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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한국의 화장품 산업은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견

고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화장품 산업의 리딩 메이

커인 A사의 경우 2016년도 국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2% 성장하였으며, 그 중요한 이유로 차별화된 브랜드

력과 리테일 경쟁력 강화에 힘입은바가 크다고 한다.1)

이러한 브랜드력과 리테일 경쟁력의 강화에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화장품 브랜드숍이다. 특히 최

근에는 일반 로드숍 개념의 브랜드숍에서 각 화장품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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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브랜드 특성과 이미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

고, 다양한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으로 ‘플래

그십 스토어(flagship store)’1)형식의 브랜드숍들이 점차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2)

플래그십 스토어의 등장은 2002년에 탄생한 국내의 화

장품 브랜드숍이 단순히 원브랜드 상품의 판매를 목적으

로 하던 초기의 역할에서 이제 각 화장품 회사의 브랜드

가 갖는 고유의 성격과 이미지를 극대화하고 이를 소비

1) 전진용, 화장품 산업, 견고한 성장성 재증명, 장업신문, 2016.11.4,
http://www.jangup.com/news/articleView.html?idxno=64798

2) 윤강희는 2017년 2월 3일자 장업신문 기사에서 “‘설화수’는 플래그
십 스토어를 통해 독특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는 등 고유의 브랜
드 철학을 전파하며 아시아 대표 럭셔리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강
화”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http://www.jangup.com/news/articleView.html?idxno=6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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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ty got, the higher brand awareness went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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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여 브랜드력 강화와 판

매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한 역할로 그 목적이 전

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최지흥은 “그동안 트렌드 제품에 집중해 왔던 화장품

브랜드숍들이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

서면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브랜드 히스토리

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도 고무적인 변화로 평가된다.”3)

고 하며 일부 부정적인 시장 상황에 따라 새로운 방향성

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어왔던 화장품 브랜드숍의

새로운 가능성을 주장한다.

각 화장품 회사의 브랜드 경쟁력에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하는 플래그십 스토어의 성공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서

는 무엇보다 각 회사의 ‘브랜드’가 갖는 본질적인 가치가

명확하게 구축될 필요가 있으며, 이렇게 정립된 브랜드

의 가치가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론적 모색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는 기본적으로 ‘브랜드’가 갖는 본질적 의미이기도 하다.

서용구 등은 브랜드가 부각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과잉생산과 과잉공급을 그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며, 한

편으로 다양한 정보매체에 의해 공급되는 과다한 정보의

공급도 이 시대의 마케팅전략에서 브랜드가 주목받는 이

유의 하나라고 주장한다.4) 즉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과다

한 정보들은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많은 혼란을 초래하

며, 브랜드는 이러한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단순화하고

명확하게 하는 판단기준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진다는 것

이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가 갖는 무엇이 소비자의 판

단을 명확하게 결정하도록 하는 것인가에 대한 접근은

브랜드 마케팅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으며, 이는 화장품

브랜드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결국 브랜드 마케팅의 성공적 접근 요인은 브랜드 가

치의 정립과 이를 명확히 소비자에게 전달하여 그 가치

를 명확히 인식하게 하는 수단의 확립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장 노엘 캐퍼러(Jean-Noel Kapferer)는 “브랜드란

구매자에게 영향을 주는 하나의 이름이며, 브랜드 영향

력의 원천은 고객 또는 유통업체 사이에 오랫동안 형성

된 정신적인 연상 및 관계의 세트”5) 라고 하였다. 즉 브

랜드는 단순히 식별을 위한 기호로서의 기능에 그치는

것이 아닌 그 내면의 의미적 내용들의 전달을 통하여 구

축되는 소비자와의 관계적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세계적인 브랜드 마케팅 전문가인 아커, 켈

러, 케퍼러 교수 역시 브랜드 구축의 최종 목표를 고객/

소비자와의 관계 형성에 두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도 알

3) 최지흥, 화장품 브랜드숍 시대 끝났다? 아니, 이제 시작이다, 뷰티
한국, 2016.8.19
http://www.beautyhankook.com/news/articleView.html?idxno=50521

4) 서용구, 구인경, 브랜드 마케팅, 학현사, 2012, p.7
5) 상게서, p.5

수 있다.6) 이러한 브랜드와 소비자의 ‘관계 형성’의 문제

는 브랜드와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로 해석할

수 있다. 기업이 전달하고자하는 브랜드 가치를 소비자

가 받아들여 이해하고 선택하는 의미적 소통의 과정이야

말로 상호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

이다. 이러한 상호관계성의 구축을 위해서는 기업의 브

랜드 아이덴티티가 명확하게 구축되어져야 한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기업이 목표 고객의 마음속에 심어주기를

원하는 바람직한 연상이기 때문이다.7)

본 연구에서는 각 화장품 회사의 브랜드 경쟁력에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플래그십 스토어를 각 화장품 회

사가 지향하는 또는 전달하고자 하는 ‘브랜드 아이덴티

티’를 구현하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보고, 각각의 브

랜드가 소비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가 플래그십 스토어의 공간구성요소들에 의해 어떻게 구

현되고 있으며, 전달하고자 하는 브랜드 가치(내재적 아

이덴티티) 등이 구현된 결과물로서 플래그십 스토어(외재

적 아이덴티티)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를 파악하고, 이

러한 일치도가 소비자의 각 브랜드의 인지도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가를 조사, 분석하여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브

랜드 인지도의 영향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과 방법을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1)2장에서는 화장품 플래그십 스토어에 적용된 브랜

드 아이덴티티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이론적 틀로서

알로자 등의 ‘빙산’ 모델과, 캐퍼러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프리즘’에 대해 고찰한다. (2)3장에서는 국내에서 플래그

십 스토어를 운영하는 5개 국내 화장품 브랜드를 대상

으로 2장에서 고찰한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구조 모델을

적용하여 분석의 틀을 제시하고, 각 브랜드 별 플래그십

스토어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일치도의 조사와 그 결과를

분석, 고찰한다. (3)4장에서는 브랜드 인지도에 대한 조

사 결과를 분석하고, 3장에서 얻은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일치도와 브랜드 인지도의 영향 관계를 회귀분석을 활용

하여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일치도

와 브랜드 인지도의 영향관계를 고찰한다.

