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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VMD image appropriateness in apparel shopping contexts. 
Two competing models are utilized. The first model is developed from the emotion-cognition theory which explains 
that environmental cues(i.e., VMD image appropriateness) generate consumers' emotion, and in turn, consumers' 
behaviors. The second model is developed based on the cognitive theory of emotions and posits that environmental 
cues stimulates consumers' cognitive perceptions of retail environments, subsequently influencing consumers' emotional 
and behavioral response. A 2(VMD image appropriateness: high vs. low) between-subjects factorial design experiment 
was conducted. Female college students(n=592) participated in the experiment.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study found that the emotion-cognition model better explains the effect of VMD image appropriateness on 
consumers' emotional, cognitive, and behavioral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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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마  략 수립에 있어 랜드 이미지를 구축하

는데 있어 다양한 요소  VMD(Visual Merchandising)
의 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VMD가 매가 이루어지

는 최 인 매 장에서 소비자에게 랜드의 컨

셉과 이미지를 달할 뿐 아니라 직 으로 매출과 

연계될 수 있는 가장 두드러지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실제 패션기업의 사례를 살펴보면, 기업 랜드의 이

미지에 맞는 VMD를 시행하 을 경우 상당한 매출이 

신장한 반면, VMD 략이 기업의 랜드 이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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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수연, 김민정, “여성 의류매장의 VMD(Visual Merchandising)에 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0권 6호 (2002),

pp. 617-632.
7) S. Kerfoot, B. Davies, and P. Ward, “Visual merchandising and the creation of discernible retail brands,” 

International Journal of Retail & Distribution Management Vol. 31 No. 3 (2003), pp. 143-152.
8) 박 희, 옥, 곽원일, “패션 랜드의 지각된 품질과 VMD 합성이 랜드 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 마 리연구 12권 1호 (2007), pp. 55-70. 

반 하지 못하 을 경우 업 매출이 하락하거나 

랜드의 이미지 자체가 악화되는 결과를 래하 다
1). 

를 들어, “1995년 이랜드에서 퓨마 코리아를 개, 
2001년 70억 원의 업 이익으로 매출이 조하 으

나, VMD 리뉴얼(Renewal) 후 2002년 203억 원 매출

로 업 이익이 190% 신장”2)하 다. 반면, 패션 랜

드 W사의 경우를 살펴보면, 패 리라는 랜드 컨셉 

 타겟 선정으로 타 랜드와는 차별화된 STP 략

(Market Segmentation-Targeting-Positioning Strategy)을 

구사하여 안정된 매출을 이끌어냈으나, 공격  마

 략으로 랜드 이미지를 업그 이드 시키고자 

VMD 리뉴얼을 실시하 다. 그러나 패 리 랜드의 

컨셉을 VMD에 용시키지 않고 음, 캐주얼에 포

커스를 맞춰 VMD를 리뉴얼한 결과, 기존의 고객도 

유지하지 못하고 신규고객 역시 매장의 컨셉과 실제 

매하는 상품이 일치하지 않아 혼란을 래하게 되

어 VMD 리뉴얼 1년 만에 랜드가 사라지게 되었다
3). 실제 기업의 VMD 리뉴얼 성공  실패 사례들을 

통해 VMD가 랜드 매출과 직 인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 리뉴얼을 시행하 으

나 랜드 이미지를 제 로 표 하지 못하여 매출과 

연계되지 못한 사례들은 랜드 이미지를 반 한 

합한 VMD 략에 한 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VMD 합성은 VMD의 략과 구성요소가 랜드의 

제품이나 이미지에 잘 부합되는 정도라 할 수 있다. 
VMD는 소비자에게 시각  자극을 통해 랜드에 

한 이미지를 형성시키고, 신뢰를 형성시키며, 때로는 

랜드 이미지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효과

인 VMD 방법론에 한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쇼핑 환경이 소비자의 반응에 미치는 향에 하

