실내디자인학회를 비롯해 국

내의 여러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 중 ‘디자인 매니지먼트’

와 관련한 논문은 1,400여건 이상 발표되어 왔다.1) 그만

큼 디자인이 기업 경영의 전략으로써 그 가치와 활용도

를 인정받고 있다는 예증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디자

인이 기업경영의 주요 전략으로 활용된 것은 이미 1900

년대 유럽의 사례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2) 21세

1) 학술연구정보서비스(www.riss4u.net)에서 제공하는 국내 논문 기준

2) 1900년대 초반 유럽의 AEG, 런던교통시스템(London Transfort

System), 올리베티(Oliverri)가 기업경영에 디자인을 활용하였으며,

디자인 매니지먼트라는 학문적인 연구 역시 1971년 맥매스터 대학

교(McMaster University)의 ‘중역을 위한 디자인 경영 교육과정’

개설을 기점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기 디지털시대에 돌입하면서 소비시장은 큰 변화를 겪었

고, 변화하는 시장의 소비문화에 맞춰 기업의 경영전략

역시 큰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물질의 본질적 가치보

다 그 물질이 갖는 사회적 의미와 기호를 구매하는 현대

사회의 소비문화는, 디자인의 역할이, 기업이 판매하고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형태적인 영역을 넘어, 기업의

사회적인 가치와 이미지를 디자인하는 영역으로서의 발

전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여 최

근 기업들은 ‘체험 공간’의 제공과 ‘협업(Collaboration)’을

대표적인 경영전략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

고 있는데, 실제로 온라인상에서의 소비행태가 증가하는

현대의 소비문화 속에서 체험공간은 소비자와 시장의 반

응을 직접적으로 읽을 수 있는 새로운 전략적 매개체이

며, 사회적 가치와 이미지가 중요시되는 현대 소비문화에

서 협업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

법론임에 틀림이 없다.

체험공간과 협업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공간디자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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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업경영전략에서의 디자인

매니지먼트의 활용 영역

역에서 기업과 디자이너의 협업적 사례가 두드러지게 나

타나고 있는데, 특히, Chanel과 Hadid의 Mobile art나,

Prada와 Rem Koolhaas의 Transformer와 같이, 기존의

협업사례나 통속적 공간관을 뛰어넘는 실험적 결과물이

나타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이나 방법론, 대상의 선정 기준 등에 대한 연구

와 정의가 미미한 상황이며, 특히,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

운 현대사회에서, 공간디자인의 매니지먼트적 활용에 대

한 능동적인 연구와 방법론적 확립은 공간디자인의 매니

지먼트적 활용의 존속과 발전을 위한 필수적 과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활성화 되고 있는 기업의

협업적 디자인 매니지먼트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공간

디자인의 활발하고 지속적인 매니지먼트적 활용을 위한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 본 연구

의 핵심적 요소인 ‘공간디자인의 협업적 매니지먼트’를

구성하는 기본적 요소로써의 디자인 매니지먼트, 공간디

자인, 협업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공간디자인의

협업적 매니지먼트’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구축하였다.

3장에서는, 2장에서 고찰한 이론과 관련문헌을 통해,

공간디자인의 협업적 매니지먼트의 필요성과 목적을 구

체적으로 고찰한다.

4장에서는, 폭 넓은 협업의 범주 속에서 공간디자인이

활용된 협업사례를 매니지먼트적 기준으로 분류·분석함

으로써 객관적 가치를 도출하고, 미래 방향성 제시를 위

한 데이터를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앞서 고찰한 이론과 사례를 통

해 공간디자인의 협업적 매니지먼트의 발전적 활용을 위

한 미래 방향성을 제시한다.

