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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design strategy for 

Brand discrimination of animal hospital

by : Lee, Chun Hwa

advisor : Prof. Kim, nam-hoon

Major in Brand package Design,

Graduate School of Design Chosun University

Recently, veterinary clinic in competitive pet market has 

undergone a remarkable change into general hospital to deal with 

beauty, sale, food and goods. These changes build up brand and 

leads large and franchise hospital so imprint in customers. It 

intends to seek difference as shows treatment and new equipment in 

veterinary clinic. First, it is to improve brand image as building 

up brand story and have brands' concept for making difference. As a 

general clinic, the way to place that image for difference, make 

sure the purpose and customers of the clinics can accept the 

meaning thru the brand image. Not only the physical environment as 

like the clinics' color and theme, according to construction, 

appropriate logo and color make the clinic brand image. Positive 

brand image gives good evolution of the clinic and medical service 

and leads intension to visit constantly. Nevertheless, it is not 

way to find the study about the strategy of design for making brand 

image's difference of general clinic. There are arguments focuses 

on general clinics' offer comprehensive services thorough medical 

team or high tech medical equipments. However, it has been 

unnoticed that the image become different with clinic design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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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stomers and their pats use the clinic. Moreover, it is 

affected by visual points among tactile, visual and olfactory 

points when people build the image of the clinic. 

That is why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design of brand for 

making difference with other clinics.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visual points as like color for design strategy and theme choice to 

construct whole clinic brand identification. It is to develop the 

design of actual veterinary clinic as applying them thru whole 

space with image from each color.

This study consists that the analysis of veterinary clinic brand 

design thru a theoretical study and customer surveys. It deals with 

the problem from a practical design development of general clinic 

and the composition is the following. 

First, it considers theoretically design examples and the 

understanding of brand design, design strategy for difference and 

various matters about internal and external veterinary clinic. 

Second, it carries out a survey to develop design targeting user of 

the clinic and finds the image, color and color image in clinic 

based on experiences. Third, it tried to affect to develop actual 

clinic design as applying customer survey. As a result of 

veterinary clinic brand image analysis, it is found that building 

brand image up has been neglected while the pride of treatment, 

traditional or an authority was important. However it has to be 

recognized that this easy attitude makes the clinic behind in 

competitive market. Also, the general clinic of comprehensive total 

service should concentrate various efforts on building up the brand 

image. The most thing of brand image for customer is visual images. 

It needs to figure out what kind of image the customers want and 

prepare to improve bad images of veterinary clinic. It is certain 

to have nervous mind when the people or animals get the hospital. 

It is not only to decorate prettily but also make sure that the 

clinic is the place to consider animals and protector's mind. B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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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is recognized first by logo or character in visual point of 

view. Moreover, it is formed from the image of whole clinic. For 

these respects, it is necessary that designer participates for 

building up the brand image of hospital or veterinary clinic. From 

the beginning of planning, it is effective to express designers' 

opinion in brand design strategy so it is possible to present 

substantial brand image with full understanding. Every veterinary 

clinic has each aim and there are some clinics take precedence of 

delicate surgery treatment and strive for prevention thru regular 

check up. Other hand, there are some clinics where regards extra 

total services as like pet beauty not medical treatment. As 

providing differentiated services, it can present various purposes 

of each clinic. As consider trend of moving from material value to 

spiritual value, brand design has to be reflect various sides and 

consistency thru the whole veterinary clinic. It is required to 

plan strategy of delicate design which is affective to animals, 

protector and medical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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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Ⅰ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개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동물병원도 

자연스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2012년 동물보

호 국민의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가구

는 약 359만 가구이며, 이들 가구에서 키우는 개와 고양이의 개체 수는 약 556

만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반영하듯이 예전에는 

개인병원의 형태가 많았으나 동물병원에 대한 수요의 증가에 따라 점차 대형

화, 프랜차이즈화하는 병원들이 나타나고 있다. 수의 진료 이외에 미용, 동물 

판매, 사료 및 동물용품 판매 등의 부가 서비스까지 갖추는 종합동물병원의 형

태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병원은 영업이나 마케팅과 관련이 없는 영역이었고, 진료를 받으려면 동네 병

원이나 종합병원을 환자가 수소문하여 찾아갔다. 동물병원의 경우에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집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병원과 의사가 포화상태에 이른 현재, 병원은 사람들에게 인지도를 

높이고 환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점차 치열한 마케팅 전선에 돌입하고 있다. 성

형외과나 피부과와 같은 미용 관련 진료과목을 비롯하여 치과, 정형외과, 척추 

전문 병원, 한의원 등 과목을 가리지 않고 마케팅이 활발히 진행되는 추세에 

있으며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 버스 광고 등을 통해 서울 시내 어디를 가

도 광고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의료는 의료 서비스로, 환자는 의료 소비자, 

곧 고객으로 개념이 변화하고 있으며, 예전과 달리 병원 중심이 아니라 의료 

소비자 중심으로 병원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의료 소비자들은 의료 

기술의 질뿐 아니라 보다 고급스럽고 차별화된 의료 서비스를 원하고 있다. 

  애견관련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동물병원의 형태와 규모도 다양화되고 있다. 

현재 고객들은 "One Stop Shopping"을 원하고 있다.1) 그에 따라 동물병원은 

1) 신동훈(2003), 동물병원에서의 소비자 만족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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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서비스인 수의사의 진료 및 치료를 위한 병원 이외에도 애견미용실, 애견

호텔, 애견관련용품센터 등을 운영하며 다양화, 전문화를 꾀하고 있으며 동물

병원의 경영 방식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또한 대형 프랜차이즈의 성장으로 기

존의 전통적인 동물병원 경영방식으로는 미래의 존립을 장담하기 어렵게 되었

다. 이미 국내 애완동물 진료시장의 경우 시장 규모가 커지는 만큼 고객들의 

적극적인 소비에 의해 서비스 강화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결국 비용보다는 

양질의 서비스를 찾는 가치 소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2)

이처럼 반려동물 시장의 성장에 따라 동물병원들 역시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

에 직면하게 되었다. 경쟁이 극심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고객의 충성도를 얻기 위한 노력이 필

요하다. 이를 위해 동물병원들은 대형화 및 브랜드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대형

마트인 '이마트'에서 직접 운영하는 '몰리스 펫 샵(Molly's Pet Shop)', 그리

고 서울 수도권 중심의 체인 동물병원인 '이리온 동물병원' 등이 대표적인 종

합동물병원 브랜드의 예이다. 단순한 경쟁 상황을 넘어 동물병원이 브랜드화 

하는 시장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다른 동물병원, 종합동물병원 브

랜드들과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종합동물병원의 브랜드를 차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브랜드 콘셉트나 스토

리, 브랜드 네임,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의 구축 및 개선을 들 수 있다. 병원의 

이미지는 종합동물병원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특정 동물병원에 대해 갖는 전반

적인 평가로서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주관적 요소가 강한 측면이 있다. 병원의 

이미지는 병원과 의료 서비스에 대하여 좋은 평가를 얻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

다.3) 또한 병원 내부의 조명, 색상, 테마 등 물리적 환경 디자인은 고객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환경으로 말미암아 얻은 소비자의 감정적 경험은 

향후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친다.4)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종합동물병원의 브

랜드를 차별화하기 위해 적절한 감각의 로고와 테마 등으로 병원의 이미지를 

2) 백충기, 신철호, 김보영(2012), 반려동물병원의 고객만족경영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임상수의학회

지 29(1)

3) Brown T. J & Dacin, P. A.(1997), The company and the product: Corporate association and 

consumer product responses, Journal of Marketing Vol 61. 68-84.

4) 유창조 현소은 전중옥(1997), 매장의 특징, 매장 내 감정 및 쇼핑행위에 관한 구조적 연구. 마케팅연구 

Vol. 12.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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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고, 그에 걸맞은 병원의 디자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종합동물병원 브랜드를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축을 위한 

디자인 전략을 구성하여야 한다. 종합동물병원은 일반 병원과 달리 환자 자신

이 아닌 보호자의 감성적 경험과 이미지 평가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에서 전반

적인 디자인의 선정이 필수적이다. 디자인이 물질적 가치 중심에서 정신적 가

치로 이동하는 경향을 감안한다면, 디자인이 분명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종합동물병원의 디자인이나 색채의 선택

은 병원을 이용하는 의료진뿐만 아니라, 병원을 찾는 동물과 그 보호자들에게

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종합동물병원의 브랜드 차별화를 위한 디자인 전략에 초점을 맞춘 연

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편이다. 의료진이나 첨단 의료기기의 도입을 통한 차별

화, 종합서비스의 제공이라는 특징을 내세운 차별화 등을 다룬 논의가 존재하

나, 병원을 이용하는 동물과 보호자 입장에서 병원을 들어설 때 느끼는 이미지

는 병원의 디자인 전략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는 주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은 동물병원의 이미지를 구축할 때, 시각, 촉각, 청각, 후각 등과 같은 

요소들 가운데서도 시각적 요소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는 수많은 동물병원들과 차별화 할 수 있는 브랜드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디자

인 전략을 개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삼는다.

제 2 절  연구범위와 방법

종합동물병원의 이미지를 차별화할 수 있는 디자인 전략을 세위기 위해서는 

병원이라는 공간이 동물 보호자에게 시각적, 심리적 안정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함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정서적 안정을 취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른 동물병원들과의 차별화가 가능해질 것이다. 동물병원의 디

자인 전략에 감성적 부분을 고려하여 시각적 부분뿐 아니라 소재의 질감, 빛의 

조절, 소리와 같은 다양한 부분도 함께 반영되게 된다면 브랜드 차별화를 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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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종합동물병원의 브랜드 차별화를 위한 디자인 전략을 위해 색

상과 같은 시각적 이미지에 주력하는 한편 전반적인 동물병원 브랜드 아이덴티

티를 구축하기 위한 테마 선정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각각의 색채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더불어 병원 공간 전체를 관통하는 테마를 적용하여 실제 종합

동물병원의 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한 것이다.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선행연구들을 통해 이론적 고찰을 실시하고 

설문조사를 통해서는 동물병원에 걸맞은 색채 이미지를 추출 및 반영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수행하여 동물병원에 걸맞은 색상과 테마 그리고 이미지를 매칭시

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다른 동물병원의 디자인 전략 수립에도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일반 병원과 달리 환자보다는 보호

자에 초점을 맞춰 적합한 디자인 요소들을 추출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연

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문헌을 통한 이론적 고찰과 동물병원 브랜드디자인 분

석과 소비자 조사도 이루어진다. 더불어 일련의 과정을 통해 도출한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제 종합동물병원의 디자인 개발을 다루었는데, 그 구성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브랜드디자인에 대한 이해, 브랜드 차별화를 위한 디자인 전략, 그리

고 국내외 동물병원에 대한 제반 사항과 디자인 사례에 대하여 관련 문헌들을 

통해 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이론적 고찰을 하였다.

둘째, 동물병원 이용경험자들을 대상으로 동물병원을 이용하면서 경험한 이

미지와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바라는 이미지, 색채, 병원 공간별 색채 이미지 

등을 파악하여 디자인 개발에 이용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동물병원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반영하여 실제로 종합동

물병원의 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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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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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Ⅱ 장  이론적 고찰

제 1 절  브랜드 디자인의 이해 

  1. 브랜드의 정의와 기능

  브랜드란 표시와 상징에 관한 총괄 명칭으로서 상거래를 위한 모든 표시의 

통칭을 말하는데, 브랜드는 경영자 혹은 마케터가 구축하려 했던 이미지와 소

비자가 받아들이는 이미지가 서로 다를 수 있으며 이는 곧 브랜드 이미지는 공

급자와 소비자 양쪽이 함께 상호작용하며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브

랜드 이미지는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에 형성된 장기적이며 확고한 정신적인 유

대관계로 보아야 한다.5) 브랜드에 대한 미국 마케팅협회(AMA, 2009)의 정의는 

'판매자가 자기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경쟁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 용어, 상징, 디자인 혹은 그 결합체'

이다. 브랜드 이미지는 특정 브랜드가 소비자의 감각기관을 통해 받아들여져 

해석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마음 속에 형성되는 감정, 태도, 연상 등이 모두 

포함된 복합적 개념의 상(image)이라 정의할 수 있다.6)

  브랜드(brand)의 어원은 고대 노르웨이에서 '불에 달구어지다'라는 뜻을 가

진 'brand'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다는 설과, 앵글로색슨족이 15세기부터 불에 

달군 인두로 자기 소유의 가축에 낙인을 찍어 자신의 소유임을 알린 것에서 유

래되었다는 설, 또 영국에서 16세기 초 위스키 제조업자들이 위스키 통에 불에 

달군 인두로 제조업자의 이름을 찍어 제조업자를 식별케 함으로써 모조품으로

부터 구별하고자 한 것에서 불에 지진다는 의미의 'burned'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다.7)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 근대 자본주의가 성립되면서 브랜드는 단

순한 소유 확인 표시에서 탈피하여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지닌 신용의 상징으

5) 이승자(2007),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축 요소로서의 사용자 경험 디자인,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6) 노장오(2002), 브랜드 워크아웃, 한언출판사

7) 윤덕노(1993). 브랜드 사주팔자. 진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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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발전하게 되었다. 브랜드는 제조업자 혹은 판매자가 누구인지를 나타냄과 

동시에 품질의 보증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브랜드는 그 자체로 경제

적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매년 발표되는 'Global Top 100 Brands'는 기

업이 가진 실제 자산과는 별개로 브랜드 자체가 갖는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

여 공개하고 있다. 이는 강력한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만으로도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브랜드 인지도는 소비자가 한 제품범주에 속한 특정 브랜드를 얼마나 기억해

낼 수 있는가를 말한다. Aaker(1998)는 [그림 1]과 같이 브랜드 인지도를 네 

단계로 구분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무인지 단계이고, 두 번째는 브랜드 재인 

단계, 세 번째는 브랜드 회상 단계, 마지막으로 최초 상기 브랜드로 나뉜다.8) 

브랜드 재인이란 특정 브랜드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 것으로, 이는 

특정 브랜드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의 기억 속에 저장되어 브랜드를 보았을 때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그리고 브랜드 회상이란 소비자가가 

브랜드 명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브랜드를 기억해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의 기억 속에서 여러 브랜드를 인출하게 된

다. 가장 먼저 인출된 브랜드를 최초 상기 브랜드라고 하는데, 가장 강력한 인

지도를 가진 브랜드는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적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

 

[그림 1] 브랜드 인지도 피라미드
8) Aaker, D. A.(1998), 브랜드자산의 전략적 관리, 마케팅커뮤니케이션연구회 역, 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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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강력한 브랜드는 기업의 가치를 높여주며 그 자체로

서 물리적인 가치를 지닌다. 브랜드가 신용의 상징이 되면서 소비자들은 제품

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재화의 모든 측면을 따져보는 대신 브랜드를 척도로 

사용하여 시간과 수고를 줄일 수 있으며 선택의 폭을 빠른 시간 내에 좁힐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업의 잠재 가치나 브랜드 자체의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로

써 기능하기도 하며 소비자 충성도를 높여주고 타 브랜드와는 다른 개성을 부

여하기도 한다. 소비자는 자신을 표현하고 상징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브랜드를 

선택하기도 하는데, 이는 브랜드 자체만으로 경제적 가치를 상승시키고 소비자

의 개성이나 자아를 표현하는 수단이 된다는 의미이다. 브랜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이미지와 개성을 브랜드의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덧입고 이로써 브

랜드와 소비자 간의 관계는 더욱 심층적으로 강화된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 브

랜드는 지속적으로 생명력을 가지게 되고 자산 가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9)

  김미옥(2012)은 브랜드의 기능을 본원적 기능과 파생적 기능으로 나누어 설

명하였다.10) 본원적 기능의 첫 번째는 출처를 나타내는 기능이다. 이는 브랜

드를 개발한 기업이 어디인지와 원산지 등을 밝히는 것을 의미하는데, 브랜드

가 갖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다른 브랜드와 차별

화함으로써 비교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구별 기능이다. 세 번째 품질 보증 기

능은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 소비자의 정보 취득과 정보 처리 효율성을 높여주

며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다. 네 번째로 신뢰 기능은 한 브랜드

의 제품을 반복적으로 구매했을 때 소비자가 그 브랜드를 신뢰하게 되고 재구

매를 창출하는 기능을 말한다. 기업은 브랜드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브랜드 충

성도를 구축할 수 있다. 브랜드를 경제적 척도로 평가한 재무적 가치로서 가지

는 기능인 자산 기능도 본원적 기능에 포함된다. 

