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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조사란 …

최단 시간에 안건의 레규레이션을 조사와
필요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로케이션 조사
(시설 및 SHOP 디자인 · 공용부 파사드 등)
·구획내 정보조사
구획내 전용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합니다.

로케이션 정보·구획 내정보수집

조사 정보를 수집·분석

예산(설계·시공·B공사)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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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고민

COST
• 기준이 되는 점포디자인의 시
공 비용이 매번 맞지 않는다.

QUALITY

VIEW

• Brand Identity에 부합 하는 점

• 자사 브랜드의 VMD가 어떤 것

포 Image 가 매회 다르다.

이 정답인가 모른다.

기존점을 조사·분석·리포트

분석·리포트를 기본으로 이미지 콜라쥬 작성

디자인 컨셉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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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컨셉을 근거로 평면 레이아웃과 이미지퍼스를 작성해,
구체적인 디자인 플랜을 제안합니다.
■이미지 퍼스
디자인 컨셉 고려해 이미지 퍼스 작성.
【확인 사항】
1. 외관 이미지
2. 점내 숍 이미지
3. VP존
4. VMD

■레이아웃
조닝 계획을 실시해, 매장과 백야드을 결정.
【확인 사항】
1. 백야드(SR·FR·카운터위치)
2. 판매장의 조닝계획
3. 판매 동선과 손님 동선을 시뮬레이션
4. VP존의 설정

19
결정한 디자인 플랜의 기본 설계도서를 작성합니다.
재료의 선정이나 집기의 디자인을 실시합니다.
■기본 설계도서 작성
1. 천정계획 + 조명계획
·브랜드에 적합한 라이팅
·간접조명의 위치나 포인트조명의 선택
2. 전개도
·적정한 상품 진열 스페이스의 확보
·디자인 밸런스 확인
·입체적인 공간 구성
■마감재 선정
·디자인 컨셉 고려
·전체적인 칼라링 계획
·마감재 재질 선정

■집기 디자인
·상품의 SKU수에 응한 집기 형태
·브랜드의 판매 방법
·마네킹의 VMD 방법
·토탈적인 컬러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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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설계도서를 기초로, 시공사에 견적을 의뢰합니다.
시공사로부터의 견적 내용이 도면 대로인지 확인해, 코스트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플랜의 재검토를 실시합니다.

시공사에 적산 의뢰

견적 내용 확인·분석

필요에 따라서 VE플랜 작성·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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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설계도서를 기초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상세 도면을 작성한다.
시공사와 상세 개소를 협의하고 계획대로의 작업이 되도록 시공도·부재 치수에
맞추어 상세 도면을 작성합니다.
■실시 설계도서 작성
1. 시공도에서의 확인사항
·마무리·사양
·강도나 흔들림
·각종 제작 치수

2. 부재 치수로 상세 도면의 확인 사항
·상세한 마감
·디테일
·제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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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착공 후 설계도면에 맞게 시공이 되고 있는지
시공업자에게 확인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현장에서 조정을 실시합니다.

시공 사진등으로 상황 확인

적확한 정보나 자료를 배포

필요에 따라서 현장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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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전날에 설계도 대로에 완성하고 있는지 수정사항이
없는가를 확인하고 인도일에 사전 체크사항이 수선 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시공 중간 검사
1. 설계도면과 같이 시공 되었는지 확인
2. 부품이나 비품의 수량 확인
3. 라이팅 확인
4. 위험요소, 개소 체크
5. 창호나 잠금 체크

■인도 체크
1. 중간 검사 내용을 확인
2. 미발주부품의 납품 스케줄 확인
3. 약전·전기 관계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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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에 따라서, OPEN 후 반년 후 혹은 1년 후
점포에 가서 수정사항 확인을 실시합니다.