협업의 주체 협업의 대상

산업디자인

사례

Louis Vuitton

Stephen Sprouse

Murakami Takashi

Kusama Yayoi

H&M Marini, Versace

MINI Tumi

Black Berry Porsche

공간디자인

사례

I'PARK Daniel Libeskind

Swarovski Yoshioka Tokujin

Chanel Zaha Hadid

Prada Rem Koolhaas

<표 1> 조사대상의 선정

2. 이론적 고찰

2.1. 디자인매니지먼트의 정의와 목적

디자인 매니지먼트는, 사물부터 계획(plan)까지 그 한계

를 규정할 수 없는 방대한 영역에서의 [만듦]의 과정을

지칭하는 ‘design’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즉, 기업

의 의식적인 유도 및 지휘를 지칭하는 ‘management’의

합성어로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되

어지고 사용되어져 왔다.

디자인과 경영의 개념이 나날이 성장하고 확대되고 있

는 현대사회에서 디자인 매니지먼트를 명확하게 정의 내

리고 그 영역을 한정짓

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디자인

을 경영 전략적 수단으

로 활용하여 새로운 비

전과 가치를 창출함으

로써 조직의 목표를 달

성하고 생활 문화를 창

달하는3) 그 영역적 한

계와 가능성이 무한한

선진적 경영전략이다.

2.2. 협업의 정의와 목적

원래 협업(collabo- ration)이란, 연관 있는 여러 생산

과정이 계획적으로 협력하여 노동하는 다수노동자의 노

동형태를 의미했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공동

노동의 형태는 ‘협업(collaboration)’이라기보다는, ‘협력

(cooperation)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맞다. 협력은, 협업

과는 다르게 협력 주체의 요구에 따라 협력의 대상이 노

동력과 기술력 등을 제공하는 수직적인 구조인 반면에,

협업은, 협업의 주체와 대상이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가

가지지 못한 기술·능력·가치·기호 등을 서로를 위해 교

류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림 2> 협업(collaboration)의 모형

현대사회에서 협업은 소셜(social)시대의 도래, 즉, 기

존의 수직적인 사회구조와 다르게 SNS미디어 등의 정보

기술과 인적네트워크를 통한 수평적이고 광범위한 사회

현상과 맞물려, 서로의 사회적 가치와 능력을 평등하게

교류하여,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내는4) 광범위한

비즈니스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그 결과 서로 공유

3) 정경원, 디자인경영, 안그라픽스, 2006, p.102

4) Morten T. Hansen, Collaboration: How Leaders Avoid the Traps,

Create Unity, and Reap Big Result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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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공통적인 핵심과 서로가 가지지 못한 독자적

인 요소를 교류함으로써, 경영의 주요한 전략으로 평가

받고 있다. 따라서 협업에 대한 정의 역시 협력적 노동

형태가 아닌 공동의 작업으로 정의되어야 하며, 협업의

주체와 대상의 공동의 목표와 결과를 목적으로 한다.

2.3. 협업매니지먼트의 모형

<그림 3> 협업매니지먼트의 모형

3. 공간과 기업의 협업적 매니지먼트

3.1. 공간디자인의 협업적 매니지먼트의 정의

앞서 2장에서 고찰한 이론을 바탕으로, 공간디자인의

협업적 매니지먼트는, 사용자의 편의성과 심미적 아름다

움을 자극하는 미시적 관점과 사회적 문화와 관습을 제

안하는 거시적 관점을 모두 충족하는 총체적 디자인영역

으로써의 공간디자인의 특성을, 기업과의 수평적 교류를

통해 사회적 시너지(synergy)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기업과 디자이너의 브랜드 가치를 구축하고, 급변하는

시장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대처하도록 하는 상

호보안적 경영 전략이다.

3.2. 공간디자인의 협업적 매니지먼트의 필요성

공간디자인의 협업적 매니지먼트를 구성하는 기업과

공간디자이너, 그리고 시장 소비자의 관점에서, 본 매니

지먼트 전략의 필요성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였다.