  파생적 기능은 기업 중심이 아니라 브랜드를 인식하는 소비자 중심의 기능인

9) 손일권(2003), 브랜드 아이덴티티: 100년 기업을 넘어서는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전략. 경영정신.

10) 김미옥(2012), 브랜드 아이덴티티 확립을 위한 프래그쉽 스토어 디자인 방향에 관한 연구, 조형미디어

학회지.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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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앞서 설명한 본연적 기능이 적절히 기능했을 때 파생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파생적 기능의 첫 번째 기능은 인지도를 강화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충성도 강화 기능은 브랜드의 재화를 재구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구매 결정

에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소비신용도가 축적됐을 때 강화된다. 세 번째로 

차별화 기능은 단순히 타 브랜드와 구별시켜주는 것을 넘어 전략적 차원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게 됨을 말한다. 네 번째로 표현 기능은 브랜드가 어떤 방

식으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는가에 따라 소비자에게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수

단이 됨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상징 기능을 가지는데, 브랜드가 가지는 특별한 

속성과 상징성을 이용해 품질 보증 이상의 소비자의 자기만족이나 자기표현, 

과시 등을 유발하는 기능을 이른다.

  2. 브랜드 디자인의 개념과 효과

  켈러(Keller, 1993)의 설명에 따르면 브랜드 이미지는 소비자들의 기억 속에 

있는 브랜드의 연상이라 하며, 브랜드 연상은 유형, 호감도, 강도, 및 독특성

의 네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11) 먼저 브랜드 연상의 유형은 

브랜드 이미지의 속성, 브랜드 이미지에 의해 얻는 이점 및 브랜드 이미지에 

대해 소비자들이 취하는 태도로 구분된다. 브랜드 이미지의 속성은 제품 그 자

체가 지니고 있는 제품 관련 속성과 가격과 같은 여러 가지 비제품 관련 속성

으로 구분된다. 제품 관련 속성으로는 제품의 품질, 디자인, 스타일 등이, 비

제품 관련 속성으로는 가격, 브랜드 명, 광고, 기업의 명성, 소비자의 구전 활

동 등이 해당된다.12)

  브랜드가 소비자의 기억 속에 연상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은 대부분 디자인

과 관련이 있다. 브랜드 디자인을 통해 소비자가 느끼는 감성적 표상의 수준, 

체험의 깊이와 폭이 결정되고 궁극적으로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

는 것이다. 브랜드 디자인은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그 중요성은 

11) Keller K. L.(1993). Conceptualizing, Measuring, and Managing Customer-Based Brand Equity, 

Journal of Marketing, Vol. 57 1-22

12) 신왕우(2004), 브랜드이미지 속성의 중요도와 만족도 차이가 호텔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

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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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커져가고 있다. 소비자는 로고(Logo), 심볼(Symbol), 색상(Color)을 포함

하여 다양한 브랜드 상징 이외에 모든 기회와 경로의 디자인을 접하게 된다.

  과거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방법으로 기업의 가치와 개성을 반영하여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CI(Corporate identity)개념이 활용되다. 그러나 주로 로

고, 심볼, 캐릭터 등의 시각적 상징에 그치고 있어 스토리 전개와 표현 등이 

고려되지 않아 브랜드 디자인의 개성과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데 부족한 면이 

있던 것이 사실이다.

  소비자는 재화를 구매할 때 이성적이며 경제적인 판단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상당 부분을 감성적인 요소에 의지하여 구매를 결정하곤 한다. 이러한 

구매 결정은 소비자의 무의식 속에서 즉흥적이고 반사적으로 이루어진다. 소비 

상황에서의 소비자의 정보 습득과 활용 능력은 개인차가 있으며 정보의 빈 부

분에 감성적 판단이 작용하게 된다. 또 오늘날처럼 제품 간 기술격차가 줄어들

고 기술평준화가 이루어진 시대에 감성 소구는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소비자는 체험을 통해 브랜드를 인식하고 특정 브랜드의 이미지를 형성한다. 

일방적 전달을 넘어 체험을 통하여 형성된 브랜드 이미지는 보다 장기간 이어

질 수 있다. 소비자의 브랜드 이미지 형성은 단순한 시각적 CI외에 제품, 광

고, 판매 및 서비스 제공 장소 등 모든 접점을 통해 이루어진다. 체험의 이면

에서는 결국 감성이 관계하고 감성이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영향을 미치게 된

다.13)

  소비자의 감성 욕구에는 감각적 욕구부터 고차원적 정서적 욕구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으며 사용자가 언급하지 않는 숨겨진 욕구까지 파악하여 디자인

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 소비자의 감성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다.14) 감

성은 인간의 내부에 일어나는 심리적 작용으로 외부의 물리적 자극 즉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온각, 냉각 등 비 인지적 내적 상태인 감각을 포함하고 있

다. 감성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며 감성의 발생은 생활 경험의 기억과 같은 

개인의 내부적 상태에서 기인하여 직관적 ž 반사적으로 나타나며, 체험이 축적

됨에 따라 개인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 등의 생활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감

13) Klein, R(2004). Lovemark, Powerhouse Books, NY, 42-43

14) 유용우(2002), 감성디자인이 적용된 미래 주거공간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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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개인성을 주축으로 변화성, 불확실성, 애매모호성 등 다각적인 고려와 문

화적 상황과 같은 사회적, 시대적 흐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15) 또한 소비

자 관점으로 보면 기능에서 느끼는 편리함의 반응을 표현하는 기능적 감성과 

색채나 형태에서 느끼는 감각적 감성, 라이프 스타일, 가치 기준 등의 반응을 

표현하는 문화적 감성으로 분류되기도 한다.16) 

  이상일ž김정호(2012)에 의하면 감성디자인이란 소비자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개성화됨에 따라 소비자의 감성적 욕구를 디자인에 적용하고자 하는 디자인 방

법을 말한다.17) 오영근(2004)은 감성디자인을 “인식의 주체로서 인간의 몸으

로 세계와 접촉하면서 살아가며 현실과 생활에서 인간이 받아들이는 인식의 '

이미지와 사건'을 통해 나타나는 '의미'와의 관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미지는 

오감을 통해 얻어지고 사건들은 마음에 의해 상황으로부터 추상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18) 감성 디자인은 지각의 인지로써 감각적 체험이 경험으로 인식

되는 심리적 요소와 몸을 통한 표현적 환경적 요소 그리고 사용자의 감성반응

에서 사물과 상호 작용하는 디자인인 것이다. 또한 감성디자인은 인간의 감성

을 정성,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이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디자인으로서, 보다 '

정성적인 디자인 특성'을 갖고 있다. 또한 사용자의 환경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디자인하는 '욕구의 현실 지향적 특성'도 보유하고 있다. 용도와 

기능에 대한 만족감만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감성적 만족도를 얼

마나 높여주느냐가 새로운 가치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19)

  3. 브랜드 디자인과 브랜드 아이덴티티

  데이비드 아커(Aaker, 1996)는 강력한 브랜드 구축을 위해선 브랜드 아이덴

15) 이구형(1998), 감성과 감정의 이해를 통한 감성의 체계적 측정 평가, 한국감성과학회지 Vol. 1 No. 1

16) 채정주, 김명태(2012), 감성디자인이 내재된 아동용가구 디자인 개발, 한국가구학회지 Vol.23 No.4.

17) 이상일, 김정호(2012), 감성디자인이 실내공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디자인 연구: 조명디자인을 중심

으로, 한국가구학회지 Vol.23, NO.3

18) 오영근(2004), 공간디자인에서의 감성적 경향에 관한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통권 43호

19) 이은혜(2010). 연결의 이미지를 표현한 도제품 연구: 컵 손잡이 디자인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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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티의 명확한 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20) 그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란 기업이 특정 브랜드만을 위해 창출하거나 유지해야 하는 독특한 연상 이미

지들의 집합이며, 이러한 연상 이미지들이 브랜드의 의미나 기업이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약속들을 표현한다고 정의했다. 또한 업쇼(Upshaw, 1995)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란 넓은 의미에서 고객이 브랜드를 인지했을 때 이를 형식화해주는 

말 혹은 이미지, 생각, 연상 등의 조합이며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실행될 때 소

비자가 브랜드에 대해 느끼게 되는 통합적 인식이라고 설명했으며21), 켈러

(Keller, 1998)는 브랜드 이미지를 기업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소비자들의 기억 

속에 각인시킬 수 있는 전략적 도구, 또 이 브랜드 연상에 의해 반영되는 브랜

드에 대한 자각으로 정의했다.22) 이를 종합해보면, 브랜드 아이덴티티란 브랜

드 이름, 심볼, 상징 색, 형태, 로고, 패키징, 서비스 등의 시각적 ž 외적인 

요소를 포함하여 브랜드가 소비자들에게 심어주고자 원하는 연상이며 이 연상

이 체계적으로 개발된 모든 수단을 말함을 알 수 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브랜드 이미지와 대조하여 개념화한 연구들도 있었는

데, 손일권(2003)은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소비자들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브랜드와 '동질성, 일치성, 정체성, 주체성' 등을 의미하는 용어인 아이

덴티티가 결합된 용어로 보았다. 그리고 브랜드 네임이나 심벌, 이미지, 개성, 

색, 캐릭터, 서비스 등과 같이 소비자의 감각적 경험과 지각 형성에 영향을 미

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혼합된 개념으로 정의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수용된 정보

를 자신의 경험과 인식, 가치관 등을 통해 여과되어 최종적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23) 또, 안광호, 한상만, 전성률(2008)은 브랜드 아이덴티

티를 "기업이 표적 고객의 마음 속에 심어주기를 원하는 바람직한 연상들"로 

정의했다. 반면, 브랜드 이미지는 브랜드에 대해 소비자가 인식하는 연상의 집

합이라고 설명했다.24) 

  따라서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기업 입장에서 브랜드에 부여하고자 하는 연상

20) Aaker, D. A.(1996), Building Strong Brands, NY: The Free Press

21) Upshaw. L. B.(1995), Bulding Brand Identity, John Wiley & Sons Inc.

22) Keller K. L.(1998), Strategic Brand Management, Prentice Hall.

23) 전게서

24) 안광호, 한상만, 전성률(2008), 전략적 브랜드 관리: 이론과 응용, (3판), 학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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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집합, 기업의 활동 측면이 강조된 개념이라면, 브랜드 이미지는 소비자 

입장에서 받아들이게 되는 수동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기업이 브랜드

의 기본적인 특성을 전략적으로 전달하고 이를 변함없이 지속시키고자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립하려 하지만 소비자가 느끼는 브랜드 이미지는 기업이 브랜

드에 부여하고자 하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그대로 인식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기적 판매에만 관심을 가졌던 과거와는 달리 점차 고객만족이나 구매경험 

등 장기적인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관심이 대중화된 현재, 고객

지향적인 경영을 하는 기업들이 브랜드 관리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으며, 구

매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긍정적인 결과로서 이루어지고 소비자의 구매 후 행

동은 재구매에도 영향을 미친다.25) 또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범주에 관련해 강

한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있는 브랜드는 같은 제품군에서 강한 브랜드 인지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가 쉬워진다. 또 제품이나 서비스 속성과 관련하여 차별적인 

브랜드는 경쟁 브랜드에 비해 우수한 기능적 편익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며, 

어떤 브랜드는 이용 상황이나 사용자 이미지와 강하게 결합된 아이덴티티를 가

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26)  

1)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감각적 요소

  인간은 눈을 통해 가장 많은 정보를 받아들인다. 대부분의 활동이 시각과 관

련되어 있으며 눈을 통해 사물의 크기나 거리, 공간, 색채 등을 지각한다. 또

한 '미'와 '추'의 개념 자체도 시각적 표현이며 이와 같은 요소가 디자인의 가

장 기본적인 요소라는 것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 특히 빛(조명)과 색

은 각각 그 자체로 디자인에 있어 큰 주제이기도 하기에 다음 챕터(다. 색채와 

감성 디자인)에서 다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시각 이미지의 중요성을 단적으

로 보여주는 예로 삼성을 들 수 있다. 삼성은 1990년대까지 일정한 기업 이미

지 없이 로고마저 계열사별로 중구난방이었다. 그러다가 1993년에 CI 로고를 

25) 신철호 외(2005), 브랜드 경영. 서울: 서울경제경영.

26) 김흥규, 최원주(2005), 브랜드는 커뮤니케이션이다. 서울: 커뮤니케이션북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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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색으로 통일시키고 이 색을 삼성의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편입시켰다. 파란

색은 IT를 상징하면서 동시에 젊고 깨끗하며 상쾌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삼

성은 이를 기업 이미지화시키는 데 성공하여 2012년 브랜드 파이낸스 선정 브

랜드가치 세계 6위에 올랐다. 코카콜라 역시 빨간색을 브랜드 이미지로 활용하

여 '콜라는 빨간색'이라는 인식이 자동 연상되도록 브랜딩하였다.