2.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조 이론 분석을

통한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구조와 요소

2.1.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구조

6) 윤경구, 아커 켈러 캐퍼러 브랜드 워크숍, 유나이티드브랜드, 2009,
p.73

7) 손일권, 브랜드 아이덴티티, 작가정신, 2003, p.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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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업쇼(Lynn Upshaw)는 “브랜드의 내적 자아를 외

부로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여러 가지 시각적·감각

적 요소들에 특정한 스타일과 테마를 부여함으로써 소비

자들에게 브랜드에 대한 총체적인 감각적 경험을 제공한

후 이를 기초로 바람직한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

이 브랜드 아이덴티티 관리”8)라고 하였다. 즉 브랜드 아

이덴티티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적 자아가 있고, 이 내적

자아를 표현하기 위한 다양한 시각적·감각적 요소들에

의해 소비자에게 전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

해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브랜드가 지향하는 내적인 자아

와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수단과의 세트에 의해서

구성되고 관리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개념적 구조를 표현한

구조 모델 중 하나가 ‘빙산(Iceberg)’모델<그림 1>9)이다.

‘빙산’모델은 알로자(Alloza) 등이 2004년에 제시한 기

업 아이덴티티 관리 모델로서 수면 위에 가시적으로 보

여 지는 것과 수면아래 잠재되어 있는 것 2가지로 묘사

되고 있다.10) 이 중 가시적으로 보여 지는 것에 대해

“우리 눈에 보여 지는 것은 눈으로 식별 하고 인식할 수

있는 언어적인 이름, 슬로건과 시각적인 로고/심볼 마크,

색상, 영업점이나 판매 매장의 환경, 다양한 커뮤니케이

션 메시지”11)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를 마케팅 전문가인

발머(Balmer)는 “커뮤니케이션 아이덴티티”라 하였다.12)

반면에 소비자의 눈에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해 이를 시

장과 사회에 자사가 보여 지기 바라는 이상적이거나 바

람직한 아이덴티티, 즉 기업관, 핵심가치, 경영진이 생각

하는 비전, 기업행동 방향 등으로 개념을 정리하고 이를

“실제적 아이덴티티”라고 정의한다.13)

한편, 브랜드 경영 및 전략의 또 다른 전문가인 장 노
엘 캐퍼러(Jean-Noël Kapferer) 교수는 커뮤니케이션의

8) 손일권, 전게서, p.192
9) 윤경구, 전게서, p.139의 그림을 재작성.
10) 윤경구, 전게서, p.139
11) 윤경구, 전게서, p.140
12) 윤경구, 전게서, p.140
13) 윤경구, 전게서, p.140의 내용을 요약, 정리.

관점으로 아이덴티티와 이미지의 차이를 설명한다. “발
신자의 목적은 브랜드의 의미, 목표 그리고 자신의 이미
지를 구체화시키는데 있고, 이미지는 그러한 활동의 결
과이자 해석”14)이라는 것이다.
캐퍼러는 브랜드가 자체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가

지고 있다고 가정하며, 커뮤니케이션을 브랜드의 존재
의미로 규정한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이 성립하기 위해
서는 발신자와 수신자의 존재가 필요하며, 둘 사이를 연
결하는 ‘교량’의 역할 수행을 위해 문화와 관계가 있음을
주장한다. 또한 브랜드를 내재화된 의미를 갖는 내면과
외형적으로 표현되는 외면으로 구분한다.15) 여기서 캐퍼
러가 주장하는 내면과 외면은 앞에서 살펴본 발머의 ‘커
뮤니케이션 아이덴티티’와 ‘실제적 아이덴티티’의 개념적
의미와 일치한다고 하겠다. 캐퍼러는 이러한 브랜드가
갖는 커뮤니케이션 특성과 구조를 ‘브랜드 아이덴티티
프리즘’으로 표현하고 있다.<그림 2>16)

손일권은 그의 저서에서 “캐퍼러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의 핵심이 브랜드의 개성, 장기적 목표와 비전, 일관성,

가치, 진실, 인지적 표식 등 여섯 가지에 있다고 간주하

고 ‘브랜드 아이덴티티 프리즘’이라는 모델을 통해 아이
덴티티의 구성요인을 물리적 특성, 개성, 관계, 문화, 사
용자 이미지, 자아 이미지 등 여섯 가지로 세분화”17)하

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알로자 등이 제시하는 ‘빙산’ 모델과 캐퍼러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프리즘’ 모델의 공통점은 브랜드 아이덴티티

를 일종의 발신자로서의 브랜드 기업과 수신자로서의 소
비자 사이에 형성되는 상호 커뮤니케이션적인 관계에 중
심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결국 발신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

14) 윤경구, 전게서, p.242
15) 서용구 외 1인, 전게서, p.197
16) 장 노엘 캐퍼러, 뉴패러다임 브랜드 매니지먼트, 윤경구 김상률 손
일권 옮김, 김앤김북스, 2009, p.208의 그림을 재작성.

17) 손일권, 전게서, p.194

<그림 2> 장 노엘 캐퍼러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프리즘

<그림 1> Alloza, Conley, Pardo, Farfan & Espntaleon의
‘빙산(Iceberg)’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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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를 얼마만큼 명확하게 표현하여 소비자에게 효과적
으로 전달되어지는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2.2. 평가 자료 작성을 위한 분석 틀과 세부 항목
본 연구에서는 전 절에서 고찰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의 개념적 구조를 플래그십 스토어에 대입하여 살펴보고

자 한다. 먼저 화장품 브랜드가 추구하고 소비자에게 전

달하고자 하는 브랜드 가치(철학, 지향점 등)로서의 ‘실

제적 아이덴티티’ 또는 ‘내면화’된 아이덴티티(본 논문에

서는 이를 ‘내재적 아이덴티티’로 명명함)가 플래그십 스

토어를 구성하는 공간구성요소들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아이덴티티’ 또는 ‘외면화’된 아이덴티티(본 논문에서는