(1) 기업 측면에서 본 공간 협업 매니지먼트의 필요성

현대사회의 기업 경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

기업과의 차별성과 급변하는 시장을 먼저 파악하고 대처

하는 자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이 제공하는 다양

한 공간 상품이야말로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향상 시키

는 수단이며 소비자와 시장의 요구를 직접 느끼고 파악

할 수 있는 전략적 경영의 매개체이다. 현대사회에서 확

대되고 있는 공간디자인의 기능과 목적이, 공간적 기능

을 넘어 새로운 상징과 문화를 제안하는 것이기에, 공간

을 통한 경영전략은 소비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매개체를

넘어 기업의 이야기를 감성적으로 전달하고 기업의 사회

적 가치와 브랜드화를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경영 요소

임에 틀림없다. 특히, 나날이 전문화되고 자신만의 디자

인적 언어로써 예술성과 작품성을 구축해가는 디자이너

들의 사회적 기호와 이미지는,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 등의 재화에 전문성과 예술성 등의 새로운 가치

를 부여함으로써 기업만의 독창적인 아이덴티티를 구축

한다.

구분 A B C

이미지

건설사 현대산업개발(주) 동부건설(주) 한화건설(주)

브랜드 아이파크 센트레빌 겔러리아포레

디자이너 벤 판 베르켈 RTKL 장누벨

<표 3> 기업과 디자이너의 협업을 통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축 사례

(2) 디자이너 측면에서 본 공간 협업 매니지먼트의 필요성

국·내외 디자인 현황을 살펴보면 공간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영역은 주거공간과 같은 내부공간부터, 도시환경에

이르는 외부공간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이 나날이 확대

되고 있으며, 그만큼 공간디자이너의 활동영역 역시 확

대되고 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인 경계의 모호성은 디자인분야에서도 찾아볼 수 있

는데, 건축가 자하 하디드의 패션디자인과 가구디자인이

대표적인 실례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 자하하디드의 (좌)패션디자인과 (우)가구디자인

하지만 특정 디자인 분야5)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디자

인이란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원칙 하에 존속되고 있으

며, 경제적 이윤을 최우선과제로 선정하고 있다. 즉, 대

부분의 디자인 활동은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

며, 공간디자인의 경우 상업공간 디자인이 주를 이르고

있다. 물론, 주거공간 역시 활발한 공간디자인의 영역이

나, 아파트문화로 대변되는 국내의 주거문화에서 대기업

건설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월등히 높다.

즉, 현대사회에서 공간디자이너의 활동영역이 확대되

고 있으나, 확대된 대부분의 디자인 활동 역시 기업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고, 이와 같은 추세는 시간의 흐름에

5) 공공디자인과 같이 경제적 이윤보다는 공공의 편의성을 주목적으

로 하는 디자인 분야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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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5> 기업 계열사와 디자인의 관계성

따라서, 공간디자인이 기업경영의 전략으로 활용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다가오고 있으며, 예측이 불가

능한 현대사회의 기업환경에서 체계적 연구와 방법론적

확립을 통한 공간디자인의 능동적 가치창출은, 더욱 다

양한 공간디자인 기회를 제공 할 것이며, 공간디자인을

수단이 아닌 전략적 파트너로써의 역할로 발전시킬 수

있다.

(3) 소비자 측면에서 본 공간 협업 매니지먼트의 필요성

기업적 측면과 디자인적 측면이 미시적 관점에서 본

공간 협업 매니지먼트의 필요성이라면, 본 단락에서는

시장과 사회환경 등 거시적 관점에서 공간 협업 매니지

먼트의 필요성을 조명한다.

프랑스 철학가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는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는 사물이 기호로 대체되고 현실

의 모사나 이미지, 즉 시뮬라크르들(simulacre)이 실재를

지배하고 대체하는 곳이다. 이제 재현과 실재의 관계는

역전되며 더 이상 흉내 낼 대상, 원본이 없어진 시뮬라

크르들이 실재를 뛰어넘는 극실재(hyper-reality)를 생산

해낸다.”6)고 하였으며, IT(Information Technology)기술

의 발달은 혼성소비자(Hybrid consumer)7)의 등장을 촉

진시켰다. 이와 같은 사회 현상들이 맞물려 소비자의 소

비심리를 제품의 기능에서 사회적 기호에 대한 소비로

변화시켰고, 더욱 적극적으로 기업 또는 제품에 직접적

인 이야기와 의미를 담기를 요구하였다. 특히, 현대 자본

주의가 만들어낸, 현실과 비현실세계의 이격은 혼성소비

자들로 하여, 예측 불가능한 소비심리를 구축하기에 이

르렀다. 그 결과, 기업들은 협업이라는 차작(借作)적 전

략을 통해 시장의 소비심리에 응답하고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켜왔는데, <표 4>8)에 나타나는 활발한 기