여 크게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견해가 있다. 통 인 

심리학자들은 환경에 한 소비자의 인지  반응이 

감정  반응에 선행한다고 보았으며4), 다른 하나는 

감정  반응이 인지와는 분리되어 발생할 수 있으며 

혹은 감정이 인지  반응에 향을 주어 구매 행동에 

까지 연결된다고 하 다5). 이에 쇼핑 환경을 구성하

는 VMD의 합성이 소비자의 감정 , 인지 , 행동

 반응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 어떠한 반응을 유

도하는 것이 더 효과 인 마  방법인가에 한 논

의가 필요하다. 기업의 입장에서 VMD의 략을 소

비자에게 좋은 이미지로 기억되기 해 즐거운 쇼핑 

환경을 제공하여 감정에 호소하는데 을 둘 것인

가 혹은 소비자의 인지  반응을 불러 일으키게 한 

후 감정  반응에서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해 

제품 특성 등을 부각시킬 것인가 결정하는데 있어 실

증 이고 합리 인 분석이 요구된다.       
VMD는 랜드의 아이덴티티  랜드 이미지를 

확립하기 한 통합  마  커뮤니 이션(IMC: Inte-
gtrated Marketing Communication) 략  랜드 차

별화 략의 일환으로, 합한 VMD 략 개발  수

행의 요성이 강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련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며, VMD의 합성이 소

비자에게 미치는 향에 한 매커니즘을 이해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선행 연구는 VMD 구성요

소의 요성을 악6)하거나 질  연구를 통해 VMD
의 요성을 조사하여 왔으며7), 최근 연구들은 VMD
가 고객에게 미치는 효과에 해 구조 인 연구의 필

요성이 강조하여 이를 시도하고 있으나8), VMD가 구

체 으로 소비자의 인지 , 감정 , 행동  반응에 

어떠한 구조  과정을 통해 향을 미치게 되는가에 

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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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심낙훈, 비주얼머천다이징 & 디스 이, (서울: 우용출 사, 2008), pp. 15-28.
10) 한 호, 안진근, 비주얼디스 이, (서울: 기문당, 2007), pp. 22-25.
11) S. Kerfoot, B. Davies and P. Ward, op. cit., pp. 143-144.
12) 박옥련, 이 주, 하종경, 김 진, 정형도, 패션 디스 이의 이론과 실제, (서울: 형설출 사, 1995), p. 17.
13) 신수연, 김희수, “여성 의류매장의 VMD(Visual Merchandising)에 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0권 6호 (2002),

pp. 621-622.
14) 옥혜정, “백화  마  략으로서의 비주얼 머천다이징에 한 연구: 서울 ‘S’ 백화 을 상으로” (서울여

자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 1994). 
15) S. Kerfoot, B. Davies and P. Ward, op. cit., pp. 147-150.
16) 박 희, 정 옥, 곽원일, “패션 랜드의 지각된 품질과 VMD 합성이 랜드 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 마 리연구 12권 1호 (2007), p. 56. 
17) 박 희, 정 옥, 곽원일, op. cit., pp. 56-57.

은 랜드 이미지 창출  마 의 요 요소인 

VMD 합성이 소비자에게 어떻게 인지되고, 감정  

반응을 유도하며 행동으로 연결되는지를 감정․인지

이론과 인지․감정이론에 근거한 2가지 구조  모델

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심층 으로 연구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2가지 구조  모델  VMD 합성이 인

지 , 감정 , 행동  반응에 미치는 향을 효과

으로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조사함으로써 VMD에 

한 연구 분야에 이론 으로 기여하고자 하며, 연구 

모델의 구조  분석을 통해 랜드의 이미지에 맞는 

VMD를 기획하고, 상황에 맞는 인지 , 감정  반응

을 유도하여 구매로 이어지는 로세스를 악함으

로써 마  측면에서 경쟁 랜드와 차별화된 

략 수립을 한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VMD 적합성
VMD는 상품 계획의 시각화로, 랜드의 고유한 