이를 ‘외재적 아이덴티티’로 명명함)로서 소비자에게 명

확히 전달되는 것이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조

건으로 보고,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명확도가 결국은

소비자의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

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 가설을 세우고자 한다. 또한 커

뮤니케이션의 명확도는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브랜드 가

치 등)과 표현된 결과물(플래그십 스토어)이 얼마만큼

일치하는가의 정도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본 연구에

서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일치도’로 명명하고, 이를 척

도로 브랜드 인지도와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절에서는 각 화장품 플래그십 스토어의 내재적 및

외재적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조사하여 브랜드 아이덴티

티의 일치도와 인지도를 측정, 평가하기 위한 평가 자료

작성을 위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분석 틀과 각 세부 항목

을 설정하고자 한다. 즉 전절에서 고찰한 알로자 등의

‘빙산’모델과 캐퍼러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프리즘’ 이론

은 기본적으로 발신자와 수신자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

을 통하여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전달되어지는 구조를 가

지고 있다. 이러한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구조적 특성에

입각하고, 상기에서 제시한 연구 가설을 보다 명확히 정

리하여 평가 실험을 진행하기 위한 평가용 자료의 작성

을 위하여 <그림 3>과 같은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

상기 분석 틀은 기본적으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내

재적 아이덴티티’와 ‘외재적 아이덴티티’로 구분하였으며,

내재적 아이덴티티를 구성하는 세부요소로는 브랜드가

지향하는 ‘브랜드 철학’과 이를 플래그십 스토어에 적용

하여 공간화하기 위한 ‘공간 컨셉’, 브랜드가 추구하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미지로서의 ‘내적 이

미지’로 분류·구성하였다.

‘브랜드 철학’은 각 기업의 브랜드가 추구하는 ‘브랜드

가치’ 등을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언어적 표현인 브

랜드 네이밍과 브랜드의 컨셉, 또는 브랜드를 설명하는

스토리를 세부항목으로 하였다. ‘공간 컨셉’은 공간의 모

티브와 공간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세부항목을

설정하였으며, 각 기업이 브랜드에 담고자 하는 이미지

를 ‘내재적 이미지’로 설정하였다. 내재적 아이덴티티를

구성하는 각 분류 항목들은 각 화장품 브랜드의 홈페이

지, 각종 홍보물 등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들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항목화 하였다.

한편 외재적 아이덴티티를 구성하는 세부요소로는 플

래그십 스토어를 구성하는 ‘공간 환경’의 항목들과 플래

그십 스토어에 브랜드 가치를 프로그램적으로 구현한

‘공간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여기서 공간 환경과 프

로그램은 플래그십 스토어의 물리적 환경과 프로그램으

로 구현되어 수신자(소비자)에게 브랜드가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와 비전 등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공간 환경을 분석하기 위한 구체적인 항목은 크게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으로 분류하였다. 외부공간은 파

사드와 로고 및 간판18)으로 내부 공간은 공간 전체로 브

랜드가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들을 표현한 ‘공간 이미지’

와 ‘집기 이미지’, ‘상징 조형물’로 설정하였고, 각각의 항

목을 형태(Shape), 색상(Color), 재질(Material)의 3가지

디자인 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디자

인 요소에 의한 평가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

다. 또한 플래그십 스토어 공간에 적용된 특징적인 프로

그램들을 평가항목으로 설정하였으며, 브랜드 아이덴티

티의 외재적 아이덴티티 요소는 해당 브랜드 별 사례 사

진과 현장조사를 통하여 도출하였다.

3. 화장품 플래그십 스토어 브랜드 아이

덴티티의 평가 및 결과 분석19)

3.1. 평가 및 분석의 개요
전 장에서 설정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분석 틀과 세부

항목을 중심으로 대상 화장품 브랜드(이니스프리, 에뛰드

하우스, 라네즈, 마몽드, 에스쁘아)20)의 플래그십 스토어

18) 파사드와 로고 및 간판은 하나의 항목으로 볼 수 도 있으나 외부
환경에서 스케일과 거리에 따른 인지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
을 고려하여 분리된 항목으로 설정하였음.

19) 본 논문의 조사 및 분석 내용(3장 및 4장)은 양미선의 석사학위논
문 ‘화장품 플래그십스토어의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인지도의 관계
분석에 의한 디자인 방법에 관한 연구(건국대 건축전문대학원,
2014)’에 바탕을 두고 보완 발전시킨 것임.

20) 2014년 3월 현재 플래그십 스토어를 운영하는 5개 화장품 브랜드
를 선정하였음.

<그림 3> 분석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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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점포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내재적 아이덴티티<표

1>와 외재적 아이덴티티<표 2>로 분석하였다. 또한 이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 자료를 작성, 제시하여 브

랜드 아이덴티티의 일치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는 2014년 3월 11일부터 3월 20일까지 10일간 실

내건축을 전공하는 학생과 관련 업계의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평가 방법은 평가대상자 각 개

인별로 배부되어진 평가용 설문지의 해당 항목에 대한 5

단계 리커트 척도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회수된 평가용

설문지는 총 50부 중 47부로 회수율 94%였다.

평가용 설문지의 내용은 전 장에서 정리한 분석 틀에

따라 각 브랜드별 내재적 아이덴티티의 각 구성항목들에

대한 기술 내용을 정리한 <표 1>과 외재적 아이덴티티

의 각 구성항목에 따른 사례사진과 이를 형태, 색상, 재

질의 3가지 디자인 요소로 해설한 각 브랜드별 플래그십

스토어 분석표<표 2>로 구성하였다. 또한 평가방식은

앞에서 제시된 각 아이덴티티의 상호 항목들 사이의 일

치 정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또한 분석은

기본적으로 각 해당 항목에 대한 평가 점수의 평균값을

상호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결과로 얻어진

평균값이 적절하게 상대적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검정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3.2. 내재적 아이덴티티의 분석
각 조사 대상 화장품 플래그십 스토어의 내재적 아이

덴티티는 각 대상 화장품 기업의 브랜드별 홈페이지와

홍보자료 등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공간 컨

셉, 브랜드철학, 내재적 이미지로 분류하였고, 세부적으

로는 공간모티브, 공간목적, 브랜드 네이밍, 브랜드 컨셉

및 스토리로 분류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각 세부항목에

해당하는 기술 내용들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그 구체

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3.3. 외재적 아이덴티티의 분석
각 조사 대상 화장품 플래그십 스토어의 외재적 아이

덴티티는 2.2.에서 정리한 외재적 아이덴티티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각 해당 공간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내용을 정리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와 같다.