■6개월 점검·1년 점검
1. 점포 멘테넌스 상황 확인
2. 창호등의 망가지기 쉬운 개소의 상황 확인
3. 라이팅 상황 확인
4. 점장 등 스탭으로부터 히어링

■개선
1. 다음 점포에의 플랜에 도면 수정
2. 파손 제품을 변경
3. 수정개소를 리스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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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JAPAN
·기간 정보(plincipal)
프로젝트 머네지먼트
(project management)
프로 잭트예산
(project budget?making)
·스토어 멘테넌스
(store maintenance)
·품질관리
(quality confirmation)
·기자재 구입
(equipment purchase)
·스토어 오페레이션
(store oparation management)

00 KOREA
【스토어 디자인(store design)】
【VMD】
【레이아웃(Layout)】
【구매(Purchase)】
【IT】
·기본계획(general planning)
·도면 수립(drawing acceptance)
·기자재 구입(quality confirmation)
·디자인 머네지먼트
(design management)
·기본 디자인(fixture design)
·가구·비품(furniture and parts)
·비품 디자인(fixture design)
·스토어 시스템 정보
(store info. System development)

리스계약
(contract of lease)

DEVELOPER

INTERIOR DESIGN COMPANY

위탁계약
(contract of consignment)
(store design)
(store plannning)

MISSION
1. 그랜드 플레닝″제안
(Ground planning propsal)
2. 디자인 체크
(design check and aproval)
3. 완료 체크
(completion check)
4. 어드바이스 (advice)

FRAMEWORKS JP
FRAMEWORKS KR
·스토어 디자인
(store design plannning)
·라이팅 디자인
(lighting design)
·DV와 교섭
(negotiation with DV)
·프로젝트 머네지먼트
(total project management)
·코스트 조정
(cost estimation check)

outsouring consultant

위탁계약
(contract of consignment)

·라이팅(lighting)
·사인(SIGN)
·방범 시스템(SECURITY GATE)
·음향(SOUND)
·비품(FIXTURE)
·그 외(OTHER)

계약
(contract agreement)

시공사
(CONSTRUCTION COMPANY)
프로젝트 머네지먼트
(project management)

·입찰(bidding)
·시공 머네지먼트
(constructionmanagement)

시공 머네지먼트
(construction management)

시공 입찰 머네지먼트
(bidding management)

【공사 업종 (TRADE)】
가설 공사(general conditions)
철거 공사(demolition)
PB공사(Drywall)
강철 제품 창호(H.M.Doors&Frames)
철물 공사(Hardware)
경철공사(Architectual Metal)
유리공사(Glazing)
전기공사(Electric)
천정 공사(Ceiling)
공기조절 환기 설비(HVAC)
스프링쿨러(Sprinkler)
배관 공사(Plumbing)
도장·벽지(PaintingWallcovering)
목공 공사(Millwork)
커텐(Window treatment)
공사 감독(A superinten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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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장/내장 설계 (실시 설계)
·일본 건축법령과 시설 규제를 근거로 실시 도면 작성
·한국 본사 의견, 일본 영업 의견을 근거로 도면 작성
·CAD 전환
·도면은 한국에서 기본 설계 완료, 일본에서 현장과 법령등을 고려, 철거 실례 후도면작성을 의미한다

2. 설계 감리·조정 업무·입찰 업무
·현장 조사 업무
도면 작성전 현장 조사 업무
·오너(건물주)와 공사 범위 조정 업무
공사 구분 확정
인도시, 공사 구분 체크
계약서 내용 어드바이스
· 각 공사 업자 조정 업무
각 업자(전화/통신/시큐러티/음향등 ) 조정 업무
공사 입찰 업무
입찰 서류 작성, 설명회 개최, 업자 선정 서포트
공사 업자와 조정 업무
각 공사 업자 공사 구분/스케줄/도면 설명 업무
·한국 클라이언트(설계 팀)와의 조정 업무
·일본 클라이언트(영업)의 조정 업무
설계 팀/영업 팀과 도면/스케줄 조정/보고 의무/정례회 개최 업무
지급 재료 코디네이터
공사 스케줄 관리 업무

3. 전문 번역 통역 업무
설계도면설명회 통역/번역 업무(시설 기준 자료)
시공 기준 설명회 통역/번역 업무(시설 기준 자료)
일본 건축/소방 법규 통역/번역 업무
각 공사 업자 통역/번역 업무 공사 착공 전 통역/번역 업무 공사 착공 후 통역/번역 업무
한국 클라이언트(설계 팀)와의 통역/번역 업무
각 협력 업자와 협의 통역/번역 업무
지급 재료 코디네이터 통역/번역 업무

4. 옥외 광고물/옥상 광고물 인허가능 업무
관공청이라는 협의
인허가능 서류 작성/제출(자격 취득자가 접수 가능)
인허가능 서류 작성 자격(신청서/도면 첨부/구조도 첨부)
인허가능 서류 제출, 허가 취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