    

[그림 2] 前 삼성 CI 로고들(1993년 이전) 

[그림 3] 現 삼성 CI 로고               [그림 4] 코카콜라 BI 로고

  촉각은 인간이 가진 오감 중 가장 원시적이다. 또한 감촉이나 질감은 수치화

하거나 분석하기가 매우 어렵다. 하지만 촉각에 의한 정보는 원초적인 자극을 

주며 매우 강하게 인식된다. 프랑스와 중국에서는 'Dark Restaurant'이 큰 인

기를 끌기도 했었는데 불빛이 거의 없는, 말 그대로 어두운 레스토랑이다. 이

곳에서는 캄캄한 공간에서 젓가락이나 포크와 같은 도구 없이 오직 손으로 음

식을 먹도록 한다. 바로 이러한 점이 큰 인기를 끌게 한 요인이었는데 시각의 

도움 없이 오직 촉각에 의지하여 음식을 먹는 경험에서 사람들이 재미와 즐거

움을 느꼈기 때문이다. 촉각은 쾌락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다. 사람들은 타

인이나 물건에 단순한 접촉만으로도 호감이 증가한다. 따라서 촉각이 공감각적

으로 활용된다면 사용자 혹은 소비자에게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는 가장 강

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청각은 물이나 공기의 진동이 파동의 형태를 지니고 사람의 귀로 들어와 소



- 15 -

리로 지각되는 모든 음파와 우리 몸의 위치, 자세, 회전을 담당하는 평형기로 

이루어진 감각기관으로 청각기와 평형기를 의미한다. 소리는 인간의 감정을 움

직이는 중요한 요소이다. 청각은 특히 상상력을 자극하여 감성을 극대화시킨

다. 소리를 통해 편안함, 흥겨움, 불안함, 웅장함, 안타까움, 슬픔 등 시각으

로 전달할 수 없는 어떤 특정한 감정이나 정서를 정확히 전달하기도 한다. 그

래서 거의 모든 재화의 매장 공간에서는 음악 혹은 소리를 활용하고 있다. 또, 

콜라와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는 탄산이 터지는 소리를 광고에서 들려주어 시청

자들이 시원하고 톡 쏘는 느낌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펩시는 특유의 뚜껑 

따는 소리를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후각은 시청각, 촉각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간이 정보를 얻는 수단으로써 덜 

사용하는 감각이다. 또한 강한 후각적 자극이 있으면 금세 상실하는 감각이기

도 하다. 하지만 후각은 깨끗하고 매력적인 이미지를 전달하는 데 매우 유용하

다. 또한 후각은 미각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직접 미각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후각을 통해 맛을 기억, 유추해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감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단일 요소만을 이용하는 것

보다 두 가지 이상의 요소를 결합한 공감각적 요소를 사용하는 것이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스토리텔링 기법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매할 때 제품의 성능과 효용도 중요하지만 판매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을 둘러싼 분위기와 브랜드 이미지까지도 쇼핑의 범주

에 포함시킨다.27) 스토리텔링은 브랜드, 소비자, 메시지가 서로 광고나 인터

넷, 매장 공간 등을 활용하여 주고받음으로써 브랜드 이미지 상승과 같은 결과

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브랜드를 일방

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야깃거리를 찾아내어 재미있고 현실에 

맞게 가공하여 감성적 교감을 추구함으로써 매출 증대나 브랜드 이미지 상승의 

27) 곽지민, 이은미(2009), 브랜드에 생명을 불어넣는 스토리텔링 마케팅, KT경제연구소



- 16 -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스토리텔링 기법은 기업 및 브랜드의 아이덴티티, 이

미지를 구축하고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래학자 룰프 옌센은 정보화 시대에는 꿈과 감성을 파는 사회(드림 소사이어

티)가 도래할 것이라 예측하며, 단순 상품이 아닌 상품에 담겨있는 이야기를 

파는 사회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28) 스토리텔링 기법을 이용하여 브랜드 이미

지를 구축하게 된다면, 브랜드 네이밍, 콘셉트, 공간 디자인에 이르는 브랜드 

요소들을 일관된 이미지로 구성하게 되어 브랜드를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동

일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4. 브랜드 디자인과 색채

  색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색은 곧 빛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색은 물

체와 빛에 의해 발생하는 결과이다. 물체에 빛을 쏘이면 반사, 투과, 흡수의 

현상이 일어나는데, 색이 보인다는 것은 이 반사광 또는 투과광이 눈에 자극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29) 빛이 물체에 부딪혀 반사된 광선은 눈으로 들어와 

각막을 거쳐 망막에 닿게 되는데, 이것이 시신경을 통해 뇌로 전해져 색을 느

끼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인간의 눈이 빛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물리적, 광학

적 과정이며, 눈이 받아들인 빛의 자극이 뇌에 전달되는 과정은 생리학과 심리

학 연구 분야에 속한다. Mahnke는 색의 개념을 물체를 파악하는 서로 다른 시

각과 여러 개별적 학문 분야, 예를 들어 자연과학, 색채 이론, 기술학, 생물

학, 의학, 심리학, 인간공학 등의 분야에서 각각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하

였다.30)

  색채가 중요한 것은 색채가 단순히 시각적인 요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

간의 감성적인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색채는 시각으로 감각되고 

지각되는 것이지만 실제로 시각 이외의 다른 감각으로 파급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감각 현상들은 주로 사물들의 연상 감정에서 오는 것인데 미국의 색채 

28) 심재란(2003), 공간디자인에서 디지털 스토리텔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8

29) 권영걸, 김현선(2011), 쉬운 색채학, 도서출판 날마다.

30) Mahnke, F. H. (2002), 색채, 환경, 그리고 인간의 반응, 도서출판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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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Louis Cheskin은 시각을 일으킨 색채가 시각 외의 다른 감각으로 전이되

는 현상을 '감각 전이'라고 하였다.31) 색채의 온도감은 따듯한 느낌을 주는 

난색과 차가운 느낌을 주는 한색으로 구분되며, 색채뿐만 아니라 소재의 표면 

효과에서도 나타난다. 실제로 우리는 흰색이나 파란색을 보면 '차갑다'고 느끼

고 주황색이나 빨간색을 보면 '따뜻하다'는 온도 차이를 느낀다. 연한 톤은 부

드럽게, 경한 톤은 딱딱하게 느껴지는 경연감도 색채를 통해 나타나는데, 연한 

분홍색이나 연한 노란색을 보면 '부드럽다'고 느끼고 어둡고 채도가 낮은 색을 

보면 '딱딱하다'는 질감의 차이를 느끼는 것이 그것이다. 또한 형광이 섞인 노

란색이나 연두색을 보면 '신 맛'의 미각을 느끼기도 하며, 무겁게 보이거나 가

볍게 보이는 등의 시각적 차이에 의한 감각현상도 겪게 되는데 고명도일수록 

가볍게, 저명도일수록 무겁게 느껴진다. 높은 음을 들으면 밝고 선명한 색을, 

낮은 음을 들으면 어둡고 명도가 낮은 색을 떠올리는 것도 색채를 통한 공감각

의 예이다. 

  색채는 사물의 표현과 구별, 그리고 생존과도 관계가 있지만 시각언어로서 

전달기능도 포함한다.32) 색채와 형태에 있어서 색 지각이 선행하며, 인간의 

의식에 우선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더욱 강한 심리적 반응과 감정적, 정서적 영

향을 준다. 인간은 색채의 전달기능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으며 사물을 인지하

는 시각적 요소 중에서 80%를 색채의 의존한다. Mahnke에 의하면 빛에 의해 만

들어지는 색은 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에너지는 정신과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이 신체 기능에 영향을 준다. 이때 색이 피질 활성화, 즉 자율

신경계와 호르몬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무한한 감정적 미적 연상을 일으킨다

고 설명했다. 색의 감성적인 영향력은 인간으로 하여금 외부로 주의를 돌리게 

하며 심신을 즐겁게 해주기도 하고, 색을 통해 환자에게 위안을 주고 정신적 

긴장을 경감시켜줄 수 있다. 때문에 적절한 색채 사용은 환자의 회복에 도움이 

된다. 이처럼 색채는 공간을 인식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시각적 영향뿐 아니라 

인간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물리적 영향을 준다. 따라서 병원의 경우 환자의 안

정과 치료, 진료공간에 적합한 색채를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는 것이다.

31) 박민영(2012), 후각중심의 감성디자인을 위한 색채 공감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2) 문은배(2002), 색채의 이해, 도서출판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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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채가 환자들의 심신에 영향을 미치는 단적인 예로서 Cheskin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는 4가지 색(빨강, 파랑, 노랑, 녹색)으로 장식된 4개의 방에서 환

자들의 반응을 비교하였는데, 빨간 방에서는 혈압과 박동이 증가되었으며, 환

자들은 지나친 자극 때문에 일을 진행할 수 없었으며 장시간 기다리는 것조차 

힘들어했다. 파란 방에서는 반대로 혈압과 박동이 감소했으며 행동이 느려졌

다. 노란 방에서는 혈압과 박동에 변화는 없었으나 눈이 피로하다는 불만이 제

기되었고 녹색 방에서는 아무런 특이사항이 없었다.33) 이 연구 결과가 보여주

는 것과 같이 색채가 인간의 신체에 어떠한 물리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에 치료 효과 혹은 부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 

미국 색채학계의 권위자인 Faber Birren은 다음34)과 같이 구분하여 제시하였

다. 

[그림 5] Faber Birren의 주요 색채와 그 처방 효과

33) Mahnke, F. H. 상게서

34) Birrenm F.(2010), 색채심리, 김화중 역, 동국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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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맥락에서 정선애(2008)는 의료시설이 환자의 심리적, 생리적 쾌유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만듦으로써 치유 과정에 기여할 수 있으며, 따라서 병원은 

적절한 색채 디자인을 가장 필요로 하는 건물이라고 주장했다. 또, 병원은 가

능한 기업적인 모습을 띠지 않도록 디자인 목표를 정해야 하며 지나치게 많은 

색과 패턴을 삼가서 시각적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35) 

제 2 절  브랜드 차별화를 위한 디자인 전략

  1. 브랜드 차별화를 위한 디자인의 중요성

  현대의 브랜드는 재화의 기능적인 차이점을 최대한 시각화하면서 동시에 이

미지를 차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심볼, 그림, 색 등으로 시각화된 브랜

드 아이덴티티는 브랜드의 특성을 즉각적이면서 감각적으로 인지시키고 차별화

를 통해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준다. 오늘날의 감성경제에서 소비자들은 구매를 

결정할 때 자신과 동일시할 수 있는 상징적인 단서를 중시한다. 따라서 브랜드

는 소비자들이 드러내고 싶어 하는 매력적인 특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어야 

한다.36) 따라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전략적으로 디자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되어야 한다. 브랜드는 하나의 제품이 축적된 기술과 디자인으로 만들어질 때 

소비자로부터 흥미를 유발하고 브랜드의 철학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면서 브랜드 

고유의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 

  실제 상품 및 서비스 등의 브랜드 개념 공간에 기능 및 감성의 브랜드 아이

덴티티를 구축하는 것을 '브랜드 디자인'이라고 부른다.37) 현대의 소비자들은 

제품의 기능적 특성뿐 아니라 단순한 필요를 넘어 소비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

35) 정선애(2008), 자연색채의 조화원리에 기초한 공간 색채계획 방법에 관한 연구 : 어린이 전문병원을 

대상으로.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6) 이혜주, 이상만(2006), 브랜드 디자인 매니지먼트, 형설출판사.

37) 야마오카 토시키 편저(2007), 디자인 매니지먼트 이론과 응용, 유니버설 디자인 연구센터,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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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 데이비드 아커(Aaker, 1996)는 '소비자는 자아가 추구하는 개성과 

관련된 브랜드를 찾으며, 이러한 과정은 소비자가 그들 자신의 자아 개념을 정

의하는 도구로 브랜드 개성을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38) 이는 곧 소비

자들은 브랜드의 이미지를 소유하고자 소비하는 바, 기능적 편익 이상의 매력

적인 감성을 가진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브

랜드 아이덴티티는 전략적인 디자인을 통해 외형의 옷을 입을 수 있다. 디자인

은 브랜드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시각적 실체로 만들어주며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 

  표현명, 이원식, 최미경(2008)은 디자인은 단순히 물리적 외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 4]와 같이 비가시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창조적인 비전을 

제시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행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명하

고 있다.39) 디자인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부분을 

말한다. 제 2개념은 이 기본 개념에 비물질적인 이미지를 포함시킨다. 그리고 

제 3개념은 2개념에 더하여 디자인 이외의 다양한 분야들과 융합되고 유기적으

로 연결되며 확장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제 4개념에서는 계획 하에 새로운 가

치 창출을 위하여 행해지는 모든 행위와 과정까지 디자인 개념에 포함시킨다.

[그림 6] 디자인 개념의 범위 

38) Aaker, D. A.(1996), Building Strong Brands, NY: The Free Press.

39) 표현명, 이원식, 최미경(2008) 서비스 디자인 시대. 서울. 안그라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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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경제연구소에서 2007년 발표한 자료40)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업들에서 디

자인에 대한 인식이 단순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좁은 개념에서 마케팅을 

위한 통합적 커뮤니케이션 행위 전반에 대한 것으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 전환에 대한 한 가지 반증으로, 삼성은 몇 해 전부터 '디자인 경

영'을 표방하며 예술, 인문학 인력을 충원하는 등 전략적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을 위해 인력과 자본을 대거 투입하고 있다.

[그림 7] 디자인에 대한 기업의 인식 전환(삼성경제연구소, 2007)

  2. 브랜드 디자인 전략 구축

  브랜드 경영과 디자인 경영을 각각의 분리된 별개의 개념으로 다루기보다는 

브랜드 자산의 구축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공유하는 브랜드 디자인 매니지먼트

의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 브랜드 디자인은 크게 5가지 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

40) 삼성경제연구소(2007), 디자인 경영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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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첫 번째는 브랜드 콘셉트를 개발하는 것이다. 브랜드 콘셉트란 목표 고객

의 마음속에 경쟁 브랜드들과 비교하여 차별적인 우위가 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41) 브랜드 콘셉트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과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기술의 추세를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표적 집단이 누구인지

를 명확히 하여 브랜드 콘셉트를 구체화시킬 수 있다. 그 표적 시장을 대상으

로 하여 고객의 니즈와 경쟁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분석

한다. 이 단계에서는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구성요소들의 인과관계를 고려

하여 브랜드 구축의 전체적인 전개를 구성해야 한다.42) 브랜드의 현재적 모습

을 파악하고 향후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축의 아웃라인을 잡는다. 기업이 추구

하는 브랜드 및 디자인의 비전, 철학, 전략, 목표 등을 설정하고 방향성을 제

시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브랜드 디자인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디자인적 요소에 의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축이 이루어진다. Schmitt & Simonson(1999)은 브랜드의 

시각화와 아이덴티티를 구성하는 요소를 '브랜드 4P'로 규정했다. 4P는 자산

(Properties), 제품(Products), 외양(Presentation), 발행물(Publications)을 

말한다. 자산은 건물, 사무실, 매장 공간, 차량 등이며 제품의 속성, 외양은 

제품의 포장과 레이블, 태그, 쇼핑백 등이고, 발행물은 광고와 판촉물 등이다. 

4P의 세부요소들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디자인이 실체화된다.43) 

  세 번째 단계는 브랜드 포지셔닝으로, 표적 고객에게 경쟁 브랜드와의 비교 

우위를 보여주며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제시하게 된다. 브랜드 포지셔닝 단계에

서는 표적 집단에게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전달하고 가치를 제안하며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브랜드 관리를 위한 토대를 형성한다. 장기적인 브

랜드 포지셔닝을 통해 전체적인 방향성을 잡고 단기적 포지셔닝을 통해 소비자

들에게 브랜드 이미지와 연상을 전환하도록 한다. 또한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비주얼 아이덴티티를 구성한다. 