3.4. 화장품 플래그십 스토어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일치도 분석

전 절에서 분석 도출한 각 화장품 플래그십 스토어의

내재적 아이덴티티와 외재적 아이덴티티에 대한 일치도

평가 결과는 <표 4>와 같다. 여기서 먼저 <표 4>의 평

균값이 유효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검정을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화장품 브랜드 플래그십 스토어의 내재적 아이덴티티

와 외재적 아이덴티티의 일치도 평가치의 평균값에 대한

분산분석의 결과, 유의확율(p)=0.003으로 p<0.005에서 유

의함을 알 수 있다. 즉 분산분석에 의한 검정의 결과 각

평균값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각 일치도 평가

의 평균값의 비교는 유의한 의미를 가진다 하겠다.

화장품 브랜드 플래그십 스토어의 아이덴티티의 일치

도 평가 결과 가장 높은 일치도를 보인 브랜드는 이니스

프리(3.68)였다. 이니스프리는 파사드(3.32), 로고 및 간

판(3.80), 공간 이미지(3.55), 집기 이미지(3.55), 상징조형

요소 내용

이
니
스
프
리

공간
컨셉

공간 모티브 제주 자연을 담은 온실
공간 목적 피부에 휴식을 주는 나만의 청정 공간

브랜드
철학

브랜드 네이밍
Innisfree:Innis(섬) + Free(자유)
: 청정의 섬

브랜드 컨셉/스토리
깨끗한 자연과 건강한 아름다움이 행복하
게 공존하는 청정섬

내재적
이미지

내재적 이미지 친환경 그린라이프를 실천하는 자연주의

에
뛰
드
하
우
스

공간
컨셉

공간 모티브 종이접기

공간 목적
소녀의 감성으로 화장을 놀이로 즐기고
싶은 공간

브랜드
철학

브랜드 네이밍
ETUDE [에뛰드]
: 쇼팽의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곡

브랜드 컨셉/스토리
주인공이고픈 소녀의 달콤한 꿈과 세상을
향한 동경

내재적
이미지

내재적 이미지
소녀 취향의 걸리쉬하면서도 어린시절의
향수를 느끼게 하는 키덜트적인 모습

라
네
즈

공간
컨셉

공간 모티브 물방울

공간 목적
수분 취향의 기초 화장품의 이미지를 표
현하는 물의 공간

브랜드
철학

브랜드 네이밍
LANEIGE　[라네즈]
: 자연에서 온 눈

브랜드 컨셉/스토리 최고의 효능은 최선의 물에서부터 시작된다
내재적
이미지

내재적 이미지
좋은 물을 찾아 Water science를 통해 여
성의 아름다움을 완성

마
몽
드

공간
컨셉

공간 모티브 비밀의 화원
공간 목적 꽃의 생명력과 설레임이 가득한 공간

브랜드
철학

브랜드 네이밍
Mamonde: Ma(나)+monde(세계)
:자신이 만들어가는 세상

브랜드 컨셉/스토리
꽃에 담긴 자연의 지혜를 연구하고 여성
의 아름다움을 발견

내재적
이미지

내재적 이미지 꽃으로 여성의 아름다움을 활짝 피운다

에
스
쁘
아

공간
컨셉

공간 모티브 스타일리스트의 클로젯

공간 목적
변화를 꿈꾸는 여성들을 위한 프로페셔널
한 메이크업 공간

브랜드
철학

브랜드 네이밍
Espoir [에스쁘아]
:변신에 대한 설레는 희망과 기대

브랜드 컨셉/스토리
자신감을 기반으로 도회적 멋스러운 삶을
즐기는 개성있고 세련된 트랜드 리더

내재적
이미지

내재적 이미지
주목받음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과 주변에
즐거운 영감을 불어 넣는 여성

<표 1> 화장품 브랜드 별 내재적 아이덴티티

제곱합 df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집단-간 2.885 4 .714 5.588 .003

집단-내 2.554 20 .128

합계 5.409 24

<표 3> 브랜드 아이덴티티 일치도 평균값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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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화장품 브랜드 별 외재적 아이덴티티

이니스프리 에뛰드 하우스 라네즈 마몽드 에스쁘아

사례
사진

형태 온실 컨셉의 삼각지붕형태
하우스 형태의 지붕과 팝
업 북 컨셉의 레이어

부드러운 곡선 형태와 물
방울 형태의 조명

아치 형태와 옐로우 톤 부
케심벌

직선적 구조에 로고의 e를
사방연쇄패턴으로 적용

색상 화이트 메쉬와 그린간판 핑크 그레이, 화이트, 블루 화이트, 옐로우 오렌지, 화이트, 블랙
재질 메쉬, 메탈 모자이크 타일과 페인트 타공판을 덧 댄 형태 콘플로어(confloor) 파워글라스, 패턴글라스

사례
사진

형태 청정자연의 원료와 약사발 모티브 티아라를 이미지화 전면발광 로고패널 T형 꽃받침 위 로고 글라스 위 백라이팅 로고
색상 그린컬러 위 화이트 로고 핑크 실버 위 화이트 조명 옐로우, 그린 오렌지
재질 실제 식물 위 로고 채널 모자이크 타일과 페인트 스테인리스, LED 콘플로어(confloor) e패턴글라스

사례
사진

형태 박공지붕, 온실을 형상화
복층구조, 팝업 북을 열었
을 때의 이미지를 형상화

직선적인 공간에 곡선형태
의 집기표현

대형 화분을 중심으로 아
일랜드형 집기배치

고풍스러운 크랙 글라스와
샹들리에의 세미클래식

색상
화이트, 베이지 톤 타일,
실버

화이트, 핑크, 그레이 실버그레이, 화이트, 블루
화이트, 베이지, 블랙, 옐
로우

화이트, 오렌지

재질
노출콘크리트, 조경, 수성
페인트, 테라죠 타일

타공판, 아치형태의 철판,
미러, 모자이크 타일

스테인리스, 포인트벽돌,
LED영상, 타공판

콘크리트, 우드, 금속, 페
인팅

판도모(pandomo)바닥과 아
모르코트(armourcoat) 벽체

사례
사진

형태 온실 트레이 형태 레이어가 겹쳐진 형태 물방울 형태의 이미지 빌트인 타입의 형태 천정라인이 집기까지 연결
색상 아이보리와 베이지 혼용 화이트, 핑크 그레이, 화이트, 블루 화이트 블랙, 화이트, 바이올렛
재질 함석느낌의 재질 우레탄도장 스테인리스, 우레탄도장 콘플로어(confloor) 아모르코트(armourcoat)