이미지를 만들고 타 랜드와의 차별화를 이루기 

하여 상품  서비스와 련된 다양한 요소를 총체

이고 략 으로 구성하는 것이다9). VMD는 1980년
  미국 백화  업계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는데, 

상품을 아름답게 보이는 것만으로는 매출을 끌어올

리는데 한계가 있음을 발견하고 침체 기에서 벗어

나고자 경  략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10). 학계에

서는 1990년  환경 심리학 분야에서 제품 디스

이에 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최근 들어 VMD에 

한 심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11). 
선행 연구는 VMD 혹은 디스 이의 다양한 구

성요소에 해 연구하 다12). 신수연과 김희수
13)

는 

백화 , 아웃렛, 리 과 도매상가의 VMD 속성을 

매장 내 인테리어, 쇼 도우, 상품진열  디스

이 교체주기, 색채, 조명, 음악, 소도구, POP 고, 
매사원으로 나 었다. 옥혜정14)은 백화 의 VMD 요
소를 외부 디스 이 요소와 상  내부 디스 이 

요소로 나 었다. 외부 디스 이 요소는 체 외

, 사드, 사인물, 쇼 도우, 깃발, 차양, 조명, 식물

디스 이, 스트리트 퍼니쳐 등을 포함하며, 상  

내부 디스 이 요소는 인테리어  상품 연출의 특

징, 매장 조닝, 동선 계획 등을 포함한다. Kerfoot 외15)

는 제품의 색상, 제품 시 방법, 감각  집기나 소도

구의 활용, 효율 인 동선, 조명의 효과 등이 소비자

의 쇼핑과 구매 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한 VMD 
요소라고 하 다. VMD는 상품을 시각 으로 시하

고 연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품을 효율 으로 소비

자에게 달하기 한 략으로 쇼 도우 디스

이와 매장 내 디스 이  인테리어, POP(Point of 
Purchase), 조명, 상품의 배치  동선 계획 등을 포함

하며, 매 진과 이벤트  매사원와 같은 서비

스 측면까지 포함한다. 
VMD는 상품 계획에서부터 매 환경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통합하여 랜드 이미지를 만들어 

소비자에게 랜드와 상품을 인지시키고 소비자와 

랜드 혹은 기업 간의 공감 를 형성하는데 효율

인 매 략이라 할 수 있다16). 박 희 외17)는 VMD 
합성에 한 요성을 강조하 으며, 이를 “VMD

가 제품과 랜드 이미지와 합한 정도”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즉, VMD 합성은 VMD의 략과 구

성요소가 랜드의 제품이나 이미지에 잘 부합되는 

정도라 할 수 있다. 박 희 외18)는 패션 랜드의 

VMD 합성이 랜드 태도와 구매 의도에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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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Ibid., pp. 55-70. 
19) 신수연, 김민정, “ 고 태도와 VMD 태도가 랜드 태도에 미치는 향 -스포츠웨어를 심으로-,” 복식문화

연구 14권 5호 (2006), pp. 766-767.
20) A. Mehrabian and A. Russell, J., op. cit.
21) Ibid.
22) 유창조, 소은, 옥, “매장의 특징, 매장 내 감정  쇼핑 행 에 한 구조  연구,” 마 연구 12권 

2호 (1997), pp. 21-22.  
23) 홍 희, “쇼핑동기와 서비스품질 지각이 고객의 감정  반응과 패션 포 만족도에 미치는 향,” 한국의류학

회지 26권 2호 (2002), p. 218.
24) 지성구, 이헌종, “매장내 고객의 감정반응: 선행요인과 결과,” 유통정보학회지 9권 3호 (2006), pp. 64-65. 
25) 유창조, “쇼핑행 의 경험  측면: 쇼핑시 느끼는 기분이나 감정이 매장 태도와 구매의사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7권 1호 (1996), p. 67. 

