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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mong the diverse apartment brand TV Ads, KCC Switzen uses a unique advertising strategy. Unlike 

their competitors, KCC Switzen uses a strategy without fancy rhetoric such as luxury, premium or 

high-tech to enhance the value of their housing. In order to define the value of contemporary housing 

this paper analyses the socio-cultural messaging of KCC Switzen’s television advertisements using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and Floch’s Semiotic Square of Consumption Values method.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KCC Switzen’s advertisements are shown to contain both intrinsic values of housing 

and cultural humanism by asking ablout the daily lives of real families and their relationships with 

neighbors. This directly contrasts with the standard advertisements that focus on the investment value 

of residential housing. The unique KCC Switzen advertising strategies are expected to change the 

paradigm of residential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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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의식주(衣食住)는 인간의 생명과 쾌적한 삶의 유

지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이지만 현대사회에서 

그 양상이 변화되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주거 개

념은 의식(衣食)과 문화를 포함한 개념으로 확대되

어 가고 있으며 단순히 주거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공간에서 살고, 어떤 환경에서 사는지가 중요하게 인

식되게 되었다. ‘집’은 더이상 주거의 가치만이 아니

라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1962년 정부 주도형 사업의 아파트 공급을 시작할 

때는 지역명으로 아파트 이름을 붙였다(마포아파트, 

와우아파트, 종암아파트 등), 1970년대부터는 건설업

체의 증가로 아파트 공급이 증가되면서 대기업이 참

여하고 아파트가 단지화되면서 현대, 럭키, 씽용, 대

우, 삼성, 한양 등 기업명을 붙인 아파트가 나타났다. 

이런 기업명 형태의 아파트는 아파트의 가치를 결정

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았으며, 1990년대 신도

시 건설 등으로 아파트의 수량이 급증하고, 정부의 

아파트 분양가 자율정책 확대 및 정보통신의 발달, 

소비자들의 다양한 성향 등을 반영하기 시작하면서 

차별화 전략으로 일환으로 브랜드 아파트가 등장하

기 시작했다. 삼성물산의 ‘래미안(來美安)’을 시작으

로 아파트 브랜드화는 고급화를 추구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브랜드 아파트는 소비자의 주의와 흥미를 끌

고 욕망을 이끌어내 기억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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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상품으로 인식되면서, 주거라는 본질적 의미에 

덧붙여서 사회계층을 구분하게 되는 기준이 되기 시

작했다. 2000년대 이후부터 아파트 브랜드가 소비자

의 아파트 선택 기준이 되었으며, 건설사들 또한 브

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

하기 위한 차별화의 일환으로 경쟁적으로 광고전략

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아파트 브랜드가 등장하면서 

기존 ‘튼튼함’만을 갖춘 주거적 측면을 강조하던 광

고에서 기능적, 감성적, 상징적인 편익까지 제공하는 

제품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미디어가 생산해내는 

아파트 광고 속 다양한 언어들은 크게 세 가지 유형

으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의식주 가운데 하나인 

집이란 아파트 공간 자체만을 얘기하거나, 웰빙, 친

환경, 첨단과 같은 쾌적한 삶을 강조하거나, 또는 고

품격, 유러피안 등과 같이 타 아파트 브랜드와의 차

별성 내지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파트라는 주거

공간은 더이상 삶의 공간이 아닌 광고 속의 미화된 

낙원으로 초대하고 있으며, 광고가 내포하는 신화와 

교묘하게 접목시킨 영상을 소비자들에게 노출 시키

고 있다. 상류층만의 삶의 공간이라는 포지셔닝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 시키기 시작하면서 주거공간, 

집이라는 인식을 떠나서 재화적 가치물, 테마파크 아

파트, 친환경과 웰빙형 아파트, SF영화같이 첨단기술

이 내장된 아파트 등으로 이미지화하면서 소비자들

의 삶 깊숙이 파고 들었다. 어느 브랜드 아파트에 사

느냐에 따라 자산가치 척도,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자

아표현 도구, 신분과 계급의 상징처럼 되어 버렸다.  

브랜드에 대한 우호적인 생각은 어떻게 갖게 되었

느냐는 심층 면접 조사에 대다수가 ‘TV광고’를 통해

서 가지게 되었다고 응답했다[1]. TV광고는 십 수 

초 만에 함축된 뜻을 수용자에게 전달해 설득하는 

기획물로 기호의 선택과 조합으로 이루어진 기호의 

세계이며 그 세계를 읽어내는 것도 가능하고 그 읽기

를 통해서 문화적 징후를 점쳐 보는 것도 가능하다 

할 수 있다[2]. 특히 상품이 가진 특성이나 품질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

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보드리야르의『소비의 사

회』나 매크래켄의『문화와 소비』같은 저서는 소비

와 광고를 현대사회의 주요 문화이자 정체성을 찾는 

기제로 짚어내고 있다. 광고를 ‘현대 자본주의의 공

식적 예술’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동시대인을 설득하

기 위한 광고는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담게 마련이

고 역설적이게도 그에 대한 반동의 모습도 광고에 

드러낸다. 광고는 은연중에 동시대의 계열적인 모습

과 시대상을 담게 되는데, 한 시대의 문화를 투영한

다고 전제한다면 광고를 읽는다는 것은 한 시대의 

다양한 스펙트럼 또는 그 시대에 깔려있는 욕망을 

읽어내는 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다[3].  