사례
사진

형태 제주돌담 재현한 수직정원 샹들리에 형태의 오브제 유기적 곡선형태 나비를 형상화한 패턴천장 샹들리에
색상 살아있는 식물의 초록색 핑크계열 컬러 그레이, 화이트, 블루 톤 다운된 옐로우와 블랙 바이올렛
재질 제주에 서식하는 8종 식물 3mm 철판의 레이저커팅 스테인리스, 패턴 월 금속, 페인팅 금속, 유리

사례
사진

내용
공병 수거 캠페인
에코 손수건 캠페인

제품체험 및 사진 촬영 공간 워터풀 쉐어링 캠페인
히스토리와 브랜드 모티브
를 보여주는 라이브러리
공간

메이크업 체험존의 모든
직원이 메이크업 아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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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4.24), 프로그램(3.47)로 모든 요소에서 평균 이상의

높은 평가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제주의 자연을 직접적

으로 표현하는 상징조형물(수직정원)과 로고 및 간판 등

은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일치도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에뛰드 하우스(3.56)는 일치도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

났다. 소녀의 감성과 화장을 하나의 놀이 문화로 즐기는

공간을 표현한 에뛰드 하우스는 파사드(3.62), 로고 및

간판(3.41), 상징 조형물(3.87), 프로그램(3.95)로 특히 상

징조형물과 프로그램에서 높은 평가 값을 보이고 있다.

라네즈의 일치도 평균값은 3.55로 파사드(4.16), 로고및

간판(2.19), 공간 이미지(3.84), 집기 이미지(3.88), 상징조

형물(3.55), 프로그램(3.92)로 전반적으로 높은 평균값을

보이고 있지만, 로고 및 간판은 평균 이하의 낮은 평가

를 보인다. 공간 모티브인 물방울 무늬의 패턴을 외부

파사드로 부터 내부의 공간 이미지, 집기 디자인에 이르

기까지 통일되게 적용하여 표현했지만, 로고 및 간판은

회색 스테인리스 바탕에 화이트 컬러의 로고로 브랜드

철학에 대한 구현이 특히 형태(1.87)와 재질(1.87)의 요소

들에서 적절히 표현되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에스쁘아의 일치도 평균값은 3.40으로 파사드(3.65), 로

고 및 간판(3.40), 공간 이미지(3.31), 집기 이미지(3.25),

내재적 아이덴티티

외
재
적

아
이
덴
티
티

이니스프리
공간 컨셉 브랜드 철학

내재적
이미지

평균값
모 티
브

목적
브랜드
네이밍

브랜드
컨셉

내재적
이미지

파사
드

형태 3.74 3.17 2.85 2.77 3.30 3.17
3.32색상 3.87 4.09 3.62 3.49 3.70 3.75

재질 3.32 2.27 2.70 3.13 3.23 3.03

로 고
및
간판

형태 3.55 3.00 3.32 3.49 4.15 3.50
3.80색상 4.19 3.8.3 3.72 3.98 4.13 3.97

재질 4.21 3.77 3.66 3.87 4.17 3.94
공간
이미
지

형태 4.34 3.55 2.66 3.06 3.81 3.49
3.55색상 4.06 3.70 3.23 3.40 3.83 3.65

재질 3.85 3.57 3.02 3.36 3.81 3.52

집기
이미
지

형태 3.43 3.23 2.77 3.23 3.85 3.30
3.55색상 3.66 3.68 3.19 3.70 4.13 3.67

재질 3.66 3.64 3.21 3.64 4.21 3.67
상징
조형
물

형태 4.45 4.04 3.64 3.98 4.30 4.08
4.24색상 4.36 4.26 4.13 4.30 4.40 4.29

재질 4.51 4.38 4.11 4.23 4.53 4.35
프로그램 3.04 2.74 2.98 3.98 4.61 3.47
평균 값 3.89 3.59 3.30 3.60 4.01 3.68

에뛰드
하우스

공간 컨셉 브랜드 철학
내재적
이미지

평균값
모 티
브

목적
브랜드
네이밍

브랜드
컨셉

내재적
이미지

파사
드

형태 3.09 4.47 2.49 4.26 4.32 3.72
3.62색상 3.04 4.51 2.38 4.36 4.40 3.74

재질 2.94 4.15 2.17 3.81 4.00 3.41

로 고
및
간판

형태 1.98 4.30 2.68 4.13 4.13 3.44
3.41색상 2.54 4.47 2.47 4.26 4.30 3.61

재질 2.28 3.87 2.30 3.72 3.68 3.17

공간
이미
지

형태 3.13 3.81 3.06 3.98 4.02 3.60
3.47색상 3.15 3.79 2.91 3.79 3.91 3.51

재질 2.89 3.36 2.87 3.70 3.66 3.30

집기
이미
지

형태 2.30 3.87 2.68 3.89 3.83 3.31
3.32색상 2.89 3.66 2.70 3.91 3.89 3.41

재질 2.47 3.68 2.66 3.70 3.66 3.23

상징
조형
물

형태 4.47 4.15 3.00 4.36 4.17 4.03
3.87색상 3.96 4.06 2.81 4.21 4.15 3.84

재질 4.06 3.96 2.68 4.13 3.89 3.74
프로그램 3.53 4.68 2.72 4.49 4.34 3.95
평균 값 3.04 4.05 2.66 4.04 4.02 3.56