미친다는 것을 밝혔으며, 근거 없이 고 화를 추구한 

VMD 략이나 타 랜드를 모방한 VMD 략이 아

닌 랜드와 제품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VMD 략의 

수립이 요함을 시사하 다. 패션기업이 랜드와 

제품의 이미지를 반 하지 못한 VMD 략을 개할 

경우에는 상당한 비용 투자를 한 경우라도 랜드의 

이미지를 약화시키는 부정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

며, 고객이 지각하는 랜드 이미지와 VMD가 달

하는 이미지 간의 차이로 인해 고객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장기 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상실하

는 결과를 래할 수 있다고 하 다. 따라서 패션기

업은 랜드 아이덴티티를 확립한 후 일 된 랜드 

이미지를 창출하고 유지하기 한 IMC의 도구로서 

VMD 략을 개해야 하며, 이는 경쟁 랜드나 기

업과 비교하여 차별화 시킬 수 있는 효과 인 마  

략이 될 수 있다19). 

2. 감정․인지이론(The Emotion-Cognitive Theory)

환경심리학자들은 환경이 인간의 반응에 미치는 

향에 하여 연구하여 왔으며, 인간의 환경에 한 

행동  반응 이 에 선행하는 감정과 인지에 한 논

의를 끊임없이 해오고 있는데, 이는 감정․인지 이론

 과 인지․감정 이론  에 의해 이해될 수 

있다. 통 인 소비자 행동 연구들은 합리 이고 이

성 인 소비자 행동에 하여 연구하 는데, 쇼핑 환

경에 한 행동  반응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서 인

지  측면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1980년  이후, 쇼
핑 환경에 한 소비자의 인지  측면뿐 아니라 감정

․경험  측면이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 다. 
표  모델로 Mehrabian과 Russell(M-R) 모형을 들 수 

있다. Mehrabian과 Russell20)은 인간이 특정 환경에 

해 감정 인 반응을 먼  경험하며 그 감정에 의해 

행동  반응이 유도된다고 하 다. 특히 감정  반응

을 PAD라고 하여 즐거움(pleasure), 각성(arousal), 지
배(dominance)의 세 차원으로 나 어 살펴보았다. 

M-R이론을 용한 마   소비자 행동에 한 

연구를 살펴보면, 포 내의 다양한 쇼핑 환경  요

인들( 를 들어, 상품이나 디스 이, 음악이나 조

명, 매장 원의 친 한 정도, 소비자 수로 인한 매장

의 복잡성)이 소비자의 정  혹은 부정  감정  

반응에 먼  향을 미치며, 형성된 감정이 소비자의 

근 혹은 회피의 행동  반응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21). 유창조, 소은과 옥은 매장 내 휴식공

간, 공간  여가활동 공간 등과 같은 시설과 편

의 시설  분 기 등은 쇼핑객의 감각  활동에 

한 감정  반응에 주로 향을 미치며, 매장의 특징

인 요인들에 의하여 향을 받아 경험하게 되는 쇼

핑객의 감정  반응들은 모두 매장에 한 태도 형성

에 유의한 향을 미치며, 이는 다시 재방문 의사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22). 홍 희23)는 쇼핑시에 즐

거움이나 다양한 경험을 추구하는 경험  동기가 강

할수록 매원의 제품에 한 지식과 감각  조언을 

정 으로 평가하며, 매장의 VMD, 매장의 분 기, 
포정책을 요하게 인지한다고 하 다. 따라서 

포환경의 자극으로 포에 들어 온 고객에게는 포 

내에서의 경험이 즐거운 감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하 다. 
지성구와 이헌종24)은 매장 내 고객의 감정 반응에 

한 연구에서 물리  환경이 정  감정에 정의 

향을 미치며, 부정 인 감정에 부의 향을 주어 감

정을 매개하여 행동 의도에 향을 다고 하 다. 
유창조25)는 종업원 서비스, 매 후 서비스, 매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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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김 심, “ 포 이미지  랜드 이미지에 따른 매장 내 감정이 만족과 재구매 의도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조선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 2001), pp. 56-58.
27) 이소은, “의류 포의 VMD와 랜드 인지도에 따른 구조 계” (이화여자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 2008),

pp. 100-101.
28) R. B. Zajonc and H. Marku, Op, cit., pp. 121-131.
29) R. S. Lazarus, Emotion and Adoption,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91). 
30) 박성연, 황정은, “매장내 체험  경험이 랜드 태도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 경 논총 23권 2호 (2005),

p, 87.