최근 2020년 12월, 부동산114와 한국리서치가 공

동으로 전국 성인남녀 4,330명을 대상으로 아파트 브

랜드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한 결과 힐스테이트, 자

이, 래미안, 푸르지오, 롯데캐슬 순으로 나타났다. 고

관여 제품에 속하는 아파트가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한 

통합적 분석, 여건, 입지 등등 소비자들의 심도 깊은 

구매 결정을 이루어야 구매가 가능한 제품이다. 그러

한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TV광고가 생산한 이미지

가 미친 영향력은 클 것이고, 고가의 제품이다 보니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를 선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아파트 광고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래미안, 자이와 

같은 대형 건설사 위주의 아파트 브랜드 광고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이나 담론분석이 많았다. 이러한 대형 

건설사들이 고급, 프리미엄, 최첨단 등 화려한 미사

어구와 세련된 이미지를 이용하여 소비자들에게 어

필할 때, 전혀 다른 광고 컨셉으로 눈길을 사로잡는 

광고가 있었다. 2020년도 도급 순위 29위인 ‘KCC스

위첸’ 아파트 광고다. 상위권의 대형 건설사들과 견

주어 차별화된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2015년부터 꾸준하게 동일한 광고컨셉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상이기도 하

고, 때로는 사회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에게 ‘집에 

대한 의미’, ‘집에 대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만든다. 기존 아파트 광고에서 보여주는 허상을 걷어

버리고, 우리 현실 속 이야기로 본질적인 집에 대한 

의미,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한 의미, 가족의 의미를 

생각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광고 크리에이티브 전략

은 ‘KCC스위첸’의 큰 모험일 수 있을 것이다. 적지 

않은 광고비를 집행함에도 아파트라는 제품에 대하

여 어필은 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마치 한 편의 

공익광고 같아 보이기도 하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

회와 인간에 대한 문제를 보여주면서 화두를 던지고 

있다. 이렇게 수많은 아파트 브랜드들과 상대적으로 

비교시 눈에 두드러지고 독특한 광고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집행하고 있는 ‘KCC스위첸’ 광고가 지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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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문화적 의미를 분석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는 먼저, 질적 내용분

석을 통해서 광고메시지의 크리에이티브 구성요소

들(슬로건, 모델, 헤드라인, 바디카피, 소구유형)을 

분석하여 KCC스위첸 광고 크리에이티브 표현의 특

징과 크리에이티브 표현 변화과정을 분석하고, 두 번

째로 플로슈의 ‘소비가치의 기호사각형’을 적용하여 

KCC스위첸 광고가 추구하는 소비가치를 찾고자 한

다. 이를 통해 ‘KCC스위첸’ 아파트 브랜드 광고가 

동시대인들에게 집에 대하여 주는 사회문화적 함의

가 무엇인가를 확인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아파트 브랜드 TV광고 선행연구

아파트 TV광고는 ‘집’이 제공하는 사회심리학적 

가치들을 많이 전달해 왔다[1]. 보이지 않는 ‘가치’에 

비중을 두고 유명 광고모델을 기용하여 막대한 광고

비를 집행하여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가치와 욕망을 

앞다투어 채워주었다. 브랜드 아파트 TV광고에 대

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양적연구로는 소비자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4], 광고소구 유형과 광고효과 

측정에 중심을 둔 연구[5], 브랜드에 대한 효과[6,7,8]

에 관한 것으로 주로 소비자의 반응이나 광고효과, 

브랜드 마케팅 전략에 중점을 둔 연구들이다. 또한 

광고메시지의 크리에이티브 표현에 관련 연구[1]와 

1990년대와 2000년대 아파트 TV광고를 시각적, 청

각적, 카피, 컨셉을 분석한 메시지에 대한 내용분석 

연구[9]가 있다. 그리고, 질적연구들로는 기호학을 

바탕으로 한 연구들로는 광고이미지의 기호학적 해

석을 통한 광고커뮤니케이션의 효율성에 대한 연구

[10], ‘래미안’ 아파트 광고에 대하여 기호학적 분석

방법과 담론분석(CDA)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

였는데, 단순한 주거적 기능이나 고객 접근 방식의 

소구가 아니라, 아파트라는 물적 토대를 근간으로 하

면서 사람과 가족을 중점적으로 연계시키고, 이들 사

람들의 욕구와 욕망들을 일상적인 실천 행위들로 전

이시키는 과정에서 내포되어 있는 ‘가족 중심 이데올

로기’, ‘중산층 중심의 물적 토대 이데올로기’, ‘여성 

이데올로기’,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등을 확산시키

고 공고화시켜서, 주거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문화적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11]. 

브랜드 이미지 평가에 관한 연구에서 감성소구 유형

의 TV광고가 많았으며, 주로 고품격과 자부심을 강

조하는 과시추구형이 가장 많았으며, 자이와 래미안

은 신분상징적 이미지, e-편한세상은 인간중심적 이

미지, 힐스테이트와 푸르지오는 감각지향적 이미지

로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2]. 브랜드 아파트 이

미지 광고분석과 성과 및 문제점에 관한 연구에서 

래미안, e-편한세상, 자이 브랜드에 대하여 개념적 

이미지와 시각적 이미지 분석을 토대로 광고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세 브랜드들은 지나친 이미지 

강조로 정보 전달의 부족, 광고의 허위성이나 허구성

을 드러내고 있었다. 또한, 지나친 품격의식 강조, 특

별의식, 선민의식 등의 고급화 전략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13]. 광고의 각 키워드를 찾아내어 영상 메

시지를 분류하고 이를 통해 아파트라는 공간에 대한 

사회문화적 의미를 비평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

로, 래미안, 자이, 롯데캐슬 브랜드를 중점으로 바르

트의 신화적 구조를 기본 맥락으로 기호학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아파트가 가진 신화적 의미로

는 재화적 가치물, 환상의 테마파크, 친환경과 웰빙

형, 첨단기술이 내장된 아파트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사례는 아파트가 강력한 문화적 매개체로 삶의 모습

을 형성해가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

다[14]. 래미안과 힐스테이트를 중심으로 기호학적 

분석을 통해 문화가치 포지셔닝을 분석한 결과, 광고

기호학 관점에서 아파트에 대한 이미지와 문화가치 

포지셔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기호학의 

기표와 기의가 브랜드 이미지 및 광고전략 분석에 

있어서 효율적인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래미안과 힐스테이트는 각각 유토피아적 

가치와 실용적 가치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래미안은 컨셉과 기호학 표현이 일치하

는 반면, 힐스테이트는 다소 어긋나서 이미지 형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15].  

이와같이 아파트 브랜드 TV광고에 대하여서 양

적연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질적연구인 기호적 연구 

및 담론분석 연구들이 예상보다 많았다. 또한, 이들 

연구들은 대부분 국내 도급 순위 또는 소비자들의 

선호도 순위권 안에 있는 대형 건설사들 가운데 래미

안, 힐스테이트, 자이, e-편한세상 등 브랜드 아파트 

광고 위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고품격, 과시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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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ch’s Semiotic Square of Consumption Values.