업의 협업사례가 그 예증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사례를 보면, 시장의 소비심리 변화에 대응하여 협

업적 결과물로 대응한 다수의 사례가 산업디자인 영역에

서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기타 디자

인영역에 비해 협업이라는 공동 작업의 장점을 빠르게

6) 임석진 외 편저, 철학사전, 중원문화, 2009

7) 기업의 제품 개발에 일방향적 소비자가 아닌. 구체적인 니즈로 쌍

방향 서비스를 요구하는 소비자를 의미한다.

8) 소비시장에 있어서 독보적인 위치를 선정하고 있는 브랜드 및 제

품 중, 협업의 과정 및 방식의 다양성을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엄선하여 선택하였다.

구분 역할 이름 분야
공유

요소
이미지

A

협업의

주체

Louis

vittion

패션

브랜드

기업의 브랜드

가치와

브랜드의

대표적 생산물

협업의

대상

무라카

미다카시 외

2인

팝아티

스트

아티스트만의

독창적

예술관과

주도적 해석의

결과

협업의

결과

코스믹블러섬,

모노그램

그라피티

독창

적인

켄버스

B

협업의

주체
H&M

패션

브랜드

SPA브랜드

특유의

시장성과 넓은

고객층

협업의

대상

베르사체 외

8개 브랜드

패션브

랜드

명품

브랜드만의

유니크한 패턴

및 디자인

협업의

결과

H&M

collabolation

LINE

한정판

패션

라인

C

협업의

주체
MINI 자동차

브랜드와

제품이 가지는

세계적 인지도

협업의

대상
TUMI

가방

브랜드

브랜드와

제품이 가지는

사회적 이미지

협업의

결과

MINI clubman

tumi ver.

광고적

자동차

컨셉

D

협업의

주체

BLACK

BERRY

(R.I.M)

IT업체

브랜드와

제품이 가지는

독창성

협업의

대상

Porsche

Design

라이프

스타일

디자인

모회사의

강력한

아이덴티티와

디자인

협업의

결과

Porsche

Design

P9981

광고적

휴대폰

컨셉

<표 4> 변화하는 소비심리에 대응한 협업 사례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한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9) 물론, 공간디자인을 비롯한 여러 디자인영역에

서도 협업이라는 의미와 상통하는 작업과 결과물이 꾸준

9) 1900년대 초반 유럽의 AEG, 올리베티(Oliverri)가 이미 B.I와 P.I부

분에서 산업디자인과의 협업 과정을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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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존재해왔으나, 협업이라는 단어로 명명된 사례를

찾기란 쉽지가 않다.

공간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사회적 기호가 나날이 발전

하고, 삶의 영역에서 공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가

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협업적 매니지먼트를 통한 다채로

운 공간의 제공은 사회전반에 걸쳐 문화와 삶의 질을 향

상시키는 필연적 숙제이다.

구분 기대효과

기업 측면

기업 및 브랜드 아이덴티티 확립

브랜드 인지도 및 브랜드 충성도 상승을 통한 고객 상승

매출 증가를 통한 경제적 이윤 추구

디자이너 측면
다양한 디자인 기회 제공

잠재 시장의 가능성 제안

시장 측면
소비자 만족도 향상

소비자 삶의 질 상승

<표 5> 공간 협업 매니지먼트의 개대효과

4. 사례 연구

4.1. 사례연구의 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출판된 서적과 디자인 전문 웹사이트10)를

조사하여, 협업적 과정을 거쳐 완성된 공간사례 중, 다양

한 공간디자인의 매니지먼트적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

이 본 연구의 목적임으로, 매니지먼트적 관점으로 분류

한 공간에 따라, 직접적 마케팅 공간 사례 1건, 간접 마

케팅 공간 사례 1건 그리고 선진적 결과물을 구축한 실

험적 사례 2건, 총 4건의 협업사례를 선정하였으며, 협업

의 규모와 최신 사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구분 기대효과

직접

마케팅
공간상품

공간자체가 직접적인 마케팅 대상으로, 아파트, 오피스

텔, 콘도미니엄, 등이 있다.