휴식공간과 같은 시설이 소비자들이 매장 내에서 느

끼는 감정에 직 으로 향을 미치며, 이러한 감정

은 쇼핑 후 일정 기간 경과 후에도 지속되기도 한다

고 하 다. 한, 형성된 감정이 매장에 한 태도와 

재방문 의사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 반면, 제품 

구색이나 가치 는 분 기는 쇼핑하는 동안의 감정

에는 향을 미치지만, 쇼핑을 마치고 난 후 일정 기

간이 경과하게 되면 감정을 통하지 않고 매장에 한 

태도에 직 으로 향을 미친다고 하 다. 김 심
26)은 포 이미지  랜드 이미지는 구매 /후 감

정을 매개로 하여 소비자 만족에 부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며, 소비자의 매장 내 감정이 정 으로 

인지되어야만 소비자 만족을 증 시키며 궁극 으로 

행  의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 다. 이소은27)은 

VMD와 랜드 인지도가 감정 반응, 랜드 이미지 

 태도, 구매 의도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 는데, 
의류 포의 VMD가 소비자의 감정  반응에 향을 

주며, 이는 랜드 이미지와 랜드 태도를 형성하게 

되고 구매 의도까지 향을 다고 하 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모델 1은 감정․인지 이론

을 바탕으로 하여 환경  요인으로 VMD 합성이 

먼  소비자의 감정  반응에, 향을 미치며, 형성

된 소비자의 감정이 인지  반응에 그리고 행동  반

응에 향을 미칠 것으로 기 한다. 감정  반응으로

는 VMD 합성을 보고 느끼는 감정  반응에 하

여, 인지  반응으로는 쇼핑 환경 지각과 제품 품질 

지각에 하여, 행동  반응으로는 구매 의도를 측정

하고자 하 다(그림 1). 

가설 1: VMD 합성이 높을수록 소비자의 정  

감정이 상승할 것이다.
가설 2: 소비자가 정  감정을 가질수록 (1) 쇼

핑 환경 지각과 (2) 제품 품질 지각이 정

일 것이다. 

<그림 1> 연구모델 1과 가설 H1～H4.

가설 3: 쇼핑 환경 지각이 호의 일수록 제품 품질 

지각이 정 일 것이다. 
가설 4: 정 인 (1)쇼핑 환경 지각과 (2)제품 품

질 지각이 구매 의도를 향상시킬 것이다. 

3. 인지․감정이론(The Cognitive Theory of Emotion)

통 인 학자들은 소비자 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인지  요인의 요성을 강조해왔다. 소비자

들이 환경 자극이나 어떤 상에 한 인지  반응이 

그와 련된 감정에 향을 미친다고 주장해왔다28). 
Lazarus29)의 인지․감정 이론은 소비자가 제품 평가

를 한 하나의 목 으로, 쇼핑 환경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분석하고 이를 지각한 후 구매 행동을 결정하

는 행동  반응으로 이어진다고 하 다. 즉, 환경 요

인에 한 소비자의 인지  반응이 감정  반응보다 

선행하며 더 요한 요인이며, 감정  반응은 인지  

반응 이후에 일어날 수도 혹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 다. 박성연과 황정은30)의 연구는 인

지․감정 이론에 근거하 으며, 인지  반응이 감각

 반응에 비해 랜드 태도 형성에 더 많이 기여하

며, 인지  반응이 감정  반응보다 행동  반응인 

구매 의도에 더 많은 향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지․감정 이론의 에서 쇼핑 환경이 소비자 인

지  반응에 미치는 향에 한 근거를 환경심리학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Shen31)은 랜드 이미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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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F. Shen, “Effects of violence and brand familiarity on responses to television commercial,” International 