유토피아적 가치추구 등이 공통적인 연구결과로 나

타났다. 아파트 TV광고가 집이 가진 근본적 가치 보

다는 재화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소비자들에게 접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2.2 소비가치의 기호사각형 

광고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특장점을 주목시키며,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

한 기억과 충성도를 높이는 등의 과정을 거쳐 제품이

나 서비스의 구매과정에까지 이르는 전 과정을 전제

로 한다. 광고의 효과는 최종점인 ‘제품이나 서비스

의 소비’라는 측면에만 집착하지 않는다면, 여타의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광고는 사회 전

반적인 영향 또한 막대하고 영상을 통해 강력한 메시

지와 정보를 전달하는 메시지로써 존재한다[16]. 이

러한 과정들의 효과는 ‘제품 또는 서비스 자체’에 의

한 효과라고 보기보다는 그러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호 체계로 변형시킨 ‘광고’의 효과로 생각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을 전제로 한다면, 광고를 

기호 체계로 간주하는 것은 물론이고, 광고를 통해 

인지-주목-기억-회고-신뢰-충성하는 것은 광고라

는 기호체계의 ‘의미화 과정(signification process)’

으로 간주할 수 있다[2]. 기호의 의미생성을 위해서

는 사회와 문화적 관계가 그 어느 요소보다 중요하게 

전제되어야 한다. 이같은 의미의 사회문화적 영향성

은 자연스럽게 의미에 있어서의 위계적 단계에 관심

을 기울이게 하며, 의미의 심층적 단계에 자리 잡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의미에 주목하게 된다. 

마케팅 기호학의 선구자인 프랑스의 기호학자 ‘장 

마리 플로슈(Jean-Marie Floch)’는 기호 간의 관계

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만든 그레마스의 기호

사각형 모델을 토대로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매할 때 

각각 부여하는 가치에 대한 모델을 제시한다. 이는 

광고 메시지에 나타난 문화적 의미작용을 분석하기 

위해 그레마스의 기호사각형 개념을 이용하여 기호

학적 분석을 시도하였다[17]. 상품의 소비가치는 실

용적 가치(사용적 가치), 유희적 가치(비사용적 가

치), 유토피아적 가치(존재적 가치), 비판적 가치(비

존재적 가치) 4가지 유형의 가치들을 중심으로 이루

어지는 소비가치 포지셔닝으로 구성되고 있다. 첫 번

째, ‘실용적 가치(pratical value)’는 일상생활에 있어

서 자연스러운 특징에 초점을 둔다. 예로 다루기 쉬

움, 안락함, 건강함 등을 표현하는 사용에 따른 이익

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리적 가치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다. 사용성, 편리성, 건강함, 안락함, 다루기 

쉬움 등으로 효용적 가치로 부를 수 있다. 두 번째, 

‘유토피아적 가치(utopia value)’는 궁극적으로 지향

하는, 주인공의 수행이 실행되는 뜻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제품을 사용시 효율을 생각하기 보다는 존재론

적인 가치를 고민한다는 데서 실존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사용자의 정체성, 상징성, 인생, 모험 

등을 포괄한다. 세 번째, ‘비판적 가치(critical value)’

는 유토피아적 가치(실존적가치)의 반대로 경제적인 

이점, 즉 판매하고자 하는 물건 그 자체의 물질적 속

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합리성, 경제성, 뛰어난 품질, 

큰 혜택 등을 나타낸다. 제품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접근이 가능해지고, 전문가적인 견해에 의존해서 제

품의 가치를 광고하는 것은 비판적 가치를 두둔하는 

것이다. 네 번째, ‘유희적 가치(ludique)’는 실용적 가

치 부여의 부정으로 사치, 동기 부재, 세련미 등을 포

함하는데 이는 공리적 가치와 상호 간에 모순적이다. 

예로 비실용성, 비효율성, 오락성, 디자인, 스타일, 고

급스러운 문양, 사치스러움, 세련미, 작은 광기 등을 

비롯해 예술적인 것 또는 미학적을 주제화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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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인 선물의 가치를 강조한다. 또는 소비자 행동론

에 따라 사회구성원 관계의 이상적인 미를 표현하는 

형식으로 가족, 연인 또는 친구 간의 관계를 표현하

는 이미지로 나타난다[17].

‘유희적 가치’에서 ‘유토피아적 가치’로의 이행이 

소비자와 상품을 동일시하는 과정이라면, ‘비판적 가

치’에서 ‘실용적 가치’로의 이행은 소비자와 제품의 

거리두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소비가치를 기호학

적으로 적용한 이 도구는 브랜드들의 포지션을 분석

하는데 유용하기도 하지만 광고 내 언어적 재현들이 

갖고있는 외연적인 의미와 그 이면에 내재하고 있는 

다양한 의미들을 다층적으로 분석함에 있어서도 유

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광고는 그 자체의 의미 구조

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회와 문화와 연계되는 또 다른 

의미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2.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2.3.1 연구문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형 건설사 브랜드 아파

트들의 TV광고 가운데 차별화된 크리에이티브 전략

으로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광고가 있다. 

‘KCC스위첸’은 중소건설사로 2020년도 도급순위가 

29위다. 이미지 중심의 광고를 하는 대형 건설사의 

아파트 브랜드와 달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단면을 제시해주면서 집에 대한 가치를 곰곰이 생각

해 보게 하는 광고를 매년 이어오고 있다. KCC스위

첸 TV광고 같은 경우는 기존의 아파트 광고에서 보

여주던 허상보다는, 우리 현실에서 볼 수 있는 일상

을 스토리텔링화해서 집에 대한 가치와 주거의 의미

를 다시 돌아보게 만든다. 이는 수많은 아파트 브랜

드들과의 차별화 전략을 염두해 둔 광고로도 볼 수 

있지만, 사회적 또는 문화적 차원에서 변화를 가져오

고자 하는 희망 또는 변화의 시작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첫 번째, 질적 내용분석을 

통해서 광고메시지의 크리에이티브 구성요소들(슬

로건, 모델, 헤드라인, 바디카피, 소구유형)을 분석하

여 KCC스위첸 광고 크리에이티브의 특성을 객관적

으로 분석하였다. 두 번째, 플로슈의 소비가치 기호

학적 방법론을 통해 KCC스위첸 광고의 정체성과 의

미작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동시대인들에게 주는 사

회문화적 차원에서 광고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

엇인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지금

까지 논의한 기존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KCC스위첸의 광고 크리에이티브 

표현의 특징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KCC스위첸 광고의 크리에티브 표

현은 어떻게 변해 왔는가?