간접

마케팅

생산공간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이 이루어지는 공간으

로, 공장, 사옥등이 있다.

소비공간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직접적인 소비가 이

루어지는 공간으로, 플래그쉽 스토어, 모델하우스, 체

험매장 등이 있다.

소비자혜택

공간

마케팅 환경의 변화와 소비자 요구를 수용하여 기업

이미지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한 공간으

로, 기업홍보관, 주택문화관, 미술관 등이 있다.

<표 6> 매니지먼트적 관점에서 본 공간의 분류

(2) 분석 기준 및 방법

본 연구의 분석기준은, 공간디자인에 대한 매니지먼트

적 연구가 미미한 점에 기인하여, 기존 매니지먼트적 관

점에서 협업의 목적과 과정, 그리고 결과를 순차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협업이란 주체와 대상이 공동의 목적

10) 디자인정글-www.jungle.co.kr, 디자인DB-www.designdb.com

과 이익을 위한 공동의 작업 과정이기 때문에, 주체와

대상의 개별적 분석을 통해, 협업의 결과를 평가 하였는

데, 주체가 되는 기업과 대상이 되는 디자이너의 사회적

이미지, 브랜드 가치, 시장성, 미래 가치와 같은 자체적

요소가 어느 정도 보존되고, 결과물에 반영되었는가는

공간 협업 매니지먼트의 가치를 증명하는 기준이 될 것

이다. 분석방법에 있어서는, 기존 매니지먼트에서 사용돼

오던 전략들을 재해석하여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보다

객관적 분석 결과를 도출하고자하였다. 특히, <그림 3>

에서 표현된 단계별 방법론적 전략을 기준으로, 사례를

역평가 함으로써 결과뿐 아니라, 과정에 있어서의 분석

에 목적을 두었으며, 분석의 순서는 ‘개요-과정-결과’를

‘STP-AIDMA-4P’의 순서로 분석하였다.

구분 전통적 매니지먼트 공간 디자인 매니지먼트

시장 세분화

Segmenting

-소비자들을 특정 기준에 의하

여 분류

-집단 내에서는 상호 동질적, 타

집단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것

-소비자 및 이용자와 시장의 특

정 기준에 의하여 분류

-집단 내외부에서 명확히 구분

되는 것

목표시장

Targeting

-세분화된 시장 중에서 가장 적

합한 것을 선택

-확실한 제품 차별화 과정

-디자인적 특성에 맞는 시장을

선택

-독창적이고 유일한 가치 구축

포지셔닝

Positioning

-소비자에게 제품을 인식시키고

그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

-고객의 평가적 정의

-독창적인 디자인언어로 사회적

이미지를 형성

-시장과 소비자 및 이용자의 평

가적 정의

<표 7> STP 전략

구분 전통적 매니지먼트 공간 디자인 매니지먼트

Attention
상품이나 공간이 눈에 잘 띄어

야 함

상품을 우선시 하고, 공간과의

조화가 필요함

Interest
소비자 및 사용자의 흥미나 관

심 유발되어야 함

소비자 및 사용자의 흥미나 관

심 유발되어야 함

Desire
상품을 구매 및 미용하고 싶다

는 욕구가 생겨야 함

상품을 구매 및 미용하고 싶다

는 욕구가 생겨야 함

Memory
상품을 기억하여 행동을 유발

시킬 수 있어야 함

상품을 기억하여 행동을 유발

시킬 수 있어야 함

Action 구매 및 사용 구매 및 사용

<표 8> AIDMA 전략

구분 전통적 매니지먼트 공간 디자인 매니지먼트

Product 편익과 기능을 강조
다양하고 다각화된 새로운 공간 창출과

차별화된 디자인

Price 합리적 가격, 할인가
유형+무형의 가치=프리미엄

브랜드의 무형 가치 포함

Place 대형, 전문 유통매장 주택문화관, 체험공간등 채널의 다양화

Promotion 미디어 광고, 입소문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컨셉과 경험 제공