라네즈
공간 컨셉 브랜드 철학

내재적
이미지

평균값
모 티
브

목적
브랜드
네이밍

브랜드
컨셉

내재적
이미지

파사
드

형태 4.49 4.53 3.91 3.94 3.98 4.17
4.16색상 4.70 4.53 4.26 4.34 4.09 4.38

재질 4.09 4.17 3.81 3.85 3.79 3.94
로고
및
간판

형태 1.87 2.13 1.87 1.87 2.21 1.99
2.19색상 2.81 2.72 2.38 2.26 2.40 2.51

재질 2.11 2.19 1.87 1.87 2.23 2.06

공 간
이미
지

형태 4.24 4.04 3.60 3.77 3.77 3.88
3.84색상 4.34 4.17 3.89 3.98 3.79 4.03

재질 3.83 3.77 3.49 3.57 3.45 3.62
집기
이미
지

형태 4.13 4.15 3.36 3.68 4.09 3.88
3.88색상 4.36 4.34 3.79 4.04 4.09 4.12

재질 3.72 3.85 3.36 3.64 3.66 3.65

상징
조형
물

형태 4.17 4.04 3.28 3.47 3.68 3.73
3.55색상 3.79 3.64 3.45 3.49 3.62 3.60

재질 3.45 3.45 3.00 3.28 3.45 3.32
프로그램 4.04 3.96 3.23 4.23 4.13 3.92
평균 값 3.76 3.73 3.28 3.45 3.53 3.55

에스쁘아
공간 컨셉 브랜드 철학

내재적
이미지

평균값
모 티
브

목적
브 랜 드
네이밍

브랜드
컨셉

내재적
이미지

파사 형태 3.23 3.60 3.40 3.96 3.43 3.52

<표 4> 브랜드 별 내재적 아이덴티티와 외재적 아이덴티티의 일치도

외
재
적

아
이
덴
티
티

드
색상 3.36 3.81 3.68 3.98 3.68 3.70

3.65
재질 3.32 3.70 3.74 4.11 3.74 3.72

로 고
및
간판

형태 3.15 3.38 3.32 3.38 3.57 3.36
3.40색상 3.15 3.53 3.38 3.60 3.47 3.43

재질 3.17 3.32 3.40 3.60 3.51 3.40
공 간
이 미
지

형태 3.28 3.91 2.89 3.62 3.15 3.37
3.31색상 3.17 3.72 2.79 3.53 2.85 3.21

재질 3.34 3.74 2.87 3.57 3.19 3.34

집 기
이 미
지

형태 3.43 3.55 2.87 3.62 2.98 3.29
3.25색상 3.32 3.47 2.89 3.55 2.94 3.23

재질 3.21 3.23 3.00 3.66 2.98 3.22
상 징
조 형
물

형태 2.91 3.87 3.00 3.40 3.28 3.09
3.08색상 3.04 3.19 3.00 3.30 3.02 3.11

재질 2.89 3.06 2.91 3.36 3.00 3.05
프로그램 4.40 4.53 4.26 4.47 4.02 4.34
평균 값 3.27 3.54 3.21 3.67 3.30 3.40

마몽드
공간 컨셉 브랜드 철학

내재적
이미지

평균값
모티
브

목적
브 랜 드
네이밍

브랜드
컨셉

내재적
이미지

파 사
드

형태 3.00 3.53 2.19 3.57 3.70 3.20
3.13색상 2.74 3.74 2.30 3.51 3.81 3.22

재질 2.70 3.34 2.30 3.19 3.30 2.97

로 고
및
간판

형태 2.81 3.06 2.53 3.06 3.04 2.90
2.89색상 2.89 3.21 2.47 2.96 3.19 2.94

재질 2.72 3.06 2.47 3.00 2.96 2.84
공 간
이 미
지

형태 2.83 3.09 2.53 3.32 3.17 2.99
2.95색상 2.98 3.13 2.40 3.15 3.21 2.97

재질 2.91 2.85 2.45 3.09 3.15 2.89

집 기
이 미
지

형태 1.74 1.79 2.17 1.91 1.77 1.88
1.91색상 1.83 1.81 2.19 1.98 1.94 1.95

재질 1.64 1.74 2.23 1.94 1.96 1.90
상 징
조 형
물

형태 3.49 3.17 2.40 2.83 2.83 2.94
2.71색상 3.00 2.70 2.19 2.47 2.40 2.55

재질 2.91 2.81 2.36 2.62 2.51 2.64
프로그램 2.91 2.66 3.04 2.96 2.81 2.88
평균 값 2.70 2.86 2.39 2.85 2.86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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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 조형물(3.08), 프로그램(4.34)으로 프로페셔널한 여

성을 이미지화하는 내재적 아이덴티티를 실제 메이크업

전문 아티스트를 직원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과

쌍방향적으로 내재적 아이덴티티를 전달하고 있는 점이

다른 요소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로 판단된다.

또한 로고의 ‘e’를 사방연쇄 패턴으로 사용한 파사드와

이를 간판으로 연계하여 투명한 유리 속의 화려한 스파

클링과 적극적인 브랜드 컬러인 오렌지색을 표출하고 있

는 점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이유로 판단된다.

마몽드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일치도의 평균값이 2.73

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각 요소별 평균값은 파사드

(3.13), 로고 및 간판(2.89), 공간 이미지(2.95), 집기 이미

지(1.91), 상징 조형물(2.71), 프로그램(2.88)로 특히 벽체

의 흰색 콘크리트 집기 디자인이 형태, 색상, 재질의 모

든 디자인 요소에 있어서 특히 공간 컨셉과의 관계에 있

어서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일치도가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표 4>

4. 화장품 플래그십 스토어 브랜드 아이
덴티티에 대한 인지도 평가 및 브랜드

아이덴티티 일치도와의 영향관계 분석

브랜드 인지도에 대해 데이비드 아커 교수는 “고객들

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특정 브랜드에 대한 태도의 강

도”21)로 설명한다. 또한 캐퍼러는 다음과 같이 브랜드

인지도를 ①최초상기 인지도(브랜드가 주어진 제품 카테

고리 브랜드들에 관해 질문을 받은 이들의 마음속에 가

장 먼저 떠오르는 것인지를 측정하는 것), ②비보조 인지

도(주어진 제품 카테고리와 어느 정도까지 자발적으로

연결되는지를 측정하는 것), ③보조 인지도(목표 청중에

게 특정 브랜드에 관해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지 또는

적어도 그 이름만이라도 들어봤는지를 묻는 것)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설명22)하며, “브랜드는 브랜드가 나

타내는 바를 알고, 이 표시가 노하우(어떤 제품, 어떤 서

비스) 측면에서 어떤 약속을 해왔는지 인식하고 있는 사

람들의 숫자를 측정한다. 인지도가 없는 브랜드는 그저

제품에 붙은 의미 없고 말 없는 무언가에 불과하다.”23)

고 브랜드에 대한 인지의 정도가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에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주장한다. 결국 브랜드 아이덴티

티를 통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발신자와 수신자의 커뮤니

케이션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가의 여부와 정도는 브

랜드 인지도에 의해 측정되어질 수 있다고 하겠다.