<연구문제 3> KCC스위첸 광고에 나타난 사회문

화적 의미는 무엇인가?

2.3.2 연구방법 및 분석유목

위의 연구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KCC스위첸 홈

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TV광고들 가운데 2016년도

부터 2020년까지 집행된 총 10편의 광고들에 대하여 

분석을 실행했다. 1차적으로 총 10편의 분석대상 광

고를 1개 광고당 여러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시청하

면서 6개의 분석유목 즉, ① 슬로건, ② 모델, ③ 헤드

라인, ④ 바디카피(또는 보이스 오버), ⑤ 소구유형

(이성적소구, 감성적 소구) 등에 대해 질적내용분석

을 실시하였다. 코딩방식은 광고에서 보여주는 것을 

그대로 적는 것이다. 소구유형에서 ‘이성적 소구’는 

정보적 내용이 1개 이상일 경우 ‘이성적 소구’에 포함

시켰으며, 그 외 것은 ‘감성적 소구’에 포함시켰다. 

2차적으로 플로슈의 소비가치 기호학 분석을 실시하

였다.

<연구문제 1>과 <연구문제 2>에 대한 분석시 이

용할 분석유목은 조재영외(2010)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유목 6개 가운데 브랜드를 제외한 5가지만을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① 슬로건 : 어떤 대상을 향하

여 반복적으로 호소함으로써 친밀함과 호의를 얻고 

그로써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한다는 커다란 목적을 

지니고 있다. 슬로건의 특징은 간결성, 상징성, 독자

성, 반복성이다. 광고 주체의 이미지를 뚜렷하게 각

인시키는 기능을 한다. 종종 헤드라인과 동일한 것으

로 인식되기도 하는데, 헤드라인의 경우 독자성 및 

반복성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모델 : 일반적으로 광

고모델의 유형에는 일반소비자 모델, 전문가 모델, 

고용인 또는 최고경영자 모델, 유명인 모델 등이 있

다. ③ 헤드라인과 바디카피 : 소비자에게 주의를 환

기시키고 본문(body copy)으로 유도하기 위한 호소

력이 담긴 간결하고 함축미가 있는 말이다. 헤드라인

은 브랜드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가장 눈에 잘 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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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of KCC Switzen TV Ads.

Year
(No)

Advertisement 
Name

Slogan Model Headline
Bodycopy

(voice-over)
Rational 
Appeal

Emotional 
Appeal

2016
(1)

Everyone’s 
House

Delivery

How do 
you 
Live?

General
Model

Do noy use 
elevator for 
delivery man.

I guess all people change.
I know because 
I’ve changed too. 
As I watch everyone change 
I will change too.

-
human- 
centred

2016
(2)

Everyone’s 
House

Pet dog

How do 
you 
Live?

General
Model

Pet vocal cords 
Removal

Neutering and 
spaying

I guess all people change.
I know because 
I’ve changed too. 
As I watch everyone change 
I will change too.

-
human- 
centred

2016
(3)

Everyone’s 
House

Playground

How do 
you 
Live?

General
Model

Resident’s 
playground

Only for children 
living in this 
apartment 
complex.

I guess all people change.
I know because 
I’ve changed too. 
As I watch everyone change 
I will change too.

-
human- 
centred

2016
(4)

Everyone’s 
House

Parking

How do 
you 
Live?

General
Model

Dear truck owner.
Please move your 
vehicle to the rear 
parking lot 
as it is not 
aesthetically 
palesing.

I guess all people change.
I know because 
I’ve changed too. 
As I watch everyone change 
I will change too.

-
human- 
centred

2016
(5)

Everyone’s 
House

Ambulation

How do 
you 
Live?

General
Model

Residents of 
Rental 
apartments
Building 301
Please use the 
west exit.

I guess all people change.
I know because 
I’ve changed too. 
As I watch everyone change 
I will change too.

-
human- 
centred

 

게 배치하고 바디카피 보다 큰 활자를 쓰거나, 방송

광고에서는 가장 잘 들리고 주목할 수 있게 녹음해야 

한다. ④ 소구유형(이성적소구, 감성적 소구) : 소비

자들의 위계에 의한 심리적 효과로 도출해 내기 위해 

광고표현에 이용하는 설득적 기술이다. 광고 메시지

의 내용 및 메시지를 전달하는 모든 과정, 즉,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기법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성적 소

구’는 광고의 주제가 실용적 정보를 중심으로 이루어

져 있으며, 소비자의 논리적 이해를 전제로 한 제품

의 인지적 속성에 초점을 둔다. 반면, ‘감성적 소구’는 

심리적이며 정서적으로 동기를 유발함으로써 소비

자의 느낌과 감정에 호소하는 것을 의미한다[1]. 

<연구문제 3>은 플로슈의 소비가치의 4가지 유형

인 실용적가치, 유희적가치, 유토피아적가치, 비판적

가치의 소비가치 기호사각형을 적용하여 추구하는 

사회문화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

를 통해서 KCC스위첸 아파트 브랜드 광고가 추구하

는 함의된 소비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4. 연구결과 

2.4.1 <연구문제 1> KCC스위첸의 광고 크리에이티

브 표현의 특징 분석결과

KCC스위첸이 2016년도부터 집행해 온 TV광고 

10편에 대하여 먼저 질적내용분석을 Table 1과 

Table 2와 같이 실시하였다. 

2016년 ‘모두의 집’ 광고 캠페인 시리즈는 아파트 

곳곳에 ‘주의/경고문’에 담겨진 메시지-택배차량 진

입금지, 주차금지, 택배기사 엘리베이터 사용금지, 

애완견 중성화 수술, 입주민외 타아파트 어린이 놀이

터 사용금지,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다른 출입구 이용 

등-를 통해서 각박해진 사회와 이기적인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다.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나요?’라는 슬

로건은 집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재고하도록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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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of KCC Switzen TV Ads.