<표 9> 4P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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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사례분석

구분
협업의 주체 - ● 협업의 대상 - ○

현대산업개발(주)-아이파크 다니엘 리베스킨트(Daniel Libeskind)

직

접

마

케

팅

공

간

A

협업

개요

Segmenting 아파트 건설사 건축가

Targeting

-I'Park 라는 아파트 브랜드 구축으

로 고급아파트 겨냥

-세계적 건축가와의 지속적 작업을

통한 아파트의 랜드마크화와 독보

적 가치 구축

-‘7인의 해체주의자’로 명명되는 혁

신적이고 선구적인 건축가

-유대인이라는 사회적 특징으로 나

타나는 특수성

Positioning

현대라는 그룹이미지와 더불어 대

형 프로젝트와 고품격 아파트 전문

건설사

유대인 박물관과 같은 세계적 건축

작품과 국내에서도 꾸준히 활동하는

건축가

협업

과정

Attention
부산 국제 영화제가 열리는 해운대

지역 선정

세계 곳곳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온

작품과 명성

Interest
기존 아이파크의 가치와 세계적 건

축가의 협업

기존의 아파트에서 보기 힘든 평면

과 외관 디자인

Desire
기존 아이파크들을 통해 구축한 사

회적 가치

세계적 건축가라의 작품을 소유한다

는 사회적 가치

Memory
기업 인프라를 활용한 지속적인 노

출

파도와 동백꽃 같은 친숙한 이미지

를 적극 사용

Action
기업 이미지와 인프라를 통한 지속

적 광고

편리하고 품격 높은 공간 구현으로

소비심리 자극

협업

결과

부산 해운대 아이파크시티 - 주거공간

Product ●

선진화된 기술과 디자인이 접목된 독보적 공간 구축

-원스톱 생활환경, 녹지환경, 커뮤니티 시설 등-, 특히, 브랜드와 건

축가의 가치가 맞물려 추가적 프리미엄 형성

Price ○

기존 아이파크의 고가 정책과 유명 건축가의 협업이라는 특수성이

맞물려 높은 가격 형성이 되었으나, 오히려, 프리미엄을 형성하는 계

기가 될 것으로 예상 됨

Place ●
이미 구축된, 아이파크 갤러리 및 실제 현장에 위치한 전문 모델하우

스 운영으로, 보다 현실적인 경험이 가능함

Promotion ●

언론매체와 기업 인프라, 전문 모델하우스를 적극 활용하여, 일반적

인 주거 공간이 아닌, 공간 작품이라는 인식을 향상 시켜, 소비자의

구매를 극대화 함

간

접

마

케

팅

공

간

B

스와로브스키(Swarovski) 도쿠진 요시오카(吉岡徳仁)

협업

개요

Segmenting 크리스털 제작·판매 기업 산업디자이너

Targeting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로 명명되는

전문성과, 고급 브랜드라는 가치 구

축

산업디자인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실험적 디자인으로 영역의 확장성

구축

Positioning
독창적이고 전문적인 크리스탈 세

공 및 제작으로 독보적인 기업

빛과 물질 고유의 물성에 주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디자이너

협업

과정

Attention
일본 내, 명품거리로 불리우는 긴자

거리 선정
꾸준한 작품활동과 명성

Interest
스와로브스키의 대표성을 의미하는

크리스털을 활용

빛과 물성에 대한 디자이너의 예술

적 언어 활용

Desire

아름다운 제품과 더불어, 마치 쥬얼

리같은 공간 제공으로 브랜드 가치

구축

기존 브랜드의 가치에 디자이너의

가치를 더해 새로운 가치 창출

Memory
공간과 제품에 공통적 가치 부여로

강력한 의미 전달

브랜드를 상징하는 소재를 활용하여,

공간내에서 감성적 체험을 유도

Action

동일한 디자이너와 뉴욕매장을 구

축함으로써, 세계적 감성을 공유할

기회 부여

강력하고 명확한 S.I 구축으로 소비

심리 자극

<표 10> 공간에서 나타나는 협업 매니지먼트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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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