21) 데이비드 아커, 데이비드 아커의 브랜드 경영, 이상민·브랜드 앤
컴퍼니 옮김, 비즈니스 북스, 2003, p.34

22) 장 노엘 캐퍼러, 전게서, p.297
23) 장 노엘 캐퍼러, 전게서, pp.296-297

본 장에서는 전 장에서 분석, 고찰하였던 각 화장품

브랜드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일치도 조사와 병행하여 동

시에 진행한 브랜드 인지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분석하

고, 최종적으로 브랜드 아이덴티티 일치도와 브랜드 인

지도의 영향관계를 분석, 고찰하고자 한다.

4.1. 브랜드 인지도 평가 및 분석의 개요
각 화장품 브랜드의 인지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상기에

서 설명하였던 캐퍼러의 브랜드 인지도 항목을 바탕으로

브랜드 인지도 평가를 위한 조사문항을 작성, 제시하였

다. 평가는 전 장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일치도 조사에서

제시한 외재적 아이덴티티와 동일한 내용에 대해 동일한

피 실험자를 대상으로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각 평가 항

목은 다음과 같다. ①비보조 인지도: 브랜드를 전혀 알

수 없다(1점)에서 아주 잘 알 수 있다(5점)까지의 5단계

평가. ②보조 인지도: 브랜드를 전혀 회상 할 수 없다(1

점)에서 아주 잘 회상 할 수 있다(5점)까지의 5단계 평

가. ③최초상기 인지도: 브랜드가 전혀 떠오르지 않는다

(1점)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다(5점)까지의 5단계 평가로

진행하였다.

4.2. 브랜드 인지도 평가 결과 및 분석
브랜드 아이덴티티 일치도 분석과 마찬가지로 집단 간

브랜드 인지도의 측정값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

정하기 위하여 브랜드 인지도 평가에 의해 얻어진 각 브

랜드의 인지도 평균값에 대한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시행

하여 <표 5>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브랜드 인지도는 분산분석에 의한 검정 결과 유의확률

(p)=0.000으로 p<0.001에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각 브

랜드 별 브랜드 인지도의 평균값은 유의한 차이가 있다

고 할 수 있다. 즉 분산분석에 의한 검정의 결과 브랜드

인지도의 평균값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각 인

지도 평가의 평균값의 비교는 유의한 의미를 가진다 하

겠다. 브랜드 인지도의 각 브랜드별 평균값은 이니스프

리(4.00), 에뛰드하우스(3.95), 라네즈(3.45), 에스쁘아

(3.30), 마몽드(2.76)의 순이었다. 그 구체적인 결과는

<표 6>과 같다.

모든 브랜드에서 인지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소는

로고 및 간판이었다. 그 다음으로 파사드가 공통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다. 로고는 시각적으로 브랜드

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적 표현이 비교적 명확하고,

제곱합 df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집단-간 3.106 4 .776 125.449 .000
집단-내 0.62 10 .006
합계 3.168 14

<표 5> 브랜드 인지도 일원배치 분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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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은 브랜드 네이밍이 표현되어지고 있어 브랜드 전달

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파사드는 스케일과 조형성, 재

료, 색상 등에 의해 브랜드의 전달력이 상대적으로 높다

고 하겠다. 특히 로고와 간판, 파사드에서 브랜드 인지도

가 높게 나타난 브랜드들은 대부분 ‘비보조 인지도’가 타

인지도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시각적인 측면에

소구하는 직접적인 전달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공간이미지는 브랜드 간 차이는 있으나 ‘비보조

인지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최초상기 인지도’나 ‘보조 인

지도’가 높게 나타나 기억과 체험, 연상에 의한 브랜드

전달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니스프

리와 에뛰드 하우스, 마몽드의 경우 상징조형물이 공간

이미지 보다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이는 각 브랜드들의

공간에서 사용된 상징조형물이 시각적인 측면에서 로고

나 간판, 파사드와 연관되어 표현되고 있어 직접적인 전

달력이 강한 요소라는 점과 함께 공간적인 컨셉과 브랜

드 철학 등의 내용적 연결성도 명확한 것에 기인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비보조 인지도’와 ‘보조

인지도’가 ‘최초상기 인지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

타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한편 전반적으로 집기이미지는 브랜드 인지도가 상대

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4.3. 브랜드 아이덴티티 일치도와 브랜드 인지도의
영향관계 분석

본 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의 일치도는 브랜드 인지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3장에서 도출된 각

브랜드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일치도의 평균값을 독립변

수로, 전 절에서 도출된 브랜드 인지도의 평균값을 종속

변수로 하는 단순회귀분석(simple regression analysis)24)

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먼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얼마나 설명하는지를 의

미하는 R제곱값은 0.818이고 수정된 R제곱값은 0.757이

다. 두 수치 사이의 차이가 크지 않을수록 좋은 모형이

라고 볼 수 있다. 즉 브랜드 아이덴티티 일치도는 브랜

드 인지도의 75.7%를 설명하고 있어 영향관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F값에 대한 유의확율(P)은 0.05보다 작

게 나타나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일치도가 브랜드 인지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표

준화계수 베타 값이 0.904로 이 영향 관계는 정(+)의 영

향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회귀분석 결과, 브랜드 아이덴티티 일치

도는 브랜드 인지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

음이 실증적으로 증명되었다.