Year
(No)

Advertisement 
Name

Slogan Model Headline
Bodycopy

(voice-over)
Rational 
Appeal

Emotional 
Appeal

2017
(1)

Real 
mother & 
Daughter

On the 
way 
home

General
Model

Maybe I’ll 
be able to 
tell you 
someday?

To you who don’t laugh at home. 
Yoojeoung!
It’s okay to hang out with 
friends.
It’s okay to get bad grades.
It’s okay to not to go to after 
school study program.
I’ve always wanted to be a 
mother who said things like this.
(BGM. Did you know that I was 
so anxious those days that I 
coudn’t say I love you?)

-

human- 
centred

love

life

2017
(2)

Real
Dad&son

On the 
way 
home

General
Model

Maybe I’ll 
be able to 
tell you 
someday?

To you whom I hardly meet at 
home.
Don’t believe it when you hear 
people say finish your 
homework before you go out and 
play.
Don’t believe it when you hear 
people say get accepted to 
college before you go out and 
play. 
Don’t believe it when you hear 
people say become 
(BGM. Did you know that I was 
so anxious those days that I 
coudn’t say I love you?)

-

human- 
centred

love

life

2018
The first 
house 

in Korea.

Some 
house live 

with 
different 
dreams.

-

The first 
house in 
Korea.
Shanghai 
Provisional 
Goverment.

In a world where my dream is 
to have my own house.
This house is speaking “Our 
dream was to leave this place.”

- dream

2019
Mother’s

empty room.

In a house 
called Mom, 
there is an 
empty room 
that can’t be 

emptied.

General
Model

The person 
who waited 
outside the 
door like 
that.

Seventeen year old, 
begin to close the door.
BGM) Daughter~My lovely 
daughter,
I am always worried about you 
and sorry for you. 

-

human- 
centred

love

2020
The clash of 
civilization

Families are 
born that 

way.

Namhee 
Kim

Yeni Park

A house 
where 
different 
civilization
s meet and 
build 
together.

-

human- 
centred

love

으로 의미있는 화두를 던지고 있다.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을 바탕으로 한 광고는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곳’이라는 아파트가 지닌 공간적 개념에 초

점을 두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사회주의의 몰락으로 

세계가 자본주의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국가가 관

장 혹은 보조해왔던 많은 영역들이 민간으로 이전되

면서 시장 경제의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자유 경쟁

을 내세우는 영향으로 인한 빈부격차의 심화, 사회계

층의 분화로 인한 계급형성, 경쟁 심화, 인간소외 현

상 등을 가져왔다. 이로 인해 야기되었던 사회적 문

제들을 광고에서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

들은 현재진행형이기도 하다. 또한, 5편의 광고 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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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공통적으로 ‘봄여름가을겨울’의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봐’ 원곡에서 멜로디를 빼고 담담하게 읊조리

듯하는 노래는 점점 휴머니즘을 상실해 가는 세상을 

극적으로 드러낸다. 

집은 나를 위한 공간이면서도 특히 공통 주택인 

아파트는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다. 생활을 편

리하게 해주고, 윤택하게 해주는 집의 기능적 특징을 

강조하고, 특정 인물이 살기 좋은 아파트, 명품 아파

트 등을 광고하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집이 가진 

가장 본질적인 물음인 동시에 사람과 사람 간의 예의

와 품격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 스위첸의 광고 ‘모

두의 집’ 시리즈편을 보면, ‘집’이란 공간은 더이상 

주거 개념보다는 그 이상을 상징하는 곳임을 간파할 

수 있다. 사회의 약자들에 대한 권력과 차별이 발생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불편한 광고처럼 

보일 수도 있다. 마지막 장면에서 ‘물에 비친 아파트

의 전경’은 그 의미하는 바가 크다.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나르시스가 자기도취에 빠진 것을 비유하듯

이 세련된 고층 아파트 건물을 물에 비추는 모습으로 

보여준다. 물신주의 또는 재산 증식의 가치를 지닌 

화려한 고층 건물의 외형적인 조건에만 현혹되어 착

각에 빠지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고 ‘집’이란 

의미에 대해 생각의 여지를 주고 있다.

2017년 on-air한 ‘집으로 가는 길’ 시리즈 광고는 

학교와 학원 그리고 시험 등으로 집에서는 보기 힘든 

아이들, 그러한 아이들이 안타깝지만 그 마음을 전하

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을 현실적으로 투영한 광고로 

‘현실 부자’편과 ‘현실 모녀’편이 있다. 두 편은 공통

적으로 독서실이나 학원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의 속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정작 얼굴을 마주했을 때는 해주고 싶은 말보다는 

“그냥”이라는 짧은 말과 “시험 잘 봤어?”라는 현실적

인 씁쓸한 물음만이 나오고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는 

단절된다. 두 편 모두 공통적으로 집으로 가는 길에 

‘가로등 불빛’은 집이 주는 포근한 안락함, 인생의 등

불인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리키는 것일 수 있다. 또

는 ‘언제가는 말 할 수 있겠지’라는 기대감이나 희망

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집으로 가는 길’은 부자와 

모녀가 집으로 가는(go) 길일 수도 있고, 브랜드 스위

첸이 가고자 하는(become) 가족들이 함께 시공간을 

공유하는 주거 개념으로 말하는 집이기도 하다.

2018년에는 기존 광고 컨셉과는 다른 듯하지만 그 

본질은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첫 번째 집’으로 광

고를 집행하였다. 한자와 숫자로 시작되는 광고는 상

해임시정부라는 고단한 아픔이 담겨진 상해임시정

부를 보여준다.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집’의 정의인 

‘들어가는 곳’, ‘안락한 곳’, ‘편해야 하는 곳’, ‘가족과 

같이 사는 곳’ 등과 전혀 다르게 ‘떠나는 게 꿈인 집’

도 있다는 역발상으로 집에 대한 가치를 보여준다. 

‘내 집 갖는게 꿈인 세상’에서 어떤 집은 다른 꿈으로 

살아가기도 그곳을 떠나는 것이 꿈인 적도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99주년을 맞

이하여 광고로 제작했을 의도도 있었을 테지만 전혀 

다른 관점에서 ‘집’에 대하여 생각해 볼 여지를 남겨

주는 화두와 같은 광고였다.