  그 다음 단계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표적 고객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41) 안광호, 한상만, 전성률(2008), 전게서

42) 전혜영(2012), 금융기업의 브랜드 디자인 경영 프로세스 구축에 대한 연구: 서비스 디자인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3) Schmitt, B & Simonson, A.(1999), 미학적 마케팅, 한상민 역, 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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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하게 된다. 이때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은 기업과 소

비자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조직 내부적인 커뮤니케이션도 동반되

어야 한다. 조직 내부에서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대한 일치된 이해가 전제되어

야만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부 커뮤

니케이션이 선행되어야 소비자와의 접점에서 동일하고 일관된 브랜딩 활동이 

가능하다. 

  외부 커뮤니케이션은 소비자와 브랜드가 만나는 접점에서의 본격적인 브랜딩 

실행 단계이다. 이때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시각적 디자인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와 디자인, 브랜드 체험을 포괄하여 관리되어야 유지, 성

장될 수 있다. 따라서 통합적인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브랜드 모니터링 단계에서는 브랜드의 가치를 평가하고 전반적인 

브랜드 진단을 통해 성과를 측정하고 개선점을 제공한다. 이 단계를 통해 목표

한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소비자가 느끼는 브랜드 이미지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과정은 정기적으로 실행되어야 하며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브랜드 이미지 간의 격차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3.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축 방법

1)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축 과정

  Aaker(1996)는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구축되는지를 브랜

드 아이덴티티 구축모델(Brand Identity Planning Model)을 통해 설명했다.44) 

이 모델에서 제 1단계는 '전략적 상황 분석' 단계로서 시장과 소비자, 자사 및 

경쟁사의 상황을 분석하는 단계이다. 제 2단계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수립'의 

단계로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 혹은 서비스와 관련된 인상, 조직에 대한 인상, 

제품 혹은 서비스의 외적인 인상 그리고 상징에 대한 인상을 종합적으로 분석

하여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수립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제 3단계는 '가치 제안'

44) Aaker(1996).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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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계인데 공급자는 소비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가 가지는 기능적인 가치와 

더불어 상징적인 가치와 정서적인 가치를 함께 제안함으로써 이 세 가지 단계

를 거쳐 단순한 상징이나 기능적인 이득을 넘어선 강력한 연상 작용을 소비자

에게 심어주게 되는 것이다. 

  또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핵심 아이덴티티와 확장 아이덴티티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핵심 아이덴티티는 시장 환경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중심

축으로서 브랜드와 관련해 소비자의 기억 속에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와 

브랜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과 관련된 영역이며, 확장 아이덴티티는 핵심 

아이덴티티에 깊이를 더해줄 수 있는 연상적인 요소들을 포함한다. 확장 아이

덴티티는 브랜드가 구체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소비자와의 커뮤니

케이션을 통해 더욱 발전될 수 있다. 

  또 그는 확장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요소를 네 가지로 나누어 설

명했다. 첫 번째 요소는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아이덴티티로서 제품 혹은 

서비스가 어떤 범주에 속해 있는지와 제품 혹은 서비스가 가지는 속성, 제품 

혹은 서비스가 가지는 품질이나 가격적인 측면과 관련된 아이덴티티,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의 상황적인 측면, 사용자와 관련된 아이덴티티, 

제품의 원산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 등이다. 두 번째 요소는 조직과 관련된 측

면의 아이덴티티로서 사회적 책임이나 소비자 신뢰도, 혁신성 등 제품이나 서

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 강조하는 속성이나 지역 발전에 대한 기여, 글로벌 리

딩 기업으로서의 이미지 등이 포함된다. 세 번째 요소는 개인적 측면인데 제품

이나 서비스가 외적으로 지니는 독특한 개성이나 이미지로서 갖는 아이덴티티

이다. 네 번째 요소는 브랜드의 로고나 심벌, 슬로건, 특정 색상이나 모양 등 

상징에 관련된 아이덴티티이다. 이러한 확장 아이덴티티와 핵심 아이덴티티가 

유기적으로 조합됨으로써 브랜드는 시장에서 전략적으로 운영되며 브랜드 자산

을 형성해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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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Aaker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시스템

          

  Kapferer(1992)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구성 요인을 '브랜드 아이덴티티 프

리즘' 모델을 통해 설명했다. 이 모델에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성하는 요인

은 물리적 특성, 개성, 문화, 관계, 사용자 이미지, 자아 이미지 등이다. 브랜

드의 물리적 특성은 브랜드 명을 보고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구체적인 것들을 

말한다. 개성은 브랜드와 관련된 인간적인 특성으로, 추상적인 브랜드 가치를 

외형적으로 표현해준다. 문화는 기업이나 브랜드의 원산지, 도시문화 등을 포

함하며 브랜드가 추구하는 독창적인 가치를 뜻한다. 관계는 브랜드의 사회적인 

커뮤니케이션 차원과 관련된 것을 말하며 브랜드는 소비자에게 무형적인 교환 

가치를 제공한다. 또한 소비자 이미지는 그들에 의해 반영된 이미지를 말하고, 

브랜드 자아 이미지는 소비자들이 해당 브랜드 제품을 사용할 때 갖는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말한다. 이 구성 요소들은 브랜드 아이덴티티 프리즘 안에서 서

로 연결되어 있는데, 발신자인 기업은 브랜드의 물리적 특성과 개성을 조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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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브랜드의 관계와 문화를 통해 수신자인 소비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한다. 소

비자는 브랜드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수요함으로써 자아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

다.45)

[그림 9] Kapferer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프리즘

 

 이 외에도 Upshaw(1995)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브랜드 포지셔닝과 개성이 융합

된 것으로 보았고 포지셔닝 전략적 개성, 브랜드 네임, 로고, 마케팅 커뮤니케

이션, 프로모션/머천다이징, 제품/서비스 성과, 판매 전략 등으로 구축된다고 

설명했다.46)  Keller(1998)는 브랜드 네임, 로고, 캐릭터, 슬로건, 징글, 패

키징 등을 요소로 꼽았다.47)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브랜드가 소비자들

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명확히 정립할 필요

45) KAPFERER, JEAN (1992) Strategic Brand Management. New Approaches to Creating and 

Evaluating Brand Equity. Kogan Page: London. 37-42

46) Upshaw (1995). 전게서

47) 손일권(2003),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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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으며, 아울러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고도의 전략적 디자인 없이는 달성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2) 병원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축

  병원 브랜드 아이덴티티, 곧 H. I(Hospital Identity)는 기업의 B. I(Brand 

Identity)와 같은 맥락으로 다른 병원과 차별화된 해당 병원만의 브랜드 아이

덴티티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개념과 구축에 관

하여서는 앞서 상세하게 살펴보았으며 H. I 역시 그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에 H. I의 개요와 구성요소를 소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한다. 

  H. I라는 명칭은 생소하지만 병원 간 경쟁이 심화되고 병원들이 적극적인 브

랜드 마케팅활동에 나서면서 적극적으로 H. I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다. 앞서 

논의했듯이 H. I는 시각적 디자인을 포함하여 병원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이

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목표 하에 실행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정구(2001)는 치과 병원을 중심으로 한 병원의 네트워크 마케팅 전략에 대한 

연구에서 H. I의 구성요소를 다섯 가지로 나누었다.48) 

  첫 번째는 Visual Identity로, 언어와 그림 등으로 표현된 병원 아이덴티티

의 기본 요소이다. Visual Identity는 병원 브랜드 로고 디자인을 비롯하여 병

원 밖 입간판, 각종 사인물, 브로슈어, 리플렛, 홈페이지, 각종 서식, 유니폼 

등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의 디자인을 포함한다. 다양한 방식으로 노출된 브랜

드가 일원화되어 단일한 이미지를 전달하며 고객의 인지도와 선호에 영향을 미

친다. 두 번째는 Behavior Identity로, 병원이 가지고 있는 제도적, 행동적 방

침이며, 병원의 전화 응대 메뉴얼 등이 해당된다. 세 번째는 Mind Identity로, 

병원의 철학과 경영 이념 등을 재확인하고 병원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것을 말

하며 병원의 경영철학, 경영방침 등이 해당된다. 네 번째는 Doctor Identity인

데, 의료 서비스 소비자에게 의사를 긍정적으로 인식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의

사의 출신학교, 언론 노출 자료 등을 병원 내부에 게재하거나 준비된 내용을 

48) 이정구(2001), 병원의 네트워크 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 부산 예치과 사례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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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소개하는 방식으로 홍보하는 것이 포함된다. 다섯 번째는 Staff 

Identity로, 진료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함으로써 의료 소

비자에게 안도감을 주고 병원 경영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그림 10] 병원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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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동물병원 소비자 현황 및 디자인 개요

  1. 국내 동물병원 및 애완동물 관련 산업 현황

  우리나라는 핵가족화와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가족 규모가 축소되면서 점

차 애완동물의 수요가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가족 구성원의 감소

로 인해 애완동물이 가족구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더불어 애완동물의 수도 늘어나고 애완동물에 지출하는 비용도 늘어나면

서 애완동물 산업 규모는 불황 없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2012년 농림수산검역검사 정보지 추산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17.9%인 359만 가구가 440만 마리의 개와 116만 마리의 고양이를 기르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기타 애완동물의 수를 합하면 훨씬 많아질 것으

로 추정된다. 애완동물은 개와 고양이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최근 들어 조

류, 패릿, 도마뱀, 이구아나 등 특이 동물들의 수입도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

이다.

  우리나라 동물병원의 현황을 통계청 자료에 의거하여 살펴보면, 2011년 기준 

동물병원 사업체 수는 3,208개소, 수의업 종사자수는 7,901명이며 수의업 산업 

총 매출액은 4,645억 원이다. 2009년에는 3,018개소, 종사자수는 6,884명, 매

출액은 3,423억 원이었다. 수의 산업 또한 2년 사이에 크게 성장했는데, 사업

체 수가 6% 성장한 데 비하여 매출 규모가 약 36% 증가하여 매출 규모가 월등

히 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통계청 가계 동향 조사 자료에 따르면 가구당 애완동물 관련 물품 구입

에 지출되는 비용은 2000년에 연간 5,628원이었던 것에 비하여 2010년에는 

20,628원으로 2012년에는 27,900원으로 증가했다. 1990년부터 2000년 까지 10

년간의 연평균 성장률이 5.96%였던 데 비하여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의 연평

균 성장률은 14.3%로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애완동물이 '반려동

물'로 인정받으며 반려동물을 위한 장난감, 옷, 건강을 위한 고품질 사료 등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지출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사료의 경우, 2012

년 애완동물 사료 시장은 2,500억 원 규모인 것으로 추정된다. 사료 외에 애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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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관련 용품 소매업 시장은 2009년 1,687억 원에서 2011년에 2,874억 원으

로 2년 만에 1.7배의 급성장을 보였다. 또한 애완동물 시장은 경기 침체에도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와 같은 트렌드에 발맞추어, 최근에는 동물병원들이 의료 서비스만을 제공

하는 것에서 벗어나 애완동물 용품 샵, 미용 서비스 제공 및 애완동물 카페와 

놀이시설까지 복합적으로 제공하면서 반려동물을 위한 복합 서비스 공간으로 

탈바꿈하며 성장을 꾀하고 있다. 

  2. 해외 애완동물 관련 산업 현황

1) 일본

  

  일본 펫푸드 협회에서 발표한 2012년도 전국 개, 고양이 사육실태조사 결과

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16.8%인 910만 가구가 1,153만 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

으며, 10.2%인 552만 가구가 975만 마리의 고양이를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도 역시 애완동물을 반려동물로 여기며 '사료'라는 용어 대신 '펫 푸

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사육의 개념이 아닌 가족 개념으로 여기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개와 고양이의 70% 이상이 집안에서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자

연스럽게 실내 사육에 적합한 소형 동물을 선호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의 건강관

리에 힘쓴 결과 애완동물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일본의 애완동물 관련 시

장 규모는 2011년 기준 1조 4,033엔 수준이었다. 일본의 애완동물 용품 시장은 

역시 여전히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 미국

  미국 펫 용품 협회(American Pet Product Assosiation)가 발표한 자료에 따

르면 2012년에 전체 가구의 62%에 해당하는 7,300만 가구가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40%가 개를, 34%가 고양이를 기르고 있다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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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미국의 애완동물용품 시장 규모는 2012년을 기준으로 약 529억 달러 

수준에 달한다. 그리고 수의 진료 시장 규모는 134억 달러 수준이다. 

3) 영국

  영국 애완동물 사료생산자협회(Pet Food Manufacturers' Assosiation)에 따

르면 영국은 2012년 기준 전체의 47%에 달하는 1300만 가구가 6,700만 마리의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완동물 관련 시장 규모는 2008년 

기준으로 2,519백만 파운드 수준이다. 

4) 독일

  독일은 '셰퍼드'와 '도베르만' 견종의 수출로 연간 2조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나라이다. 2011년 기준으로 애완동물 관련 시장 규모는 약 27억 8천

만 유로이고 전체 가구의 약 1/3가량이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2010년 기준으로 고양이 820만 마리, 개 530만 마리, 조류 350만 마리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유럽 선진국은 연금 혜택 등의 노령자를 대상으로 

한 복지 수준이 높아 부유한 노령층을 중심으로 반려동물 문화가 발전하였다.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2012년 전체 가구의 25.3%

인 약 454만 가구이며 매년 3~4%씩 증가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전체 인구의 

20.8%가 고령자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

라 역시 독신자들과 노령층을 중심으로 관련 산업이 성장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2013년에 발표한 농협경제연구소의 리포트에 따르면 애완동물 

관련 산업은 점차 전문화, 세분화되고 브랜드 중심의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증

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특히 애완동물의 질병 예방접종과 치료 및 진단 시장

이 활성화될 것이며, 수의 진료비용의 지출 비중이 커질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 업계도 시장 경쟁이 심화될 전망인데, 동물병원의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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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별화, 고급화를 꾀하지 않으면 향후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힘들어

질 것으로 보인다.

  3. 병원 디자인 개요

  의료역사가 오래 전에 시작된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환자 중심적인 병원 

개념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 90년대 이후에는 병원 설계 시에 환자의 입원 

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환자 중심적인 간호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병원 선택

에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을 펼쳤다. 그 결과 

산부인과 병동과 소아과 병동의 내부가 가정집과 같은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

로 디자인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환자의 정서를 고려한 병원 디자인

은 점차 일반병동에로까지 확산되었다. 또한, 병원이라는 공간 자체가 주는 걱

정과 불안감이 환자의 정서를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완화시켜줄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환자의 심리적인 상태가 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며, 이를 건축 디자인에 응용

하게 된 것이 환자 중심적인 병원 디자인 개념이 대두된 배경으로 볼 수 있다. 