결과

긴자 스와로브스키 플래그쉽 스토어 - 상업공간

Product ●
다양한 소재와 표현방법을 활용하여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강하게

표출되는 공간구축

Price ●
공간적 가치가 상슴함으로 인해, 동일 브랜드의 타 매장보다 고급라

인을 구축

Place ●
긴자라는 지역적 특수성에 힘입어 전체 시장에서 브랜드의 가치를

상승시켜줄 거점 매장으로 활용

Promotion ●
본 매장을 기점으로 뉴욕에 매장을 오픈함으로써, 신설 매장과 브랜

드의 세계적 가치 구축

실

험

적

마

케

팅

공

간

C

샤넬(Chanel) 자하하디드(Zaha hadid)

협업

개요

Segmenting 패션 브랜드 공간디자이너

Targeting

세계 최고급 패션 브랜드를 넘어

생활문화 전반을 이끄는 선도적 브

랜드 구축

유일무이한 디자인 언어로 내·외부

공간뿐 아니라, 새로운 문화 창출

Positioning

명실상부한 최고급 브랜드로 패션

을 넘어 라이프스타일 디자인에서

도 강세

2004년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세계적

공간디자이너

협업

과정

Attention
지역적 국가적 한계성을 뛰어넘는

이동형 공간구성

그녀만의 독창적 디자인 언어의 공

간적 표현

Interest
공간 내부에 20인의 현대작가 작품

을 설치

주체의 사회적 기호를 디자이너의

언어로 재해석

Desire

세계 주요거점도시를 이동하며 브

랜드의 세계적 힘을 과시하고 새로

운 가치 구축

기존 브랜드의 가치에 디자이너의

가치를 더해 새로운 가치 창출

Memory
직접적인 제품홍보가 아닌 브랜드

에 대한 장기적 사회적 가치 구축

이동성이라는 특수성을 최대한 이용

한 새로운 공간 구축

Action
현대사회의 소비문화에 맞는 사회

적 가치창출로 소비심리 자극

현대사회의 소비문화에 맞는 사회적

가치창출로 소비심리 자극

협업

결과

이동식 전시장 Mobile art - 전시공간

Product ○
통속적인 광고방법이나, 공간과를 뛰어넘는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로

장기적으로 브랜드의 가치를 상승시킬 선진적 공간 창출

Price ●
즉각적인 경제적 가치 효과는 없을 것이나, 장기적으로 브랜드에 새

로운 프리미엄 가치를 부여

Place ○ 공간자체가 이동함으로써, 기존의 장소적 한계를 뛰어넘는다.

Promotion ○
2년간 7개 도시를 이동하며 소비자를 만남으로써, 기존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감성적 체험을 제공

D

프라다(Prada) 렘 쿨하스(Rem Koolhaas)

협업

개요

Segmenting 패션 브랜드 건축가

Targeting
새로운 소재와 창의적 디자인으로

독보적 브랜드 구축

작가출신인 특성을 활용하여 창의적

이고 실험적 공간구축

Positioning
제단을 통한 예술과의 교류를 통한

사회적 가치 상승

2000년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세계적

건축가

협업

과정

Attention
서울의 고궁을 지정, 동서고금의 조

화를 추구

그만의 독창적 디자인 언어의 공간

적 표현

Interest
거대한 공간의 내·외부적 변화를 통

해 흥미유발

주체의 사회적 기호를 디자이너의

언어로 재해석

Desire
기존의 틀을 깨는 메시지를 전달,

소비자의 심리 자극

기존 가치에 디자이너의 가치를 더

해 새로운 가치 창출

Memory
브랜드와 공간을 접목하여 새로운

사회적 가치 창출

가변성이라는 특수성을 최대한 이용

한 새로운 공간 구축

Action
현대사회의 소비문화에 맞는 사회

적 가치창출로 소비심리 자극

현대사회의 소비문화에 맞는 사회적

가치창출로 소비심리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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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