2019년 ‘엄마의 빈 방’편은 사춘기를 맞이하면서 

닫히기 시작한 딸의 방문과 그 앞을 서성이는 엄마의 

모습을 시간의 흐름과 함께 담았다. 자기만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방문 안쪽의 딸과 방문 밖의 엄마의 

모습은 각자의 인생이 담겨진 공간으로 배치된다. 사

춘기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고, 면

접을 보고, 직장인이 되며 점점 혼자만의 공간과 시

간을 즐기는 동안 엄마는 언제나 한결같이 딸을 생각

하고 그리워하는 모습을 담아내면서 일상적 공감을 

이끌어낸 광고다. 누구나 공감이 될 만한 상황과 닫

힌 방문 밖의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엄마의 모습들, 

그런 엄마가 귀찮은 딸. 그리고, 그런 딸을 알기에 

이젠 쉽게 딸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엄마의 짝사랑을 

그려낸다. 시간이 흐르면서 거실의 소품들도 변한다. 

작은 화분의 식물은 점점 자라면서 커다란 화분으로 

자라 있고, 교복을 입고 가족사진에 찍혔던 딸은 웨

딩드레스를 입고 가족사진에 등장하고, 피아노는 서

랍장으로 변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는 집안 

공간을 보여주고 있다. ‘엄마라는 집에는 비울 수 없

는 빈방이 있습니다’라는 슬로건은 ‘집’이란 공간은 

변함없이 서성거리면서 기다려주는 ‘엄마’와 같은 따

스한 존재이고 자식은 언제나 엄마의 빈방 같은 존재

라는 것을 표현한다. 집을 단순한 건축물, 구조물로 

보거나, 자산 가치의 증식 대상 보다는 가족이 생활

하는 공간에 초점을 맞추고, 공감되는 현실적인 모습

을 담은 스토리텔링 때문인지 2019년 대한민국 대표 

광고제 3관왕을 수상하였다. 엄마가 바라보는 딸의 

방을 통해 집이라는 공간이 가지는 의미, 모녀의 삶, 

유대, 갈등, 사랑 등이 나타나고 있다. ‘늘 그렇게 한



1293아 트 TV 고의 사회문화  의미: KCC스 첸을 심으로

결같이 문밖에서 기다렸던 사람’이 엄마였듯이, ‘엄

마라는 집에는 비울 수 없는 방이 있습니다’라는 슬

로건에는 이렇듯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집은 

한결같이 사시사철 기다려주는 엄마가 있는 공간이

며, 엄마의 마음과 같이 비워지지 않는 공간임을 의

미한다.

2020년 ‘문명의 충돌’편은 방영된 이후 큰 이슈를 

가져왔다. 부부가 된다는 것은 평생을 따로 살아온 

두 사람이 어느 날부터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너무나 다르기에 매일 미워할 이유도 있다. ‘문명의 

충돌’은 부부가 경험하는 ‘일상의 충돌’을 비유적으

로 표현한 말이다. 광고 속에서 젊은 신혼부부는 생

활 패턴, 습관, 취미, 말투 등 어쩌면 사소하다고 할 

수 있는 일들로 부딪히고 다투기를 반복한다. 서로 

다르게 살아온 남녀가 부부가 되어서 가족이 되어가

는 과정은 마치 다른 문명의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

는 것 만큼이나 어려운 것임을 보여준다. 에피소드 

사이에 삽입된 부부의 속마음 인터뷰와 각각의 에피

소드들은 너무 다른 두 사람이지만, 맛있는 것을 보

면 가장 먼저 생각나고, 좋은 것이 있으면 함께 누리

고 싶은 서로를 위하는 마음은 같다는 것을 보여준

다.기존 광고들이 보여주었던 결혼에 대한 환상을 걷

어내고 극사실주의로 일상의 소소함을 표현한 광고

는 집에서 펼쳐지는 일상적인 순간과 대비되도록 인

터뷰는 다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흰 배경에서 

전개시킨다. 상대방이 없는 곳에서 자신의 진솔한 마

음을 말하는 듯한 느낌도 들고, 결론적으로 전달하고

자 하는 메시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서로 

다른 문명이 만나 함께 지어가는 집’이란 헤드라인으

로 부부의 다툼을 개인의 사소한 다툼으로 보지 않고 

서로만의 문명을 가진 존재로 확대해 문명의 충돌로 

표현하였다. 개인을 ‘문명’으로 보고 있으며 그 개인

이 만나는 ‘한 공간’은 ‘문명 충돌의 공간’이자 ‘문명

의 충돌’이 이해가 되어가는 접점이다. 가족은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갈등과 화해를 반복

하면서 ‘한 공간’인 ‘집’에서 살다 보면 ‘가족은 그렇

게 태어납니다’란 슬로건과 같이 진정한 ‘가족 탄생’

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또한, 혈연으로 얽힌 관계의 

가족이 아닌 전혀 닮은 구석이 없는 사람들이 만나서 

가족이 되어간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집’이라는 ‘제

품’에 대한 메시지를 직관적으로 전달하지 않지만, 

스위첸이 지은 집에서 살면서 그려나가는 삶의 모습

에 현실적인 스토리와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담았다. 

그럼으로써 물리적인 집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해 집이 갖는 가치를 재조명하고 있다. 

KCC 스위첸은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집행한 

10편의 광고는 모두 ‘인간중심’과 ‘사랑’을 중심으로 

하는 감성적소구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아파트

에 대한 물리적 또는 물질적 가치 또는 아파트의 속

성보다는 사람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광고 서

사를 전개하는 특징을 나타낸다. 

2.4.2 <연구문제 2> KCC스위첸 광고의 크리에티브 

변화 분석결과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5년 동안 집행된 스위첸 

광고의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았다. 

KCC스위첸은 타 아파트 브랜드의 광고와 달리 환상

적이고 우위적인 속성 또는 가치를 내세우기보다는 

‘휴머니즘’을 내세우는 감성소구로 ‘집이란 공간이 

갖고있는 가치’를 재고해 보도록 만든다. 매년 광고 

슬로건과 헤드라인은 변화되었지만 공통적으로 ‘집’

에 대한 본질적 가치와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환

상을 담은 이상적인 표현보다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이웃, 부모와 자녀, 부부가 살아가는 모습을 너무나 

현실적으로 그대로 보여준다.