Journal of Advertising Vol. 20 (2001), pp. 381-97.
32) Raghubir, “Free gift with purchase: promoting or discounting the brand?,”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Vol. 14 No. 1&2 (2004), pp. 181-186.
33) 김지연, 이은 , “의류 포의 서비스품질, 제품품질과 가격이 포애고에 미치는 향,” 한국의류학회지 28

권 1호 (2004), p. 20. 
34) 박 희, 옥, “VMD 구성요소의 패션 랜드 태도 효과에 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8권 2호 (2004),

pp. 232-233. 
35) 신수연, 김민정, op. cit., pp. 773-774.  
36) 박민정, 이소은, “VMD 이미지와 랜드 인지도가 험지각, 랜드 이미지  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향

에 한 연구,” 복식문화학회지 16권 5호 (2008), pp. 836-838.
37) 박 희, 정 옥, 곽원일, op. cit., p. 66.  

소비자의 제품 평가 지각에 정 인 향을 미치며, 
이는 소비자의 재구매 행동에 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 다. Raghubir32)는 매 진 략이 제품 품질에 

한 인지  평가에 정  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구매 결정에까지 정  향을 미친다고 하 다.
VMD에 한 선행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VMD

가 인지 ․행동  반응에 미치는 향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김지연과 이은 33)의 연구에서는 소비자

가 지각하는 의류 포의 서비스 품질을 시설  정

책, 매원, VMD, 구매 후 서비스, 인상  분 기, 
진 활동의 6개 요인으로 분류하 으며, 이 들  

시설  정책, 매원, VMD가 반복 구매 의도에 유

의한 향을 미친다고 하 다. 박 희와 옥34)의 

연구에서는 VMD 구성요소의 패션 랜드 태도 효과

에 하여 연구하 는데, VMD 태도와 랜드 태도

가 상호간에 향을 미치며, VMD 태도가 랜드 태

도와 구매 의도를 결정짓는데 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 다. 신수연과 김민정35)은 VMD 태도가 랜드 

태도에 미치는 효과가 고 태도가 랜드 태도에 미

치는 효과보다 크다고 하 다. 이는 VMD 태도는 소

비자가 해당 랜드 매장의 디스 이와 인테리어, 
인  서비스, POP 등을 직  체험해 으로써 형성

되는 것인 반면 고 태도는 매체를 통해 노출되는 

수많은 고들  하나를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이는 

간  경험에 근거하기 때문이라고 하 다. 
박민정, 이소은36)은 정 인 VMD 이미지는 소비

자가 제품 구매시 지각할 수 있는 험을 감소시키

며, 랜드 태도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고, 종
국에는 랜드 충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밝혔다. 

한 박 희 외37)의 연구에서는 패션 랜드의 VMD 
합성은 랜드 태도에 향을 미치며, 랜드 태도

<그림 2> 연구모델 2와 가설 H5～H8.

는 구매 의도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따라

서 본 연구의 연구모델 2는 인지․감정이론에 근거

하여 가설을 세웠으며, VMD 합성이 쇼핑 환경 지

각과 제품 품질 지각의 인지  반응에 향을 미치

고, 인지  반응이 소비자의 감정을 유발하여, 행동

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측하 다(그림 2). 

가설 5: VMD 합성이 높을수록 (1) 쇼핑 환경 지

각과 (2) 제품 품질 지각이 정 일 것이

다. 
가설 6: 정 인 (1) 쇼핑 환경 지각과 (2) 제품 품

질 지각이 소비자의 정  감정을 향상

시킬 것이다.  
가설 7: 쇼핑 환경 지각이 호의 일수록 제품 품질 

지각이 정 일 것이다. 
가설 8: 소비자가 정  감정을 가질수록 구매 의

도가 향상될 것이다.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1. 실험설계 및 절차
본 연구는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해 실험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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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멀티캐주얼 랜드는 의류와 매치할 수 있는 가방, 운동화, 신발,  벨트 등 다양한 종류의 잡화와 캐주얼 

의류를 함께 구성하고 있는 랜드로, 특히 잡화를 구색 상품이 아닌 요한 비 을 차지하는 상품으로 다루

는 것이 멀티 캐주얼 랜드의 특징이다. 
39) A. Mehrabian and J. A. Russell, op. cit.