  Kaplane은 병실 내에서 환자의 치유에 도움을 주는 공간 요소로 정원을 강조

했다. 그는 병원 전체에 자연스러운 인간 환경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변화가 시

도되고 있으며 병실에 고급화를 부여하기 위해 자연적 요소를 병실 가까이로 

끌어들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연을 병실로 끌어들이기 위해 병실 유리창 턱

을 낮추어 침대에서 외부의 자연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고 환자실 앞에 온실을 

마련하도록 디자인을 고안했다. 심리학자 Clearwater 역시 자연환경이 환자 치

유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으며 조경 자체만으로도 치료에 도움이 되고 이와 같

은 맥락에서 자연풍경을 주제로 한 미술품이 병원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49) 

  이연숙(2002)은 병원이 환자를 배려하기 위해 집이 가진 특성이 기능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고, 병원 디자인에 있어 프라이버시와 적절한 가족간 상호작용과 

통제감, 자유와 정서감, 적정 규모의 자극과 친밀성 등을 병원 환경에 적용하

49) 임철우 외(1995), 병원+디자인. 대학서림, p.58(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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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성향을 보이고 있음을 설명했다. 병원 공간 내에 주택의 특성을 도입함으

로써 치료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Swensson 역시 병실 내에 환

자와 방문객이 직접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주방을 설치할 것으로 제안하였으

며, 보호자와 함께 병실 내 생활이 가능하고 방문객 접대에 불편함이 없도록 

소파 등을 충분히 놓아둘 것을 제안했다50). 또,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주고 환자 개개의 영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병원 디자인의 중요한 

부분이다. 

  심리학계에서는 일찍이 건축과 실내 건축, 디자인 환경이 환자의 치유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했다. Poelzing은 환자들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 때

문에 더 민감하므로 주변 환경으로부터의 체험이 건강한 사람들보다 더 크게 

작용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채광, 색, 재료, 가구 등이 일반적 환경에서보다 

병원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51) 

  이양경(2003)의 종합병원 병동부 디자인을 위한 연구에서는 Monz의 병원 건

축적 디자인 기준을 소개하고 있다. 그는 병원환경을 창조하는 데 있어 시각

적, 청각적, 후각적, 촉각적 감각이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실내 건

축적 디자인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52) 첫 번째로 형태는 환자에게 

친근하면서 질서와 조화의 느낌이 표현된 것으로 모서리와 면의 상호 접합관계

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두 번째는 흙, 물, 빛, 불의 4가지 요소가 자

연의 상징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는 작용을 한다. 세 번째는 돌이나 나무, 유

리, 금속 등의 재료 또한 조화로운 상호작용을 하며 내부의 균형을 유지시키는 

힘을 갖는다. 색채는 조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조화로운 환경을 구축하고 

치료의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빛은 인간의 유기체적 기능을 위한 필수적인 

부분이며, 인간의 건강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

다.

50) 전게서 p.23(재인용)

51) 박남규(1996), 환자중심적 개념에 따른 병동부의 건축계획에 관한 이론적 연구, 한국병원건축학회지.

(재인용)

52) 이양경(2003), 사용자 중심적인 종합병원 병동부 디자인을 위한 사용자 만족도 조사, 인제대학교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 34 -

제 Ⅲ 장  동물병원 브랜드 디자인 분석 및 소비자 조사

제 1 절  동물병원 브랜드 디자인 사례 분석

  국내외 병원들의 디자인을 분석하기 위해 동물병원과 어린이병원을 분석 대

상으로 삼고자 했다. 분석대상으로 삼은 병원들 외에도 성인 대상의 일반종합

병원, 노년층 대상의 요양병원, 치과병원, 안과병원 등 다양한 형태의 병원들

이 존재하지만, 분석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사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병원들

은 본 논문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브랜드 디자인과는 거리가 있는 형태가 대부

분이었다. 브랜드 디자인 측면을 내세우기보다는 기존 진료 측면에서 오래 쌓

아온 명성을 근간으로 하는 브랜드 디자인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반면 어

린이병원과 동물병원은 각각 다른 성격을 가진 병원임에도 어린아이들이 좋아

할 만한 귀엽고 아기자기한 캐릭터 및 디자인 요소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로써 

환자(어린이 병원) 및 보호자(동물병원)가 병원을 찾아갔을 경우에 밝고 따뜻

한 안정감을 느끼게 하여 두려운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

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점을 찾아볼 수 있었기 때문에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어린이를 데리고 오는 보호자의 심경과 애완동물을 데리고 오는 보호자의 심경

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며, 실제 병원들의 디자인에서도 그와 유

사한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다.

  1. 국내 병원 및 동물병원 브랜드디자인 사례 분석

1) 세브란스 어린이 병원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은 기린을 모티브로 브랜드 차별화를 꾀했다. [그림 1

0]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린이병원 로고에 기린을 사용하여 외부 사인을 디

53) 사진 출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indung26&logNo=60179267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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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하였으며, 건물 외부에도 기린 캐릭터를 이용한 놀이터를 조성하여 어린이

들에게 친근하고 재미있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내부 공간은 아이들

을 위한 파스텔컬러와 둥근 형태의 가구들을 배치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원목을 

이용하여 자연친화적인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 또한 아이들이 좋아하는 여러 

동물, 하늘 등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였으며, 병동 창구나 

창문 등도 어린이의 키에 맞춰 설계하였다. 

  

[그림 11]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디자인 

2) 부산대학교 어린이 병원

  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은 '친구들과 떠나는 소풍'이라는 테마로 디자인을 진

행하였다. [그림 11]54)을 보면 전체적으로 원색 위주의 총천연색을 사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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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알 수 있다. 지하층은 '동화로의 소풍' 테마로 각종 동화 속 이미지를 사

용하여 디자인하였으며, 지상층은 바닷속, 동물원, 우주, 숲속 등의 테마를 정

하여 어린이들이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은 

층별로 각기 다른 테마와 메인 색상을 정하여 디자인을 전개한 것이 특징이다. 

[그림 12] 양산 부산 어린이병원 디자인

3) 이리온 동물병원  

  이리온 동물병원은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5개의 지점을 가진 대형 동물병

원 체인이다. 이리온 동물병원은 첨단 의료기기를 구비하고 다수의 의료진이 

함께 일하고 있다.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하는 행복한 도시'라는 슬로건 아

54) 사진 출처 http://blog.daum.net/hyunphoto/1578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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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현대적이며 최첨단의 고급 동물병원의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였다. 이리온 

동물병원은 의료원 외에도 미용, 반려동물 호텔, 반려동물 교육, 반려동물 용

품 판매, 반려동물 입양,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카페까지 다양한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는 기업형 동물병원이다. 

  이리온 동물병원의 외관은 [그림 12]55)에서 보듯이 전체적으로 흰색 톤을 

이용하여 깨끗한 이미지를 전달하며 H. I에 사용된 갈색과 주황색을 포인트 색

으로 이용하고 있다. 외관 전면에 유리를 설치하여 자연 채광을 활용한 자연 

친화적이며 따뜻한 이미지로 디자인하였다.

[그림 13] 이리온 동물병원 디자인

55) 사진 출처 www.iri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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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몰리스 펫 샵(Molly's Pet Shop)

  몰리스 펫 샵은 우리나라 대형 마트인 '이마트'에서 직접 운영하는 펫샵 체

인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동물병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동물병원을 펫샵 내

에 함께 운영하고 있다. 21개 지점이 운영되고 있으며(2013년 11월 기준) 명칭

은 '펫샵'이지만 반려동물 분양, 동물병원, 미용실, 동물 호텔, 동물 유치원, 

반려동물 용품 판매, 반려동물 카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목적 공간이다. 

대기업 자본이 투입되어 직접 운영되는 최초의 펫샵이기도 하다. 몰리스 펫 샵

은 앞서 언급한 이리온 동물병원과 제휴하여 샵 내에 함께 입점해있는 곳도 있

다.

  몰리스 펫 샵은 '반려동물 원스톱 멀티샵'을 지향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이 

진정한 가족이 되는 곳"으로서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명확히 세우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몰리스 펫 샵의 인터넷 페이지에는 해당 샵에서 제공하는 각각

의 서비스에 대한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반려동물 분양은 '인연을 이어준다'

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주인' 대신 '보호자'라는 용어로 대체하고 있으며, 

병원 의료진은 '두 번째 부모'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 몰리스 

펫 샵은 반려동물을 '진정한 가족'으로 대우한다는 의미를 일관되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몰리스 펫 샵에서는 '소셜 클럽'이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 쉬

게 말하여 반려동물을 위한 유치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반려동물의 

연령과 목적에 맞는 다양한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반 유치원처럼 교

육이념이 설명되어 있고 입학자격 및 입학서류까지 안내되어 있다. 이는 4장 

동물병원에 관한 논의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One Stop Shopping'을 지향하는 

트렌드와 반려동물을 위한 고급스럽고 차별화된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56)

56) 사진 출처 http://mollys.em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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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몰리스 펫 샵 디자인 

 2. 해외 병원 및 동물병원 브랜드 디자인 사례 분석

1) Pikesville Animal Hospital  

  미국에 위치한 Pikesville Animal Hospital은 병원 브랜드가 전략적으로 디

자인된 동물병원으로, 상징적인 색상을 브랜드 아이덴티티로 끌어들인 사례이

다. 우선, 흰색 배경에 빨간색을 포인트 색상으로 일관되게 사용하여 모던하면

서 경쾌한 이미지를 주고 있으며 흑백조로 촬영된 여러 애완동물의 신체 일부

의 사진을 디자인 요소로 사용하여 재미있고 유머러스함을 가미하였다. 

Pikesville Animal Hospital은 브랜드 로고, 건물 내외부의 디자인뿐 아니라 

직원들의 유니폼, 브로슈어, 지면 광고, 명함, 메모지 등의 전반에 걸쳐 빨간

색을 사용하여 통일된 이미지가 소비자들의 기억 속에 잘 각인되도록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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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7)

[그림 15] Pikesville Animal Hospital 디자인 

2) University Florida Small Animal Hospital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의 Small Animal Hospital은 Pikesville Animal 

Hospital의 사례처럼 파란색을 브랜드 아이덴티티로 끌어들였다. 엷은 미색에 

파란색을 사용하여 모던하면서 깨끗한 이미지를 주며, 간결하면서 절제된 디자

인으로 전문적인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 University Florida Small Animal 

57) 사진 출처 http://www.behance.net/gallery/Pikesville-Animal-Hospital/2559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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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pital은 브랜드 로고, 건물 내부의 디자인, 직원 유니폼 등에 통일된 색상

을 적용하면서 개성적이진 않으나 기술적 전문성이 강조된 일반적인 종합병원

의 모습으로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58) 

[그림 16] University Florida Small Animal Hospital 디자인

3) The Royal Children's Hospital Melbourne

  호주에 있는 The Royal Children's Hospital Melbourne은 병원이자 놀이터를 

융합한 즐거운 공간을 목표로 삼아서 충분한 자연 채광과 다양한 색상과 모양

을 한 조형물, 노랫소리를 복합적으로 사용한 디자인을 선보였다. 전체적으로 

자연의 동식물을 모티브로 한 그림과 조형이 사용되었으며, 시각, 촉각, 청각, 

58) 사진 출처 http://www.edcmag.com/articles/university-of-floridas-small-animal-hospital



- 42 -

후각을 만족시키며 어린이들에게 감성적으로 접근했다. 이 공간은 오감을 만족

시켜 어린이 환자들이 정신적으로 활기차게 만들며 좋은 기분을 유발시켜 치유 

효과를 누리게 할 목적으로 디자인되었다. 많은 그림과 조형물을 활용하고 있

으며 원색 위주의 색상 배합으로 역동적이며 경쾌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

다.59)

[그림 17] The Royal Children's Hospital Melbourne 

  

  

4) Phoenix Children's Hospital

  미국의 Phoenix Children's Hospital은 조명을 이용한 디자인의 예를 잘 보

59) 사진출처 http://blog.naver.com/idasinc?Redirect=Log&logNo=14015581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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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준다. 이 병원은 형형색색의 조명을 사용하였으며 직접 조명, 간접조명, 빛 

반사 등을 다양하게 이용하여 환상적이면서 미래적인 이미지를 완성하였다. 또

한 형태적으로는 원형을 이용하여 우주와 행성의 모습을 표현하였으며 아이들

이 마치 놀이공원에 와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60)

[그림 18] Phoenix Children's Hospital 디자인

  위의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병원 및 동물병원 디자인은 

해외의 사례에 비하여 브랜드 간 아이덴티티가 크게 구별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병원들은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의 5가지 원

색을 주로 사용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어린이병원과 동물병원이 

60) 사진출처 www.phoenixchildren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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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다른 성격을 가진 병원임에도 어린아이들이 좋아할만한 귀엽고 아기자기

한 캐릭터 및 디자인 요소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반면에 해

외의 어린이병원과 동물병원은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어린이병원은 우

리나라의 사례보다도 더 총천연색을 사용하여 화려한 색감을 보여주며 어린아

이들이 만지고 놀 수 있는 조형물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데 반해 동물병원의 

경우에는 주로 한 가지 포인트 색상만으로 사용하였으며 어린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 요소는 눈에 띄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현대적이며 미니멀한 디자

인으로 성인 고객들의 취향에 맞춘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동물병

원은 끌어들이고자 하는 고객이 누구인지, 다시 말해 병원을 선택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 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또한 동물병원이 인

간에 비하여 시각은 약하고 후각이나 청각이 뛰어난 동물들을 대상으로 함을 

생각해볼 때 공감각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동물병원으로서의 아

이덴티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국내외 동물병원의 브랜드 디자인 사례 분석

  시장 환경에서 브랜드 가독성과 선택, 해당 브랜드를 이용하면서 느끼게 되

는 감성적 효율성 등은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기본적

인 요소이다. 시각적인 요소에 크게 영향을 받는 브랜드 인지는 순간적으로 강

렬하게 인지되고 이러한 인지가 누적되며 장기기억 영역으로 넘어갈 때, 브랜

드 로고와 브랜드 선택 및 이용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로고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다.

  브랜드 로고의 인지를 위해 순간 가독성 - 구체적으로 전달성과 판독성 - 을 

높이는 방향으로 구성해야 하고, 단순화, 그룹 짓기, 대칭과 비대칭적 안정성, 

그리고 의미와 은유를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로고타이프의 경우 글자의 형태가 읽혀지는 의미에 따라 그 의미가 기업의 

이미지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로고타이프의 색 통, 형태, 자간, 주변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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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 등 모든 것이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각 요소가 통합적으로 연결

되어 통사적 의미를 만들어 내고, 이를 이용자가 판독함으로써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61) 

  병원에서도 경쟁이 심화되고 대형화, 체인화 함에 따라 진료 측면에서 전통

과 권위 이외에 그 이상의 서비스를 드러내며 다른 병원들과 차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CI를 도입하게 되었고, 병원의 CI라는 점에서 HI(Hospital Identity)

라 일컬어지고 있다. HI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사람62)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서 휴머니티, 따뜻함 등의 이미지를 반영하게 된다.63) 

  본고에서는 현재 국내외 동물병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로고들을 분석하여 어

떤 이미지를 구현하고 의미를 만들어 이용자들에게 전하려 하는지를 살펴보고

자 했다. 이에 로고의 시각적 요소는 포지셔닝 맵을 통한 이미지 분석 방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로고의 시각적 요소에 대해 이용자들이 어떻게 이미지

를 해석하여 받아들이고 있는지 몇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2차원 평면의 사분

위 평면 위에 제시하는 방법이다. 분석 대상으로 삼은 동물병원 브랜드들은 7

개 동물병원으로서 '몰리스 펫 샵', '닥터 아이펫', '닥터 펫', '백산동물병원

', '이리온 동물병원', '프란다스 동물병원', '청담우리동물병원'과 해외 2개

의 동물병원 'Pikesvill animal hospital', 'UF small aminal hospital'의 동

물병원 브랜드이다.

