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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ㆍ유통 기업들의
유럽 플래그십 마케팅 사례
브랜드를 홍보하고 관광객 및 신규 소비자에게 노출과 접근 용이성을 가지고 있는 플래그십 스토어의 식품ㆍ유통과 관련
한 플래그십 스토어의 성공사례를 살펴본다.

런던에 위치한 재팬센터
(Japan Centre)

올해 9월 13일 런던 레스터스퀘어 중심인 팬톤 가에 새롭게 오픈하는 재팬센터는 전
통적인 입구와 야타이(포장마차)를 앞세운 인테리어에 데파치카(백화점 지하 푸드홀)
를 특징으로 하는 6,000제곱피트 (약 560m²) 규모의 플래그십 스토어이다. 정통 일본
음식과 음료가 가득한 슈퍼마켓, 정육점, 델리, 베이커리 외에도 최신 만화, 일본어 교본
등을 취급하는 서점과 기프트숍이 있어 소비자들은 일본풍의 식사는 물론 쇼핑을 경험
할 수 있다.

2
1 즉
 석 조리식품(델리) 식사가
가능한 좌석이 설치된 내부
2 새
 로 단장한 런던 Panton 가
35번지에 위치한 제팬센터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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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cent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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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티룸, 사케룸, 미소룸 뿐만 아니라 요리 공간인 ‘데모키

식료품 유통업체의 플래그십 매장은 내부에 레스토랑을 설

친(Demo Kitchen)’, 요리 비디오 감상과 시식 이벤트가 가능한

치하여 음식을 경험해본 잠재적 고객도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이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 방문객들은 각종 볼거리는 물론 직접 참

특징인데, 잇탈리(EATALY)에는 총 9개(올해 9월 1개소 추가)

여해 볼 수 있다.

의 레스토랑 및 바가 입점했다. 또한, 온라인몰은 물론이고 요

재팬센터는 일본 식료품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동남아시아

리 교실을 운영하여 체험형 마케팅도 하고 있다.

식료품도 취급하는데 소비자들의 구매 동향과 인기품목 등을

플래그십 스토어 잇탈리Y는 2007년 이탈리아 토리노에 개

파악할 수 있는 안테나숍의 역할도 겸한다. 이러한 재팬센터

점하여 현재 전세계 35개 이상의 지점이 있고, 직영이거나 프

플래그쉽 매장은 런던 내 3개 지점이 있으며 플래그쉽 푸드홀

랜차이즈를 소유하고 있는 현지 업체가 운영한다. 마레 점은 잇

에 ‘모찌바’는 물론이고 ‘라멘바’ 전문업체인 쇼류(Shoryu)가 입

탈리의 독점 소유권이 있는 갤러리 라파예트가 운영하고 있다.

점해 있는 지점도 있다. 한편 이 플래그십 스토어는 재팬센터

런던, 엠앤엠스(M&M'S) 월드

에서 직영으로 운영한다.

파리, 고급 식료품 유통업체 ‘잇탈리(EATALY)’
2019년 4월 이탈리아 고급 식료품 유통업체인 잇탈리(EATALY)는
파리의 문화, 쇼핑, 미식가 지구로도 잘 알려진 마레(Marais)에 위

런던 레스터스퀘어 중심부에 위치한 엠앤엠스 월드는 35,000
제곱피트(약 3,200m²) 규모의 넓은 공간으로 영국의 문화적
인 상징물과 포토존, 디지털 영상쇼로 채워 소비자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체험 공간으로 만들었다.

치하며, 프랑스 최초로 고급 식료품 쇼핑몰의 형태로 개소하였

영국문화에 브랜드 캐릭터를 사용하여 제품을 홍보하며 대

다. 두 개의 건물과 지상 3층으로 총 면적 4,000m²의 규모를 자

표 색상과 캐릭터로 티셔츠, 인형, 문구용품 등의 상품을 만들

랑한다. 인테리어는 대리석과 예술가 작품인 유리지붕 등을 특

어 소비자들에게 색다른 쇼핑의 즐거움을 주는 공간이기도 하

징으로 2,500m² 크기의 상업공간에는 이탈리아 직송 형태의 신

다. 엠앤엠스 월드는 2011년부터 꾸준히 런던의 대표적인 관

선식품 매장과 고급 가공식품 매장 등이 있다.

광지로 주목받고 있다.

엠앤엠스 월드 내부 체험공간들

엠앤엠스 월드 내부 포토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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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과 브랜드에 대한 가치를 체험 기반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플래그십 스토어는 그 자체로 유효한 마케팅 전략
이다. 특히 한국과 식문화가 다른 유럽시장 진출을 위해 개별제품보다 배경이 되는 식문화가 포함된 종합적 체험을 제공

하는 플래그십 스토어는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다만, 매장 입지의 중요성으로 임차와 시설에 높은 비용이 수반될 수 있어 철저한 시장전략을
바탕으로 한 기획과 참신한 컨텐츠 확보는 필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