5. 결론

전 장까지의 조사, 분석 및 고찰에 대한 결과를 종합

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일치도가 높은 화장품 플래그십

스토어의 경우, 공간 환경적인 구현 방법으로서 내재적

아이덴티티가 시각적으로 직접 소구하는 방식으로 표현

되어진 사례들에 대한 평가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

다. 예를 들어 라네즈의 경우 공간 모티브로서의 물방울

24) 회귀분석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호 관련성 여부, 상호 관
련성의 강도, 변수들 간 종속관계의 성격 등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
된다.

이니스프리
비보조
인지도

보조 인지도 최초 상기도
순서 평균

순서 값 순서 값 순서 값
파사드 2 4.40 2 4.38 2 4.00 2 4.26

로고 및 간판 1 4.77 1 4.72 1 4.64 1 4.71
공간 이미지 4 3.87 4 3.87 4 3.62 4 3.79
집기 이미지 5 3.21 5 3.40 5 3.13 5 3.25
상징조형물 3 4.02 3 4.17 3 3.83 3 4.01
평균 4.06 4.11 3.84 4.00

에뛰드 하우스
파사드 2 4.68 2 4.55 2 4.57 2 4.60

로고 및 간판 1 4.77 1 4.66 1 4.60 1 4.67
공간 이미지 4 3.55 4 3.64 4 3.53 4 3.57
집기 이미지 5 2.94 5 3.11 5 3.02 5 3.02
상징조형물 3 3.94 3 3.94 3 3.72 3 3.87
평균 3.97 3.98 3.89 3.95

라네즈
파사드 2 3.57 2 3.85 2 3.51 2 3.65

로고 및 간판 1 4.32 1 4.21 1 4.32 1 4.28
공간 이미지 3 3.28 3 3.36 3 3.38 3 3.34
집기 이미지 4 2.96 4 3.15 4 3.23 4 3.11
상징조형물 5 2.66 5 2.87 5 3.06 5 2.87
평균 3.36 3.49 3.50 3.45

에스쁘아
파사드 2 4.21 2 3.98 2 3.98 2 4.06
로고 및 간판 1 4.34 1 4.23 1 4.38 1 4.32
공간 이미지 3 2.81 3 2.87 3 2.96 3 2.88
집기 이미지 4 2.77 3 2.87 4 2.72 4 2.79
상징조형물 5 2.55 5 2.47 5 2.43 5 2.48
평균 3.34 3.29 3.29 3.30

마몽드
파사드 2 3.13 2 3.26 2 3.09 2 3.16
로고 및 간판 1 3.98 1 3.85 1 3.72 1 3.85

<표 6> 브랜드 별 인지도

공간 이미지 4 2.36 4 2.32 4 2.38 4 2.35
집기 이미지 5 1.83 5 1.72 5 1.81 5 1.79
상징조형물 3 2.66 3 2.68 3 2.66 3 2.67
평균 2.79 2.77 2.73 2.76

종속
변수

독립변수
표준화
계수
베타

t F
유의확률
(P))

R
제곱

수정된 R
제곱

브랜드
인지도

상수 -.560

13.489 .035 .818 .757
브랜드

아이덴티티
일치도

.904 3.673

<표 7> 브랜드 아이덴티티 일치도와 브랜드 인지도의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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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형태와 색상, 재질 등 모든 디자인 요소로 직접적으

로 파사드와 공간 이미지, 집기 이미지의 표현에 일체감

있게 적용하여 각 항목에서 가장 높은 일치도 평가를 받

았다. 반면, 로고 및 간판에 있어서는 색상 및 재질 등에

서 앞의 항목들과 일체감을 이어가지 못하여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로고 및 간판과 상징조형물에서 가장 높

은 평가를 받은 이니스프리의 경우는 제주의 자연, 온실

등과 같은 공간적 모티브와 브랜드 컨셉 등이 수직 정

원, 식물 등이 갖는 색상, 재질, 형태 등의 디자인 요소

를 통하여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한 것이 높은 평가

의 주요한 원인으로 판단되었다. 즉 브랜드 아이덴티티

의 일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스토어 전체를 아우르는

디자인 요소를 일체감 있게 시각적 소구력이 높은 표현

방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2)브랜드 인지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소는 로고 및

간판이었다. 다음으로 파사드가 공통적으로 높은 인지도

를 보였다. 로고는 시각적으로 브랜드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적 표현이 비교적 명확하고, 간판은 브랜드 네

이밍이 표현되어지고 있어 브랜드 전달력이 큰 것으로

판단되었다. 파사드는 대개의 경우 로고와 간판을 포함

하고 있으며, 조형적인 스케일과 재료, 색상 등에 의해

브랜드의 전달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요소로 판단되었다.

특히 로고와 간판, 파사드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높게 나

타난 브랜드들은 대부분 상대적으로 ‘비보조 인지도’가

높게 나타나 시각적으로 소구하는 직접적인 전달력에 효

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공간 이미지는 브

랜드 간 차이는 있으나 상대적으로 ‘최초상기 인지도’와

‘보조 인지도’가 높게 나타나 기억과 체험, 연상에 의한

브랜드 전달에 유리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이니스프

리와 에뛰드 하우스, 마몽드의 경우 상징조형물이 공간

이미지 보다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이는 상징조형물이

시각적인 측면에서 로고나 간판, 파사드와 일체감 있게

표현되고 있어 직접적인 전달력이 강한 요소라는 점과

함께 공간 컨셉과 브랜드 철학 등과의 연계성이 명확하

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비보조

인지도’와 ‘보조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결

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브랜드 인지도 중 비보조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내재적 아이덴티티의 표현에 있어서 시각적으로

직접적인 전달력을 높이는 형태와 색상, 재질의 사용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으며, ‘최초상기 인지도’와 ‘보조 인

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억, 체험과 같은 연상 작용에

효과적인 요소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3)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일치도와 브랜드 인지도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 브랜드 아이덴티티 일치도는 브랜드

인지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실

증적으로 증명하였다.

상기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화장품 플래그십 스토어의

디자인에 있어서 내재적 아이덴티티와 외재적 아이덴티

티의 일치도를 높이는 것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화장품 플래그십 스토어의 공간디자인 전략과 방

법론적 접근 및 개발에 있어서는 브랜드가 추구하는 ‘내

재적 아이덴티티’를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외재

적 아이덴티티’의 구성과 구현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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