2016년 ‘모두의 집’ 시리즈 광고는 사회적으로 문

제가 되었던 이슈들을 영상과 배경음악만으로 메시

지를 전달하고 있다. 아파트 광고라기 보다는 마치 

공익광고를 보는 듯 했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

을 잃어가는 각박하고 삭막한 세상에 대한 외침처럼 

보여지는 감성소구 광고를 통해 아파트라는 공동 주

거 공간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즉, 함께 살아가는 

사회라는 공간을 말하고 있다. 이후, 2018년 집에 대

한 역발상을 보여준 ‘대한민국 첫 번째 집인 상해임

시정부’편을 제외하고는 2017년 부터는 ‘집’이란 공

간에서 함께 살아가는 ‘가족’ 간의 다양한 모습을 담

아 감성소구로 표현하고 있다. ‘인간중심’, ‘가족’, ‘사

랑’, ‘인생’ 등 ‘휴머니즘’을 공통적으로 담아 내면서 

현실적인 삶의 모습들을 투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

다. 솔직 담백하게 일상의 모습을 담은 스토리텔링을 

전개하여 집은 혼자 살아가는 공간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간이란 의미를 간접적으로 표현

하고 있는 공통점을 지닌다. 

KCC스위첸 광고의 ‘슬로건’ 변화를 살펴보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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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acl Value Utopia Value

convenient, comfortable, utilitarian, altruism,

concern, humancentered

ideal, dream, happiness

Critical Value Amusement Value

self-centeredness, discrimination,

human alienation,

classification of social strate

aesthetic

Fig. 2. Everyone’s House Serise (2016).

신은 어떻게 살고 있나요? → 집으로 가는 길 → 어떤 

집은 다른 꿈으로 살아갑니다 → 엄마라는 집에는 

비울 수 없는 빈방이 있습니다 → 가족은 그렇게 태

어납니다”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헤드라인’은 “택배 

기사 및 배달원 승강기 사용자제 안내, 애완경 성대/

중성화 수술, 입주민 전용 놀이터 해당 아파트 거주 

어린이만 이용가능합니다, 차주님께 화물차량은 미

관상 안 좋은 관계로 뒤편 주차장으로 이동해주세요, 

301동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서쪽 출입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언제가는 말할 수 있겠지 → 대

한민국 첫 번째 집 상해임시정부 → 그렇게 문밖에서 

기다렸던 사람 → 서로 다른 문명이 만나 함께 지어

가는 집”으로 변화되었다. 광고모델 같은 경우 일반

모델을 기용하다가 2020년에만 ‘미스터 션사인’으로 

얼굴을 알린 배우인 김남희를 기용하여 박예니와 진

짜 부부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정도로 리얼한 부부의 

일상 모습을 보여주었다. 

KCC스위첸 광고는 매년 슬로건, 헤드라인, 광고

모델, 스토리 등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변화되

었지만, 가족 및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 주거공

간으로서 ‘집’의 본질과 휴머니즘적 가치를 중점적으

로 다룬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아파트가 가진 화

려한 외형, 특장점, 입지조건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

라 소비자로 하여금 생각할 여백을 남겨준다. 유명인 

광고모델을 기용하지 않았지만 우리 주변에 있음직

한 친근한 일반모델을 기용하였기 때문에 더욱더 공

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간으로서의 ‘집’과 그 공

간을 살아가는 ‘가족’ 그리고 ‘사람’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4.3 <연구문제 3> KCC스위첸 광고에 나타난 사회

문화적 의미 분석

장 마리 플로슈의 ‘소비가치의 사각형’을 논리적 

분석의 틀로 하여 스위첸 광고를 분석하였다. 사용가

치와 기본가치 사이의 범주적 구분을 기호사각형 위

로 투사함으로써 실용적가치, 유토피아적가치, 유희

적가치, 비판적가치의 네 가지 가치 부여 타입을 기

준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서 KCC 아파트 브랜

드의 기본적 가치론을 보여주고 있다. 

2016년 ‘모두의 집’ 시리즈는 유토피아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었다. 광고는 각박해지는 세상으로 변해

가는 것인지, 사람이 변해가는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이기심, 차별, 인간소외, 계층구분을 나누는 사회를 

비판적 가치로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지향점으로 

공리적, 이타심, 배려, 인간중심인 유토피아적 가치

인 주거공간을 지향하고자 한다. 아파트에서 살아가

는 사람들은 점점 타인을 배려하고 공존하는 삶보다

는 안락함, 편리함, 미적인 외형을 유지하는 것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에 이러한 면들을 광고

에 담아 KCC스위첸은 특정한 누구의 집이 아닌 ‘모

두의 집’이란 것을 강조하는 광고컨셉을 추구하고 있

다(Fig. 2 참조). 

2017년 ‘현실부자’와 ‘현실모녀’편은 경쟁을 부추

기는 시험과 대학 입시에 대한 비판적인 가치를 부모

의 마음을 표현하는 내레이션으로 숨긴다. 그러면서 

‘언제가는 말할 수 있겠지’라는 희망을 갖고 입시, 경

쟁, 시험, 대학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세상이 

되기를 희망하며, 걱정하고 잔소리하는 부모의 모습

보다는 친구 같은 부모가 되고자 하는 유토피아적 

가치를 추구한다(Fig. 3 참조).

2018년 ‘대한민국 첫 번째 집’인 상해임시정부를 

보여주는 광고는 ‘유토피아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Fig. 4 참조). 집이 거주의 공간이란 실용적 가치를 

지니기도 하지만 과거 역사를 돌이켜 볼 때, 남의 나

라에 있는 집을 떠나 독립한 조국으로 돌아가는 꿈을 

꾸기도 했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여기서 ‘내 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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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acl Value Utopia Value

real mom&daughter love, family, frendy

real dad&son a world without competition&exam.

Critical Value Amusement Value

entrance exam university

school record competition

 private educational institute exam

frolic

Fig. 3. real mother and daughter/real father and son (2017).

Practiacl Value Utopia Value

living space dream of owning my own house

Critical Value Amusement Value

Someone's dream is to leave. Summoning our forgotten history

Fig. 4. The first house in Korea (2018).

