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REATIVE-D 부문(크리에이티브) 광고주 / 품목 LG U+ / U+ IoT제품 전문매장

과제명 - 30평형 LG U+ IoT전문매장 디자인 기획

시장상황

- 2015년과 2016년 CES(세계 최대 국제 가전박람회)의 Top Issue는 IoT.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물과 사물을 연결한다는
개념의 IoT는가전,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소비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상황
-여러 기관에서는 세계 IoT시장은 2022년까지연평균 21.8% 성장률을 보이며 1조2000억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이
라전망함.

타깃층/
구매패턴 등

- IoT서비스 및제품에 관심 많으며 구매력 있는 30~40대
-신기술에 쉽게 적응하며, 구매 비용에 크게 신경 쓰지않는 고객

인테리어 특징 / 
Line up

/
주요 USP 등

- IoT제품의 단순 진열이 아닌, 실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Solution 제공 /
지속적으로 신규 제품과 서비스 출시되어 쉽게 추가 적용할 수 있는 Solution 제공

-도어락, 도어뷰, 가스락, 스마트플러그, 스마트스위치, 로봇(LG전자 Rolling Bot), 로봇청소기, 냉장고, 세탁기,
TV, etc.

마케팅 상황
- 15년부터 지속적으로 마케팅 중이나 아직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는 상황
- 미래 성장 사업으로 각통신사 별, 지속적 투자 확대 중

기존 인테리어
전략

-현재, 각 U+가두점의 일부 공간 이용 집약적으로 서비스 진열 (매장 공간의 약 20% 할애)
-일부 홈전문점을 통해 IoT제품군과 IPTV연계하여 마케팅 강화진열 (매장 공간의 약 4~50% 할애)

해결과제
- 생소한 IoT 제품 및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아이디어 필요
- 실생활에 적용된 IoT 기술의 활용성이 강조된 아이디어 필요

담당자 연락처 -리테일솔루션2팀 차재섭 부장 02-705-3831



CREATIVE-D 부문(크리에이티브) 광고주 / 품목 LG전자 / LG SIGNATURE

과제명 - LG SIGNATURE 제품 통합 진열 및 개별 Display Rack Design 제안

시장상황
-現가전 유통 및 시장에서 중국 저가 제품의 성장과 침체된 가전 시장의 새로운 방향 전개
- LG전자 Premium 가전 제품 launching 에따른 Display Rack 개발

Creative Tone 
& 

Manner
- Intuitive(직관적인) / Charismatic(압도적인) / Artistic(감각적인) / Authentic(진정성있는)

Communication

- The Art of Essence
- TV(1개),냉장고(1개), 세탁기(2개), 공기청정기(1개) 제품 진열.
-전소비자 접점에서 일관된 표현 방식 유지
-제품 군간 Display communication 일관성 유지
- Color code : 제품과 Matching 될 수있도록, 군더기 없는 색상 적용
- Rack Material : 제품 본질 가치를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Raw material 적용

Image Map

담당자 연락처 -리테일솔루션1팀 이우정 차장 02-705-3866 / 010-5886-9247



CREATIVE-D 부문(크리에이티브) 광고주 / 품목 LG전자 / LG전자 BEST SHOP[베스트샵]

과제명 - 150~180평대(복층) LG전자 BEST SHOP(가두점) 인테리어 디자인 제안

시장상황 -現, 가전 유통 시장(오프라인)의 침체속에 ‘LG전자 베스트샵’만의 새로운 Retail Shop 방향 전개

C.I
(Corporate 
Identuty)

- 고객이 경험하는 LG는브랜드 Identity를통해 차별화된 가치와 동시에 일관된 모습으로 전달되어야 하며, S.I는이
러한 브랜드 Identity의MOT에있어 가장 중요한 제품, 서비스, 마케팅을 한 눈에 볼수 있는 BEST SHOP의
Identity를의미한다.

기존 인테리어전략

“Stress-free & Reliable”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가장 쉽고 빠르게 찾을 수있으며, LG전자제품의 Line-Up을한 눈에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곳으
로서, 전문성과 동시에 내 집과 같은 편안함과 고객에 대한 배려심이 느껴지는 공간 계획.
“제품이 돋보이고, 체험하기 편하며, 구매하고 싶은 매장”으로서 고객에게 최적의 구매 환경을 제공한다.

해결과제
- 국내 가전 유통 전문점으로써의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판매 공간 창출
- 경쟁사와 차별화되고 ‘LG전자 베스트샵’만의 아이덴티티를 구현
- 전체적으로 통일된 디자인과 더불어 제품별(ZONE) 특징을 부각

담당자 연락처 -리테일솔루션1팀 이주현 대리 02-705-3825 / 010-5169-1510



CREATIVE-D 부문(크리에이티브) 광고주 / 품목 ㈜하이프라자 / LG전자 BEST SHOP[베스트샵]

과제명 - LG전자 베스트샵 Exterior디자인 제안(건물 파사드, 간판)

시장상황 - 독립적인 Boundary를가지고 있는 경우가 더러 있으나, 경쟁사와 동일 상권에 입점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타깃층/
구매패턴 등

- LG전자, 하이프라자 광고주 및고객

건물 특징

-대지형태에 따라 건물 형태가 결정되고 있으며, 대로변에 위치하며 사거리 곡각지 선호
-건물의 노출도를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음

마케팅 상황 -경쟁사대비 Exterior에 신경을 더 쓰고 있으며, 공사비도 더 쓰고 있음.

기존 디자인
-옥탑부에 Cube 형태의 Dark Gray 복합판넬마감으로 고급화 및 노출도 극대화 추구
-간판에 LG고유의 Purple Red Back Paint Glass 사용

해결과제
- 경제적 Material을 활용한 모던 디자인 제안
- LG Purple Red 색상을 포인트로 사용한 디자인
- 시공성향상(공기절감), 유지관리 용이한 디자인

담당자 연락처 -리테일솔루션1팀 박정완 부장 02-705-3816 / 010-9151-1582



CREATIVE-D 부문(크리에이티브) 광고주 / 품목 LG전자 / LG전자 할인점 SHOP 

과제명 -할인점 內 LG전자 IT SHOP 30평대인테리어 및체험 집기 디자인 제안

시장상황 -現, 가전 유통 시장(오프라인)의 침체속에 ‘LG전자 IT SHOP ’만의 고객체험 매장이 필요한 상황

타깃층/
구매패턴 등

-할인점 방문 고객(이마트, 홈플러스, 하이마트, 전자랜드) 

기존 LG전자
IT SHOP 

해결과제

-할인점 혼합 브랜드 매장에서,  LG전자 IT Shop의브랜드 매장 경쟁력 강화 필요
(Shop Color : Main Color White, Point Color  LG Red ) 

-집기 디자인 개선 필요( IT제품, 모바일 )
- Zoning 및 고객 동선 개선(매장 내제품 체험 후 판매로 연결 ) 

담당자 연락처 -리테일솔루션1팀 이유미 사원 02-705-3867 / yumi0723@hsad.co.kr

이마트킨텍스점 LG전자 IT SHOP 이마트영등포점 LG전자 IT SHOP

mailto:yumi0723@hsa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