결과

가변적 전시공간 Transformer - 전시공간

Product ○
주체 브랜드가 가지고 있던 사회적 기호와 특징을 공간적 언어를 통

해 극대화 시킨 공간 창출

Price ●
즉각적인 경제적 가치 효과는 없을 것이나, 장기적으로 브랜드에 새

로운 프리미엄 가치를 부여

Place ○
서울의 고궁을 활용하여, 동서고금의 조화를 표현하였으며, 브랜드의

아시아 시장에 대한 효과적 마케팅효과

Promotion ○
한정된 기간 동안 변화하는 공간을 구축함으로써, 현대 소비문화를

자극 하는 새로운 감성적 체험 제공

*‘협업결과’에 협업 주체의 요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경우 [●], 대상의 요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 [○] 로 표시

5. 결론

공간디자인의 협업적 매니지먼트는 급변하는 현대사회

에서 기업과 디자이너, 그리고 시장에 필요한 선진적 디

자인 과정이다. 하지만 아직 기준과 방법론의 정립되지

않아 활발한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앞선 이론

적 고찰과 사례분석을 통해 추출한 몇 가지 방향성을 제

안하고자 한다.

첫째, 기업 위주의 시장환경에 대한 인식과 대비가 필

요하다. 삼성과 LG등 대기업 계열사 중, 4개 패션회사가

국내 시장에서 전개하고 있는 패션브랜드는 149개에 달

하며, 시장의 20%를 잠식하고 있다.11) 플래그쉽 스토어

디자인에 대한 공간디자이너 수요가 나날이 확대되는 추

세를 볼 때, 디자이너와 기업의 관계는 필수불가결적 관

계이다. 따라서 기업환경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디자인

과정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공식적 협업적 관계를 구

축해야 한다. <표 4>와 <표 10>에 나타난 사례를 바탕

으로 볼 때, 이미 협업적 과정을 통한 디자인작업은 여

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패션브랜드 H&M이 2004년부터 13회에 걸쳐, 공

식적으로 명명된 협업을 통해 독보적인 아이덴티티를 구

축한 사례를 보면, 공식적 협업적 관계 구축은 주체와

대상에게 새로운 사회적 가치 창출을 돕고, 활발한 디자

인의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디자인언어의 구축은 더 다

양한 디자인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공간디자이너 자하

하디드의 패션디자인이나, 패션디자이너 릭오왠스의 가구

디자인은, 더 이상 디자인 환경에서, 영역적 경계가 없음

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표 10>을 보면, 협업결과에 주

체와 대상의 요소가 표현된 비율은 협업결과물의 성격을

결정하며, 다수의 협업적 디자인의 중요 가치기준이 디자

이너의 디자인언어의 창의성과 기업과의 연관성이므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덴티티의 구축이 필요하다.

11) 2011년 기준. 패션코리아넷 - www.fashionkorea.net

넷째, 활발한 디자인 작업을 통해, 중·소규모의 상업공

간을 비롯한, 다양한 기능의 공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향상 시켜, 협업의 영역을 확대해야한다. 앞서 제

안한 방안들을 바탕으로 볼 때, 협업 영역의 확대는 디

자이너의 활동영역을 넓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활

발한 디자인 작업을 통해 사회 전반에 걸쳐 공간디자인

의 필요성과 가치를 향상 시킬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사례분석의 기준미비와

전문적인 용어의 부재는, 공간디자인의 활발한 활용과

사회적 가치 상승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따라서, 공간디자인의 올바른 매니지먼트적 활용과 발전

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이 진행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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