Practiacl Value Utopia Value

comfortable mother’s love 

relaxed mother’s wait

daughter’s life

Critical Value Amusement Value

homelikeness daily life of mother& daughter 

Fig. 5. Mom’s empty room (2019).

Practiacl Value Utopia Value

real husband and wife family, civilization, love

space to share life

Critical Value Amusement Value

couple fight intersexual difference fantasies about marriage

Fig. 6. The Clash of civilizations (2020).

갖는게 꿈’은 독립된 조국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019년 ‘엄마의 빈방’ 편 또한 자녀에 대한 엄마의 

사랑과 기다림, 염려가 담긴 광고로서 ‘집’이란 물리

적 공간이 지닌 의미를 지니기도 하지만, 딸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담고 있는 심리적 공간을 담고 있다. 

‘엄마의 빈방’은 언제나 딸을 기다리면서 비워놓는 

심리적인 공간이자, 결혼하여 떠나간 딸을 생각하면

서 허전함을 느끼는 공간이다. 이 광고도 엄마의 무

한한 사랑과 기다림으로딸을 한결같이 기다리는 엄

마와도 같은 집이란 것을 추구하는 ‘유토피아적 가

치’를 담고 있다(Fig. 5 참조).

2020년 ‘문명의 충돌’편은 ‘집이란 곳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함께 만들어 가는 곳’이란 것을 ‘문

명’으로 표현하고, ‘함께’라는 것을 ‘충돌’로 치환해서 

보여준다. 결혼 4년차 부부의 현실적인 삶을 리얼하

게 보여줌으로써 집이란 공간은 가족이 새로 태어나

는 장소라는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 각각의 에피소

드를 통해서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리얼한 부부의 

모습들과 주거 공간을 표현하는 광고임을 볼 때 ‘실

용적 가치’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Fig.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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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슈의 ‘소비가치의 기호사각형’으로 분석한 결

과 KCC스위첸 광고는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는 

‘유토피아적가치’의 소비가치를 지향하는 것으로 분

석되었으며, 2020년 ‘문명의 충돌’편 ‘실용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CC스위첸은 광고를 통

해서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인 사랑, 배려, 인간

중심, 행복, 가족 등 휴머니즘적 요소를 담은 메시지

를 통해 의식주 가운데 하나인 ‘住’의 기본 가치를 

말하고 있다. 아파트는 살기 편리함, 편안함, 아늑함 

등도 중요하지만 자산 증식의 기대를 갖고 구매를 

하는 제품으로 인식되어 있다. 그런데 투자의 대상, 

자산 증식의 대상, 내가 다른 누군가와는 차별화된 

그 무엇인가를 추구하다 보니 가족 또는 이웃과 더불

어 살아가고 가족과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주거공간

이라는 것을 잊고 있을 때가 많다. KCC스위첸은 소

소한 일상적인 매우 현실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지만 

그와 반대로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이상적인 세계를 

꿈꾸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KCC스위첸

은 유럽의 캐슬이나 세련되고 고급스러움을 표현한 

광고보다 소비자들로 하여금 감응하고 성찰하고 사

유하도록 하는 광고 메시지를 통해서 집에 대한 가치

를 재고하도록 만들고 있다. 플로슈의 소비가치 기호

사각형에서는 실용적 가치와 유토피아적 가치가 반

대되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KCC스위첸 광고는 집

에 대한 본질적 가치를 일깨우는 ‘실용적가치’와 인

간이 잊지 말고 지니고 살아야 하는 것을 돌아보게 

만드는 ‘유토피아적가치’에 포지셔닝하고 있었다. 플

로슈의 소비가치 기호사각형은 주로 소비재 광고분

석에 적합한 분석틀이기도 하지만, 브랜드 이미지 광

고를 기호학적으로 분석함에 있어서도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3. 결  론 

아파트라는 도시 공동주거 유형은 상품화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브랜드화에 진입하였고, 브랜드 간 경

쟁이 심화될수록 일방적인 기업의 논리를 강요하기

보다는 자본의 논리와 더불어 소비자의 욕망을 반영

한 더 정교한 방식의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어필

하게 되었다. 이에 반하여, KCC스위첸 TV광고의 경

우 현실을 왜곡하는 허구적 장치, 환상, 낭만적인 요

소 등을 빼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투영해서 보여준다. KCC스위첸 아파트 브랜

드가 지닌 특장점에 대해서는 언급조차도 없다. 주변

에서 일어나는 사회문제적 이슈를 제기하면서 사회

계층화, 물리적 경계에 대한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

고 있다. KCC스위첸의 TV광고에 대한 질적 내용분

석 결과, 2016년도부터 집행한 십 여편의 광고는 모

두 휴머니즘과 사랑을 중심으로 하는 감성소구 전략

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물리적인 속성 보다는 사람과

의 관계에 초점을 둔 광고 서사를 전개하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즉, ‘아파트’라는 공동 주거 공간에 대한 

재화적 가치 보다는 인간과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간의 가치를 강조한다. 매년 광고 슬로건, 헤드라

인, 광고모델은 변화되었지만 가족과 이웃이 함께 살

아가는 주거공간으로서의 본질과 휴머니즘 가치는 

유지하면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진정한 집에 대한 가

치를 사유하게끔 한다. 또한, 일상의 삶을 자연스럽

게 녹여서 보여준 스토리텔링은 잔잔한 감동과 공감

을 가져온다. 장 마리 플로슈의 ‘소비가치의 사각형’

으로 분석한 결과 ‘유토피아적 가치’의 소비가치를 

지향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2020년 ‘문명의 충

돌’편만 ‘실용적 소비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KCC스위첸 TV광고는 환상적인 이미지와 수식어 

대신 사람이 중심이 되어 가족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

는 공간이라는 것을 담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집’이 

가지는 본질적 가치 보다는 남들보다 우월적 지위와 

재화적 가치에 더 비중을 두는 사회와 사람들에게 

화두를 던져준다. KCC스위첸 광고는 색다른 관점으

로 아파트 TV광고에 접근을 시도한 의미 있는 일관

된 메시지가 담긴 광고캠페인이라고 생각된다. 그리

고 아파트라는 주거공간인 ‘집’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는 광고이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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