1) 브랜드 로고 분석

  동물병원 브랜드의 로고를 가독성 측면과 감성 전달 측면으로 구분하여 논의

하여 보도록 하자. 국내 동물병원과 해외 동물병원의 로고를 살펴보면, 먼저 

해외 동물병원의 경우 로고 타입만 브랜드 로고를 구성하여 귀여움이나 부드러

운 분위기를 전달하기 보다는 진료 기술적 측면에서 전문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61) 김거수(2012). 로고타이프 알파벳의 일부 변형으로 인한 아이덴티티 디자인 판독성 증감에 관한 연구. 

조형미디어학, vol. 15 No.1. p.5

62) 동물병원이라 하더라도 환자인 동물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점

에서 사람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63) 조영제 외, 디자인사전, 안그라픽스, 2000.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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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낌이 강하다. 캐릭터를 이용한 브랜드 로고에 비해 딱딱한 느낌이 강하게 나

타나며, 텍스트로만 이루어져 가독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는 것이

다.

  해외 동물병원들의 건조한 느낌에 비하여 국내 동물병원 브랜드 로고의 경우

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여 왔다. 텍스트 기반으로 구성된 브랜드 로고는 물론

이거니와 캐릭터 등을 도입하여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자 의도한 브랜드들도 있

었다. 먼저 텍스트 기반의 로고를 가진 동물병원 브랜드는 '청담우리동물병원'

을 들 수 있다. 해외 동물병원과 유사하게 텍스트 기반이며 다만 차이가 있다

면, 청담과 우리의 영문 표기 머릿글자인 'C'와 'W'를 합쳐 CW 로고에서 C 위

에 귀를 달아 고양이의 형태로 보이게 하여 해외 동물병원들보다 덜 딱딱해 보

이게 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닥터 펫'이나 '프란다스동물병원'의 경우도 텍스

트 베이스에 병원을 상징하는 십자가와 동물의 형상을 넣는 정도로 이미지를 

부드럽게 하고자 의도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해외 동물병원들의 경우처럼 

전문성을 크게 드러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귀엽고 따뜻한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도 아니어서 브랜드 로고로서 통일된 이미지를 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이리온 동물병원'은 사람과 개가 손을 잡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폰트 

역시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것을 사용하였다. '몰리스 펫 샵'의 경우도 강아지

가 중심에 있고 몰리스라는 영문 폰트 역시 세련됨을 전달하고 있다. '아이펫'

이라는 동물병원 및 사료 등 종합서비스 브랜드의 서브 브랜드인 '닥터 아이펫

' 브랜드는 강아지가 의사로 분하여 청진기를 매고 있는 캐릭터를 내세움으로

써 자연스레 동물병원임을 나타냄과 동시에 귀엽고 부드러운 느낌을 전달하고 

있다. '백산동물병원'의 로고는 고양이를 로고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다른 동물

병원과 달리 고양이 전문 동물병원이라는 특성을 제대로 나타내고 있다. 각각

의 동물병원 브랜드 로고에 대한 자세한 이미지 포지셔닝은 아래 그림에 자세

히 제시하였다.



- 47 -

          [그림 19] 동물병원 브랜드 로고 포지셔닝 분석

2) 브랜드 색상 분석

  동물병원 브랜드를 색상 측면에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감성을 중심으로 색상

의 명암, 냉온을 축으로 포지셔닝하여 분석해보았다. 먼저 해외 동물병원의 경

우 'Pikesvill 동물병원'은 하얀 바탕에 빨간색을 사용하여 밝고 강렬한 이미

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 색상 구성은 브랜드 로고 이외에도 병원 건물에서도 

동일하게 표현되어 브랜드의 일관성을 나타내었다. 'UF samll 동물병원'은 플

로리다 대학교의 색상을 그대로 이용하여 파란색을 내세워 병원 및 동물병원의 

통일성을 이루고자 했다. 이는 일반 종합병원과 동물병원의 진료기술의 우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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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전달하고자 하는 전략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전문성을 전달하는 데 효

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국내 동물병원의 브랜드 로고 색상은 전반적으로 따뜻한 톤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따뜻한 톤의 색상을 이용하고, 파스텔 톤을 이용하여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있으며, 차가운 톤을 이용한 경우는 '백산동물병원'과 '

청담우리동물병원'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국내 동물병원들의 브랜드 

색상이 위와 같은 경향을 보인다고 해서 따뜻하고 밝은 톤이 동물병원이 지향

해야 할 브랜드 색상이라 할 수는 없다. 해당 동물병원의 브랜드 이미지와 병

원이 지향하는 바, 그리고 건물 내외부 등 동물병원이 추구하는 것과 일관성을 

지니고, 그것을 제대로 표현하고 이용자들에게 표현하는 바가 효과적으로 전달

될 수 있어야지 만이 비로소 적절한 브랜드 로고이며 브랜드 색상의 구현이라 

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동물병원의 브랜드 로고와 색상은 여러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

다. 해당 동물병원이 지향하는 바를 잘 나타내고 다른 동물병원과 차별화를 둘 

수 있어야 하며 이 모든 것들이 병원 전체를 통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국내외 동물병원의 브랜드 색상에 대한 감성 이미지 포지셔닝에 

대해서는 아래에 자세히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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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0] 동물병원 브랜드 색상 포지셔닝 분석

3) 브랜드 캐릭터 분석

  동물병원 브랜드 디자인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흔히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캐릭터이다. 분석대상으로 삼은 동물병원 브랜드들 가운데에서도 캐릭터를 이

용하고 있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는데, '몰리스 펫 샵', '닥터 아이펫', '백산

동물병원', '이리온 동물병원' 등이 그 예이다. 그 외에는 일반적인 형태로서 

동물과 진료의 의미를 지닌 십자가를 매칭한 로고,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브랜

드 디자인이 전부였다. 캐릭터를 이용하고 있는 동물병원 브랜드들을 세부적으

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캐릭터를 이용하고 있는 브랜드들의 캐릭터 로고를 살펴보면, 동물병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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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동물을 형상화하여 중심에 제시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으나 세부

적인 표현 측면에서 차이가 있었다. '닥터 아이펫'의 경우 강아지의 머리를 내

세워 귀엽게 표현함과 동시에 의인화시켜 동물 의사의 캐릭터를 만들어냈다. '

몰리스 펫 샵'은 진료와 쇼핑, 놀이공간 등을 갖춘 종합동물병원답게 진료만을 

내세우기보다는 종합쇼핑몰로서의 세련되고 깔끔한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예

쁜 옷을 입힌 강아지 캐릭터를 중심에 놓았다. 그리고 동시에 몰리스 펫 샵이

라는 타이포에도 신경을 써서 토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백산 동물병원'의 경우, 다른 동물병원과는 달리 고양이 전문병원이라는 특성

을 드러내기 위해 전면에 음각으로 고양이 캐릭터를 형상화하여 중심에 위치시

켰다. 이로써 다른 병원들이 주로 개를 중심에 놓는 것과 차별화하는 것이다. 

'이리온 동물병원'은 다른 동물병원의 동물 중심 구성과 달리 개와 사람이 함

께하고 있는 형상을 캐릭터로 제시하여 동물과의 교감, 따뜻함을 표현하고 있

다. 

 병원 캐릭터 내용

강아지를 의인화 하고 의사의 복장을 취하게 하여 

동물 + 의사의 의미를 손쉽게 표현

진료만이 아닌 종합서비스 제공 공간을 드러내기 위해

옷 입은 강아지 캐릭터를 세련되게 표현

고양이 전문병원으로서 특징을 드러내기 위해

하얀 음각으로 고양이 캐릭터를 전면에 배치

사람과 개가 손잡고 있는 캐릭터를 통해

동물과 사람과의 교감, 따뜻함을 표현

[표 1] 브랜드 캐릭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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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동물병원 캐릭터 포지셔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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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소비자 설문조사 및 분석

  1. 설문조사 개요

1) 소비자 설문조사 설계

  차별화된 종합동물병원의 브랜드디자인을 구축하기 위해 실제 동물병원을 이

용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기존 동물병원의 이미지를 파악하고, 동물병원에 

대해 원하는 브랜드 디자인 요소들을 도출하기 위해 소비자 조사를 실시하였

다. 

  소비자 조사는 수도권과 광주 지역의 대학교 학부와 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

로 실시하였다. 대상자들은 동물을 키워본 경험이 있는 이들로 한정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3년 11월 15일에서 22일까지이다. 총 12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

여 110부를 회수하였고, 그 가운데 동물을 키워본 경험이 없는 응답을 제외하

고 총 100부의 설문지를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지료의 분석은 색채 이미지를 도출하기 위해 의미분별척도(Semantic 

Different Mehtod; SD척도)를 이용하여 이미지 형용사를 얻고자 하였다. 디자

인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로부터 색채 이미지에 관한 형용사를 다양하게 제시

하도록 하여 추출하였고, 연구자와 대학원생과의 토론을 통해 유사표현의 제거 

및 정제화 작업을 거쳐 최종 15개 쌍의 이미지 형용사를 도출하였다. 의미분별

척도법은 대상과 관련된 다양한 형용사를 제시하고 반대편에 제시된 것과 반대

되는 형용사를 배치하여 응답자로 하여금 양극 사이에 5점 혹은 7점의 척도로 

구분된 곳 중 가장 가깝다고 느끼는 값을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조사대상

자들의 응답을 통해 얻은 결과는 항목별 평균값을 이용하여 파악할 수 있다. 

  조사내용은 크게 동물병원 이용 경험, 선호하는 색상, 기대하는 동물병원의 

이미지, 이용자 감성과 색채의 영향으로 크게 구분 지을 수 있다. 조사를 통해 

기존 동물병원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미지를 살피어 문제점을 파악하고, 새로

이 만들고자 하는 동물병원에는 기존의 동물병원과 차별화 할 수 있도록 테마, 

색상, 이미지 등을 반영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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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설문 내용 비고

조사 대상자 

성별 선다형

나이(만) 자기기입

키워본 동물 자기기입

키운 기간 자기기입

동물병원 이용경험

동물병원 가본 횟수(년 평균) 자기기입

동물병원 가본 횟수(총 횟수) 자기기입

가본 동물병원 수 자기기입

경험한 동물병원 이미지 자기기입

선호하는 색상 선호하는 색상 선다형

선호하는 로고 선호하는 동물병원 로고(색상포함) 선다형

바라는 동물병원 

이미지

바라는 동물병원 이미지 7점척도

바라는 동물병원 테마 선다형

병원 색상과 이용자 영향 5점척도

공간에 대한 색채 

이미지 선호도

바라는 로비와 휴게실 색채 7점척도

바라는 진료실과 병실 색채 7점척도

[표 2] 설문의 구성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동물을 키워보고 동물병원을 가본 경험과 이를 토대로 앞으로 바라는 동물병

원 이미지에 관한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 

100명 중 무응답 10명을 제외한 90명 가운데 남성보다 여성 응답자의 비율이 

더 높았고, 응답자들의 연령대는 만 18세에서 23세 사이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자세한 응답자 특성은 아래의 표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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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빈도(명) 비율(%)

성별
남 25 25.0 

여 65 65.0 

연령
만18-23세 86 86.0 

만24세 이상 4 4.0 

소계 90 90.0 

무응답 10 10.0 

총계 100 100.00 

[표 3] 응답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사대상자들이 지금까지 키워본 경험이 있는 동물은 어떤 종류인지 질문하

여 응답을 얻은 결과 개(혹은 강아지)가 약 4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햄스

터(17.9%), 고양이(12%), 금붕어(혹은 물고기)와 토끼(9.4%)의 순으로 나타났

다. 개와 고양이 사육 경험비율이 높았고, 햄스터의 사육 경험 비율도 높은 것

으로 나타나 애완동물을 사육하는 범주가 다양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빈도 비율(%)

개 46 39.3%

거북 7 6.0%

고양이 14 12.0%

금붕어 11 9.4%

병아리 5 4.3%

토끼 11 9.4%

햄스터 21 17.9%

다람쥐 1 .9%

새 1 .9%

　계 117 100

[표 4] 키워본 동물의 종류(중복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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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대상자들에게 동물병원을 한 군데 이상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

하였다. 응답자들 가운데 2/3 가량이 한 군데만을 이용한 것으로 응답하였고, 

2군데를 다녔다는 응답이 21.1%, 3군데는 7.9%, 5군데가 2.6%로 나타났다.

  동물병원을 두 군데 이상 다녔다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유를 추가적으로 질문한 결과, '거리가 멀거나', '이사' 등의 이유로(57%) 

바꾸게 된 이유가 가장 많았고, '병원 분위기'나 '치료방법' 등이 더 좋은 곳

을 찾아 다른 곳을 찾았다는 응답이 29%로 뒤를 이었다. 그 외에 휴일이나 야

간에 '문이 닫혀서'(7%)와 '시설부실'(7%)을 이유로 다른 동물병원을 찾았다는 

응답을 얻을 수 있었다. 

57%29%

7%

7%

거리

더좋은 곳

문이 닫혀서

시설부실

[그림 22] 두 군데 이상의 동물병원을 가게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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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사결과 및 분석

1) 동물병원을 이용하면서 형성된 이미지

  그동안 동물병원을 이용하면서 해당 동물병원에 대해 어떠한 이미지를 형성

하게 되었는지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 가운데 17명이 응답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응답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대답은 '깔끔하다'였으며 '동

물을 위하는 곳', '친절하다'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동물병원에 대해 형성

한 이미지에 대한 다양한 응답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긍정적인 것으로는 귀여

운 인테리어, 밝은 인테리어, 안정감 등을 꼽을 수 있었다. 반면 부정적인 이

미지에 관한 응답은 긍정적인 이미지보다 다소 구체적으로 나타났는데 공간 디

자인 측면의 응답으로 답답하다, 딱딱하다, 어둡다와 같은 이미지가 동물병원

에 대해 구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동네병원(촌스러움을 내포), 바쁘

다, 비싸다, 사랑과 애정으로 돌보는 느낌이 없다, 시끄럽다 등과 같이 시각적 

요소 외에 청각적 요소, 복합적 요소를 통해서도 동물병원에 대한 이미지를 형

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조사된 동물병원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는 향후 동물병원 디자인 

전략을 구축하는데 참고로 하되, 부정적 이미지는 문제점으로 받아들여 개선점

을 찾아 반영토록 할 수 있을 것이다.



- 57 -

 빈도 비율(%)

귀여운 인테리어 1 5.9

깔끔하다 6 35.3

다른세계 1 5.9

답답하다 1 5.9

동네병원 1 5.9

동물 위한다 2 11.8

동물 파는 곳 1 5.9

딱딱하다 1 5.9

바쁘다 1 5.9

밝은 인테리어 1 5.9

비싸다 1 5.9

사랑과 애정으로 돌보는 느낌없음 1 5.9

시끄럽다 1 5.9

안정감 1 5.9

어둡다 1 5.9

잘된다 1 5.9

친절하다 4 23.5

　계 17 100

[표 5] 동물병원 방문경험을 통해 형성된 이미지

2) 선호하는 색상

  다음은 조사 대상자들에게 선호하는 색상은 어떤 것인지 질문하였다. 이를 

위하여 선호 색상 선택지는 빨주노초파남보를 기본으로 옅은 색과 짙은 색의 

구분을 두어 각 색상별 3단계로 나눈 후 제시하여 21개의 보기를 만들고, 추가

로 흰색, 회색, 검정과 같은 무채색을 추가하여 총 24개의 보기와 기타 항목

(직접 기입)을 제시한 후, 선호하는 색상 2가지를 고르도록 하여 결과를 얻었

다. 

  응답자들은 검정과 흰색과 같은 무채색과 빨강, 파랑과 같은 강렬한 색상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180개의 응답 가운데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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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11.1%, 빨강 10.0%, 파랑 9.4%, 흰색 8.3%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짙은 

노랑이나 짙은 보라에 대한 선호도(각각 0.6%)는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이밖

의 응답자들은 각각의 보기로 제시한 색상에 대해 보편적으로 고른 선호를 나

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응답자들의 선호하는 색상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통해 자세히 제시한다.

 색상 빈도 비율(%)

옅은 빨강 2 1.1%
빨강 18 10.0%

진한 빨강 3 1.7%
옅은 주황 5 2.8%

주황 9 5.0%
짙은 주황 3 1.7%
옅은 노랑 3 1.7%

노랑 6 3.3%
짙은 노랑 1 .6%
옅은 초록 5 2.8%

초록 10 5.6%
짙은 초록 4 2.2%
옅은 파랑 13 7.2%

파랑 17 9.4%
짙은 파랑 3 1.7%
옅은 남색 2 1.1%

남색 11 6.1%
짙은 남색 7 3.9%
옅은 보라 5 2.8%

보라 5 2.8%
짙은 보라 1 .6%

흰색 15 8.3%
회색 12 6.7%
검정 20 11.1%
　계 180 100

[표 6] 선호하는 색상(중복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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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호하는 동물병원의 브랜드 로고(형태와 색상)

  이 과정에서는 조사 대상자들에게 앞서 논의한 동물병원의 로고들을 제시하

고 어떤 것을 가장 선호하는지 선택하도록 하였다. 브랜드 로고라고 하는 것은 

그 형태뿐만 아니라 색상도 포함되는 결과이기에 형태와 색상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로 간주하여 선호도를 파악하고자 했다. 그 결과 응답자들은 '닥터 아이펫

' 로고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대상자 100명 가운데 23명

(25.3%)가 '닥터 아이펫' 로고를, 다음으로 20명의 응답자(22.0%)가 '몰리스 

펫 샵'의 로고를, 그리고 19명(20.9%)가 '백산 동물병원'의 로고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프란다스 동물병원'(5.5%)이나 '청담우리동물병원

'(5.5%)의 브랜드 로고에 대해서는 다른 브랜드 로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호

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로부터 높은 선호도를 나타낸 동물병원의 브랜드 로고들과 그

렇지 않은 브랜드 로고들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높은 선호도를 나타낸 브랜드 

로고들은 동물을 형상화한 캐릭터를 중심에 놓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

한 색상 측면에서 특징을 찾자면, 응답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 로고에 사

용된 색상의 경우 따뜻한 톤을 띠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동물병원 브랜드 로고의 경우 무채색이거나 탁한 색상, 그리고 

시각적으로 부담을 주는 색상 대비를 이루고 있었다. 

  해당 응답 결과를 통하여 동물병원이 지향하려는 이미지에 따라 브랜드 로고

를 만들어 이용자들에게 제시하였을 때, 이 중 일반적인 이용자들에게 선호되

는 로고 이미지의 형태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색상의 형태는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었다. 자세한 동물병원 로고에 대한 선호도 결과는 아래에 

자세히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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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도 비율(%)

23 25.3

20 22.0

19 20.9

13 14.3

6 6.6

5 5.5

5 5.5

　계 91 100

[표 7] 선호하는 동물병원 로고(91명 응답, 9명 무응답)

4) 동물병원에 바라는 이미지

  조사 대상자들에게 기존의 동물병원을 이용하며 느낀 경험을 토대로 향후 새

로운 동물병원이 생긴다고 가정할 때, 어떤 이미지를 가졌으면 좋겠는지 질문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미지 형용사 15개를 의미분별척도법을 이용하여 제시하

여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쪽에 표시하게 하였다. 응답자들은 새로 생길 동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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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이미지에 대해서 밝고, 개방적이고 친근하고 따뜻한 이미지를 적극(6점 

이상)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볍고 정돈되고 현대적이며 곡선적이면

서 자연적인 그리고 단순한 이미지의 동물병원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새로 생

기는 동물병원에 바라는 이미지에 대한 자세한 결과는 아래에 제시하였다.

[그림 23] 새로 생기는 동물병원에 바라는 이미지

5) 동물병원에 바라는 테마

  이 조사는 조사 대상자들에게 새로 동물병원이 생긴다고 가정했을 때, 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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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병원은 어떤 테마로 구성되길 바라는가에 대하여 질문한 것이다. 해당 질문

과 그리하여 얻은 응답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응답자들에게 12개의 테마를 제시

하여 그 가운데 2가지 중복응답을 허용하여 고르게 하였다. 그 결과 자연이 가

장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고, 동물과 놀이공간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숲과 활

력을 테마로 한 동물병원 구성에 대한 선호도 상당히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동물병원의 디자인을 구성할 때 비중있게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응답자들의 테마 선호에 대한 자세한 결과는 아래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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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새로 생기는 동물병원의 테마 선호도

6) 동물병원 로비와 휴게실에 대한 색채 이미지 형용사의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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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대상자들에게 동물병원의 공간을 세분화하여 로비와 휴게실을 어떤 색채 

이미지로 구성했으면 좋은지 질문하여 응답을 얻었다. 그 결과, 응답자들은 로

비와 휴게실의 경우 수수하고 점잖고 부드럽고 연하고 따뜻한 이미지로 구성되

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적이거나 차분하거나 하는 이미지에서는 약간 

활동적인 것으로 나타나 안정적인 공간이면서도 너무 차분한 것은 바라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의미분별척도법에 따른 색채 이미지 형용사 선호도 결과는 

아래에 제시하였다. 

[그림 25] 동물병원 로비와 휴게실에 대한 색채 이미지 형용사 선호도

7) 동물병원 진료실과 병실에 대한 색채 이미지 형용사의 선호도

  조사 대상자들에게 동물병원의 공간을 세분화하여 진료실과 병실에 대해 어

떤 색채 이미지로 구성했으면 좋은지 질문하여 응답을 얻었다. 동물병원의 진

료실과 병실의 경우 로비나 휴게실과 유사하게, 응답자들은 수수하고 점잖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차분하고 연한 이미지로 구성되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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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활동적이거나 차분한 이미지에서도 차분한 이미지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

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진료실이나 병실은 휴게실이나 로비와 달리 안정적인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의미분별척도법에 따른 색채 

이미지 형용사 선호도 결과는 아래에 제시하였다. 

[그림 26] 동물병원 진료실과 병실에 대한 색채 이미지 형용사 선호도

 3. 분석결과

  여기서는 동물병원 이용경험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대상자들에게 동물병원에 대한 이용경험과 그에 따라 형성된 이미지를 파

악하면서 더불어 국내 유명 동물병원들의 로고를 제시하여 그 선호도를 파악하

였다. 또한 동물병원이 새로 생기는 것을 가정하여 어떤 이미지의 동물병원을 

바라는지 살펴보았고, 동물병원의 테마, 그리고 공간을 세분화하여 진료실과 

병실에 대해 바라는 이미지를 도출하고자 했다.

  그 결과 동물병원은 깔끔하고 동물을 위하며 친절한 곳이라는 인상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병원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것과 상관없이 응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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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선호하는 색상에 대해 살펴본 결과 검정, 빨강, 파랑, 흰색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동물병원 이용자 개개인이 선호하는 색상과 동물병원에 반영되었

으면 하는 색상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동물

병원 로고들을 제시하여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조사한 결과, 부드럽고 따뜻하

며 깔끔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더불어 동물 캐릭터가 주가 되는 로고를 선호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텍스트 위주의 로고, 어두운 무채색의 로고, 캐릭

터와 타이포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로고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병원이 생긴다고 가정할 때, 희망하는 이미지는 밝고 개방적이고 친근하

고 따뜻한 것이었다. 그리고 가벼우면서 정돈되고 현대적이면서 곡선적인 그리

고 단순한 이미지의 동물병원으로 인식하기를 바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질

적으로 동물병원 이미지 구성에 반영하기 위해 어떤 테마로 꾸며지길 바라는지

에 대한 질문도 추가로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자연과 동물, 놀이공간과 같은 

테마로 동물병원이 구성되길 바라고 있었음을 보았다. 

  공간을 구분하여 로비와 휴게실, 진료실과 병실로 구분하여 응답자들이 선호

하는 색채 이미지를 살펴본 결과 수수하고 점잖으며 부드러우면서도 연하고 따

뜻한 이미지를 원하고 있었다. 진료실과 병실의 경우도 로비와 휴게실과 비슷

하였으나 상대적으로 더욱 차분한 공간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파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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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Ⅳ 장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 1 절  문제점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이와 관련 산업이 성장하게 되었고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동물병원 역시 그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다. 수많은 동물

병원이 생기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동물병원들은 점차 대형화, 프랜차이즈화 되

었다. 이에 점차 동물병원들 사이에서도 다른 병원들과 차별화를 주기 위하여 

브랜드를 내세우고 이를 위한 디자인 전략에 힘을 쏟게 되었다. 기존에 행해졌

던 진료 측면에서의 우위만을 내세워서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에 직

면했기 때문이다. 진료 측면 이외의 서비스 측면에서의 우위, 그리고 이 모두

를 망라한 병원 자체의 브랜드 전략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브랜드를 차별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소비자들의 기억 속에 어떠한 이미지로

서 형성되어 장기간 해당 브랜드의 호불호를 결정짓고 그것이 유지된다고 보았

을 때에, 이러한 방법은 이미 경쟁이 심화된 시장에서의 생존 및 활성화 전략

으로 고려해볼 만하다. 실제로 동물병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

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동물병원을 두 곳 이상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

들의 이유를 살펴본 바, 상당수가 거리를 이유로 들고 있어 주변에 많은 동물

병원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더 좋은 곳을 

찾기 위해라는 응답이 그 다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진료 및 서비스 

측면에서의 평가가 동물병원 이용자들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

었다. 

  브랜드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한 번 형성된 브랜드 이미지는 오래도록 지속된다. 따라서 동물병원은 이용자

들에게 진료를 잘하는, 서비스가 좋은, 친근한 등과 같은 브랜드 이미지를 구

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게 되는 첫 번째 단계는 시각적 이미지에 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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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부분이다. 이에 동물병원의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위한 로고, 테마, 색

상, 캐릭터 등에 대해 주목하게 된다. 그러나 기존의 동물병원 로고들을 살펴

보면 소비자 조사에서 그리 선호하지 않는 형태의 디자인으로 구성한 경우도 

없지 않았다.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따뜻하고 부드러우면서도 깔끔

한 이미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기존 동물병원의 브랜드 로고 

등을 살펴보면 딱딱하고 어두우면서 답답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향후 동물병원의 브랜드 디자인을 하는 과정에서는 소비자 선

호 및 기존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 여부를 통해 나타난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

다. 

제 2 절  개선방안

  앞서 살펴본 이론적 배경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도

출한 문제점 및 대안을 참고하여 동물병원의 브랜드 디자인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먼저 브랜드 디자인은 여러 측면에서 구축되는 것이지만, 시

각적인 측면을 가장 먼저 접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먼저 로고를 살펴볼 

수 있다.

  로고 디자인은 동물병원 이용 경험자들의 응답을 고려할 때, 주로 동물 캐릭

터를 선정하는 것이 동물병원의 특성을 잘 드러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포근

하고 따뜻한 이미지의 전달이 가능하다. 동물 캐릭터를 이용할 경우에도 이들

을 귀엽게 만들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이미지를 구성하는 방향과 이와 다르게 

동물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동물이 중심이 아닌 전체 로고 속의 한 부분으로

서 존재하며 세련된 타이포와 함께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구성하는 방향도 가능

하다. 

  각각의 방향은 동물병원이 지향하려는 바에 따라 다르게 표현될 수 있을 것

이다. 로고 및 캐릭터의 색상 구성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이용자들의 선호가 

높은 색상들 가운데 검정, 흰색 등 무채색 계열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너무 

차갑고 무거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빨간색 계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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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너무 강렬하여 동물 환자 및 보호자를 안정되게 하고 차분하게 만드는 목적

과 대치되기에 피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면 

흰색 등 다른 색과의 조화를 통해 병원이 갖춰야 할 이미지를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용해야 할 것이다.

  동물병원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에서 앞서 제시한 색상들 다음으

로 높은 선호도를 나타난 색은 파란색 계열이다. 주의하여야 할 것은 이 계열 

색을 이용할 경우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 파스텔 톤을 제시하여 

기본적으로 파란색이 가지고 있는 차가움을 상당부분 상쇄시키고자 하는 노력

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또한 빨간색 계열을 사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파란색 계

열 이외에 흰 색의 상당 부분 활용한다면 보다 깨끗하고 깔끔하며 단정한 이미

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표현도 가능할 것이다. 

  브랜드 로고의 형태는 색상의 선택과 연관 지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톤이 낮

은 색상을 이용할 경우 직선이 살아있는 사각형을 기본 틀로 하는 것도 가능하

다. 하지만 원색에 가까운 색상을 이용할 경우에는 곡선을 살리는 방향으로 기

본 틀을 구성하여 강렬함을 상쇄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동물병원으로서 동물이 중심이 되는 한편, 사람과 동물이 함께 하는 이

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동물과 사람을 함께 내세울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로

고와 캐릭터를 통해서 동물병원이라는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고 더불

어 '동물과 사람이 함께' 라는 가치를 반영하게 하여 이 이미지를 통하여 병원 

이용자들에게 의미를 전달하기 용이하여 질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종합동물병원으로서 진료의 측면 이외에 사료 판매나 미용 등 종합서

비스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물과 진료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새로운 이미지를 구현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동물 캐릭터

를 내세우는 것 외에 전체적으로 세련된 이미지를 구축하여 병원이, 진료뿐만 

아니라 동물을 위한 공간이라는 점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러한 

디자인을 통해 종합동물병원으로서 다각도의 서비스를 할 때 중심이 되는 브랜

드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브랜드 로고와 캐릭터 디자인 이외에 울림 동물병원 브랜드의 서체 역시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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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 로고 및 캐릭터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구성하였다. 서체는 캐릭터, 

로고와 '따로 또 같이'라는 표현처럼 로고, 캐릭터를 강조할 수 있도록 차이를 

둠과 동시에 전체적인 차원에서 조화를 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예

를 들어 파란 색 계열을 이용하여 서체로 해당 동물병원의 지향점을 강조하였

다면, 다른 부분에는 검정색과 회색을 이용하여 최대한 단순함과 단정함을 드

러내고자 의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기존 동물병원 로고 디자인에서도 '몰리스 펫 샵'이나 '백산 동물병원' 등과 

같이 깔끔한 이미지를 유지하고 로고 및 캐릭터 디자인과 연계성을 지닌 서체 

디자인이 좋은 평가를 받은 점을 고려하여 본다면 서체를 구성할 때도 다각도

의 고려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점들은 동물병원의 브랜드 이미지를 시각화하

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디자인 기획 단계부터 최종 

표현까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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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Ⅴ 장  결 론

  동물병원의 시장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동물병원들은 기

존의 진료만 하던 패턴에서 벗어나 미용 및 애완동물 분양, 사료 및 소품 판매

까지 취급하는 종합병원의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동물병원의 변화는 

점차 대형화, 프랜차이즈 병원을 등장시켜 브랜드를 내세우는 것으로 흐르고 

있으며, 이로써 소비자들에게 각인되려는 전략을 펼치는 상황이다. 동물병원의 

진료 및 새로운 기기 도입의 특장점을 내세우는 것을 넘어 브랜드를 드러내고 

그와 같은 과정에서 다른 종합동물병원과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브랜드를 차별화하기 위한 일차적 방법으로는 브랜드의 콘셉트를 내세우고 

브랜드 스토리와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며 기존의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이 있다. 종합동물병원으로서 브랜드 차별화를 위한 이미지 구축의 방법은, 

병원에서 추구하는 바를 명확히 밝혀 브랜드 이미지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동물병원 소비자들은 의미를 해석하고 받아들이게 된다. 동물병원의 색

상, 테마 등 물리적 환경이 나타내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테마 구성, 그에 걸맞

은 로고, 색상 등에 영향을 받아 해당 병원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긍정적으로 형성된 브랜드 이미지는 동물병원에 대하여 병원 자

체와 의료 서비스에 대해 좋은 평가를 이끌어내고 지속적으로 재방문의 의도를 

갖게 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

  본고에서의 브랜드 이미지 분석의 과정을 통하여 기존의 방식에 따라 진료에 

대한 자신감과 전통 혹은 권위에 대한 자신감 등만을 중요시 하여 브랜드 이미

지 구축에 소홀한 경우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안일한 태도는 향후 경

쟁이 극심해지는 동물병원 시장에서 어느 순간 뒤처지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

려하여야 한다.

  또한 새롭게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종합동물병원의 경우에는 브랜

드 이미지 구축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당연하다. 그 가운데서

도 중요시해야 할 것은 소비자가 브랜드 이미지로서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시

각적 이미지이다. 때문에 어떠한 이미지를 바라고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 경험



해온 동물병원들에서 형성된 나쁜 이미지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

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이건 동물이건 병원을 찾아오는 순간은 불안한 마음이 들기 마련이다. 

단순히 예쁘게 장식하는 것이 그칠 것이 아니라, 동물병원이 동물과 그리고 그 

보호자의 마음을 보듬어줄 수 있는 공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브랜드 

이미지라는 것은 시각적 측면에서 로고나 캐릭터에 의해 가장 먼저 인식된다. 

하지만 이 외에 동물병원 전체에서 풍기는 이미지를 통해서도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병원 및 동물병원의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위한 기획단계에서부터 통합적인 디자이너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초기 기획 단

계부터 디자인 측면의 논의가 함께 진행되어야 비로소 통합적 브랜드 디자인 

전략을 효과적으로 구현해낼 수 있을 것이다. 브랜드 디자인 전략에 있어서 초

기 논의 단계부터 참여하여 충분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구현하고자 하는 브

랜드 이미지를 실질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각각의 동물병원마다 지향하는 바가 다를 것이다. 진료 측면에서 보자면, 무

엇보다 어려운 질환에 대한 수술과 같은 처치를 우선시하는 병원이 있을 수 있

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예방조치에 힘을 기울이는 곳도 있을 것이다. 한 편

으로는 토털 서비스를 지향하는 최근 추세에 맞추어 미용 등의 진료 외 서비스

를 중시하는 곳도 있을 수 있다. 이처럼 각 동물병원의 다양한 지향점을 잘 나

타내는 브랜드 디자인을 구축할 수 있다면 여타 병원의 브랜드들과 차별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디자인이 물질적 가치에서 정신적 가치로 이동하는 경향을 고려할 때, 

브랜드 디자인은 동물병원의 전반적인 면에 걸쳐 일관성을 지니고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동물병원의 디자인이 병원을 찾는 동물이

나 보호자, 더 나아가 병원의 의료진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더욱 세심한 디자인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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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종합동물병원의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위한 연구의 

기초자료를 작성하고자 동물병원 이용경험자들의 의견을 조사하

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본 설문지에서 응답하실 내용들은 맞고 틀리는 개념이 아니므로 

귀하의 감성이나 생각을 바탕으로 느끼신 바를 솔직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신 설문지는 연구를 위한 귀중한 자료가 될 것

이며, 답하신 내용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학문적인 연구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한 문항 한 문항 

주의 깊게 읽고, 빠짐없이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 본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3.  11.

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과정 

지도교수 김남훈

연구자 이춘화

(TEL : 010-4607-0838  /autodesk08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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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사 참가자 조사

 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________ 세

 3. 귀하가 키우신 경험이 있는 동물은?(복수 응답 가능) ____________________

 4. 귀하가 반려(애완)동물을 키우신 기간은? (여럿 함께 키운 경우 한 마리

로 계산)

    __________년 _________ 개월

II. 동물병원 이용 경험

5. 귀하께서 반려(애완)동물을 키우면서 매년 평균 동물병원을 몇 번 가보셨습

니까?  1년 평균________번

 6. 지금까지 동물병원을 가본 횟수는 대략 몇 번이십니까?  약 _______회

 7. 지금까지 몇 군데의 동물병원을 이용해보셨습니까?

 (2군데 이상이라 응답하신 분만)

 7-1. 하나 이상의 동물병원을 이용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 귀하께서 그동안 동물병원을 이용하면서 느낀 해당 동물병원의 이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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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II. 선호하는 색상

 9. 귀하께서 선호하시는 색상을 다음 보기 중 2가지만 골라 색상이름 옆에 표

시해주세요

옅은 빨강 빨강 짙은 빨강

옅은 주황 주황 짙은 주황

옅은 노랑 노랑 짙은 노랑

옅은 초록 초록 짙은 초록

옅은 파랑 파랑 짙은 파랑

옅은 남색 남색 짙은 남색

옅은 보라 보라 짙은 보라

흰색 회색 검정

기타

IV. 기대하는 동물병원 이미지

 10. 귀하께서 다음의 보기로 제시한 동물병원 브랜드 로고 가운데 형태와 색

상을 모두 고려하여 가장 선호하는 것을 한 가지만 골라주세요. 



- 79 -

 11. 귀하께서 이용해보신 동물병원의 이미지를 감안할 때, 앞으로 주변에 동

물병원이 새로이 생긴다면 어떤 이미지의 병원이 되었으면 하는지 아래 제시된 

형용사를 보시고 바라시는 쪽으로 표시하여 주세요 

형용사    매우그렇다   <--  보통  -->   매우그렇다 형용사

1 어두운    1    2    3    4    5    6    7 밝은

2 폐쇄적    1    2    3    4    5    6    7 개방적

3 무거운    1    2    3    4    5    6    7 가벼운

4 거리감 있는    1    2    3    4    5    6    7 친근한

5 차가운    1    2    3    4    5    6    7 따뜻한

6 자유로운    1    2    3    4    5    6    7 정돈된

7 일반적    1    2    3    4    5    6    7 개성적

8 고전적    1    2    3    4    5    6    7 현대적

9 검소한    1    2    3    4    5    6    7 호화로운

10 단조로운    1    2    3    4    5    6    7 변화가 풍부한

11 직선적인    1    2    3    4    5    6    7 곡선적인

12 인공적인    1    2    3    4    5    6    7 자연적인

13 차분한    1    2    3    4    5    6    7 활동적인

14 복잡한    1    2    3    4    5    6    7 단순한

15 수수한    1    2    3    4    5    6    7 화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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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용사 매우그렇다   <--  보통  -->   매우그렇다 형용사

1 화려한    1    2    3    4    5    6    7 수수한

2 귀여운    1    2    3    4    5    6    7 젊잖은

3 따뜻한    1    2    3    4    5    6    7 시원한

4 활동적인    1    2    3    4    5    6    7 차분한

5 딱딱한    1    2    3    4    5    6    7 부드러운

6 진한    1    2    3    4    5    6    7 연한

형용사 매우그렇다   <--  보통  -->   매우그렇다 형용사

1 화려한    1    2    3    4    5    6    7 수수한

12. 귀하께서 바라시는 동물병원의 테마는 다음 보기 중 어떤 것을 선호하십니

까? 2가지만 선택하여 적어주세요. ( 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 )

동물, 역사, 꽃, 놀이공간, 도서관, 궁전, 활력, 숲, 빛 자연, 동화, 미래, 기타

V. 이용자 감성과 색채의 영향

13. 귀하께서는 동물병원의 색채가 반려(애완)동물 및 보호자의 긴장 완화와 

두려움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__)

    ① 매우 그렇다

    ② 그저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14. 귀하께서 동물병원 로비와 휴게실이 어떤 느낌의 색채 이미지로 구성되었

으면 좋겠는지 원하는 색채 이미지 형용사를 골라주세요.

15. 귀하께서 동물병원 진료실과 병실이 어떤 느낌의 색채 이미지로 구성되었

으면 좋겠는지 원하는 색채 이미지 형용사를 골라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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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여운    1    2    3    4    5    6    7 젊잖은

3 따뜻한    1    2    3    4    5    6    7 시원한

4 활동적인    1    2    3    4    5    6    7 차분한

5 딱딱한    1    2    3    4    5    6    7 부드러운

6 진한    1    2    3    4    5    6    7 연한

마지막까지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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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시장 경쟁이 치열해진 동물병원은 기존의 진료만 하던 패턴에서 벗어나 

미용 및 애완동물 분양, 사료 및 소품 판매까지 취급하는 종합병원의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점차 대형화, 프랜차이즈 병원을 등장시켜 브랜

드를 내세우는 것으로 흐르고 있으며, 이로써 소비자들에게 각인되려는 전략을 

펼치는 상황이다. 동물병원의 진료 및 새로운 기기 도입의 특장점을 내세우는 

것을 넘어 브랜드를 드러내고 그 과정에서 다른 종합동물병원과의 차별화를 꾀

하고 있는 것이다.

  브랜드를 차별화하기 위한 일차적 방법으로는 브랜드의 콘셉트를 내세우고 

브랜드 스토리와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며 기존의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이 있다. 종합동물병원으로서 브랜드 차별화를 위한 이미지 구축의 방법은, 

병원에서 추구하는 바를 명확히 밝혀 브랜드 이미지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동물병원 소비자들은 의미를 해석하고 받아들이게 된다. 동물병원의 색

상, 테마 등 물리적 환경이 나타내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테마 구성, 그에 걸맞

은 로고, 색상 등에 영향을 받아 해당 병원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긍정적으로 형성된 브랜드 이미지는 동물병원에 대하여 병원 자

체와 의료 서비스에 대해 좋은 평가를 이끌어내고 지속적으로 재방문의 의도를 

갖게 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동물병원의 브랜드 차별화를 위한 디자인 전략에 초

점을 맞춘 연구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의료진이나 첨단 의료기기의 도입을 

통한 차별화, 종합서비스의 제공이라는 특징을 내세운 차별화 등을 살펴본 논

의들은 있으나, 병원을 이용하는 동물과 보호자 입장에서 병원을 들어설 때 느

끼는 이미지가 병원의 디자인 전략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는 주목하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사람들은 병원에 대한 이미지를 구축할 때, 시각, 촉각, 청각, 

후각 등과 같은 요소들 가운데 시각적 요소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수많은 동물병원들과 차별화 할 수 있는 브랜드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디자인 전략을 개발함에 그 연구목적을 둔다.

  본 논문에서는 종합동물병원의 브랜드 차별화를 위한 디자인 전략을 위해 색

상과 같은 시각적 이미지에 주목한다. 아울러 전반적인 동물병원 브랜드 아이

덴티티를 구축하기 위한 테마 선정에도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각각의 색채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더불어 병원 공간 전체를 관통하는 테마를 적용하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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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종합동물병원의 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문헌을 통한 이론적 고찰과 동물병원 브랜드디자인 분

석 및 소비자 조사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일련의 과정을 통해 도출한 문제

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제 종합동물병원의 디자인 개발을 다루었는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브랜드디자인에 대한 이해, 브랜드 차별화를 위한 디자인 전략, 그리

고 국내외 동물병원에 대한 제반 사항과 디자인 사례에 대하여 관련 문헌들을 

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이론적 고찰을 하였다.

  둘째, 동물병원 이용경험자들을 대상으로 동물병원을 이용하면서 경험한 이

미지와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바라는 이미지, 색채, 병원 공간별 색채 이미지 

등을 파악하여 디자인 개발에 활용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동물병원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반영하여 실제로 종합동

물병원의 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기존 동물병원 브랜드 이미지 분석의 결과, 진료에 대한 자신감과 전통 혹은 

권위에 대한 자신감 등만을 중요시 하여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소홀한 경우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안일한 태도는 점차 경쟁이 극심해지는 동물병원 

시장에서 어느 순간 뒤처지게 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새롭게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종합동물병원의 경우에는 브랜

드 이미지 구축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당연하다. 그 가운데서

도 중요시해야 할 것은 소비자가 브랜드 이미지로서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시

각적 이미지이다. 때문에 어떠한 이미지를 바라고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 경험

해온 동물병원들에서 형성된 나쁜 이미지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

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이건 동물이건 병원을 찾아오는 순간은 불안한 마음이 들기 마련이다. 

단순히 예쁘게 장식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동물병원이 동물과 그리고 그 

보호자의 마음을 보듬어줄 수 있는 공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브랜드 

이미지라는 것은 시각적 측면에서 로고나 캐릭터에 의해 가장 먼저 인식된다. 

하지만 이 외에 동물병원 전체에서 풍기는 이미지를 통해서도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병원 및 동물병원의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위한 기획단계에서부터 통합적인 디자이너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초기 기획 단

계부터 디자인 측면의 논의가 함께 진행되어야 비로소 통합적 브랜드 디자인 

전략을 효과적으로 구현해낼 수 있을 것이다. 브랜드 디자인 전략에 있어서 초

기 논의 단계부터 참여하여 충분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구현하고자 하는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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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 이미지를 실질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각각의 동물병원마다 지향하는 바가 다를 것이다. 진료 측면에서 보자면, 무

엇보다 어려운 질환에 대한 수술과 같은 처치를 우선시하는 병원이 있을 수 있

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예방조치에 힘을 기울이는 곳도 있을 것이다. 한 편

으로는 토털 서비스를 지향하는 최근 추세에 맞추어 미용 등의 진료 외 서비스

를 중시하는 곳도 있을 수 있다. 이처럼 각 동물병원의 다양한 지향점을 잘 나

타내는 브랜드 디자인을 구축할 수 있다면 여타 병원의 브랜드들과 차별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디자인이 물질적 가치에서 정신적 가치로 이동하는 경향을 고려할 때, 

브랜드 디자인은 동물병원의 전반적인 면에 걸쳐 일관성을 지니고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동물병원의 디자인이 병원을 찾는 동물이

나 보호자, 더 나아가 병원의 의료진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더욱 세심한 디자인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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