하 으며, 실험은 독립변수인 VMD 합성을 집단 

간 조건으로(VMD 합성 높음 vs. VMD 합성 낮

음) 설계하 다. 본 실험에서 사용할 자극물을 선정

하기 해 비조사를 실시하 다. 첫 번째 비조사

는 2008년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지역에 거주하

는 여 생 30명을 상으로 하 으며, 랜드 인지도

가 높은 랜드를 선정하기 하여 실시되었다. 2008
년 3  주요 백화 에 입 해 있으며, 10 ～20 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 멀티 캐주얼 랜드38) 7개를 선정

하여 랜드 인지도를 측정하 다. Keller의 랜드 인

지도 측정문항을 이용하 으며, 비조사 결과 최종

으로 랜드 인지도가 가장 높은 랜드로 ‘CONVERSE’
가 선정되었다. 두 번째 비조사는 선정된 랜드와 

련된 VMD 사진 자극물을 선정하기 해 실시되었

다. 2008년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지역에 거주

하는 여 생 45명에게 CONVERSE 랜드 컨셉  

이미지를 설명한 후, CONVERSE와 련된 VMD 사
진 32개의 VMD 합성을 평가하도록 하 다. 32개
의 사진  VMD 합성이 가장 높은 사진 4개와 VMD 

합성이 가장 낮은 사진 4개를 최종 으로 선정하

다(표 1). 
본 실험은 2008년 12월 12일부터 2009년 3월 14일

까지 실시되었으며, 서울  경기도권에 거주하는 여

<표 1> 본 실험에 사용된 사진 자극물

VMD 합성이 높은 경우 VMD 합성이 낮은 경우

생 598명이 실험에 참여하 다. 실험 참가자는 두 

가지 실험상황(VMD 합성의 높음 vs. 낮음)  한 

가지 상황과 련된 사진을 본 후 설문지에 응답하도

록 하 다. 종속변수로서 소비자의 감정  반응으로

는 VMD 합성을 보고 느끼는 감정  반응을 측정

하 고, 인지  반응으로는 제품 품질 지각과 쇼핑 

환경 지각을 측정하 으며, 행동  반응으로는 구매 

의도를 측정하 다. 실험 참가자의 응답  불성실한 

응답을 보인 6부를 제외하고 최종 으로 592부를 연

구결과 분석 자료로 사용하 다. 참가자  296명이 

VMD 합성이 높은 상황의 실험에 참여하 으며, 
나머지 296명이 VMD 합성이 낮은 상황의 실험에 

참여하 다. 

2. 측정도구 
본 연구는 연구모형에 설정된 변수들을 측정하기 

한 항목을 선정하기 해 기존 연구들의 측정항목을 

참고하 다. 감정과 쇼핑 환경 지각  제품 품질 지

각과 련된 항목들은 어의변별유형의 7  척도에 의해 

측정되었다. Mehrabian과 Russell39)의 PAD(Pleasure- 
Arousal-Dominance) 척도  Pleasure에 해당되는 5문
항이 VMD를 보고 느끼는 감정  반응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사용되었다. Fisher40)가 제안한 쇼핑몰 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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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J. D. Fisher, “Situation-specific variables as determinants of perceived environmental aesthetic quality and 

perceived crowdedness,” Journal of Research Perspectives Vol. 8 (1974), pp. 177-188.  
41) J. A. Bellizzi, A. E. Crowley, and R. W. Hasty, “The effects of color in store design,” Journal of Retailing

Vol. 59 (1983), pp. 21-45.
42) S. B. Mackenzie, R. J. Lutzand, and G. E. Belch, “The role of attitude toward the Ad as a mediator of advertising

effectiveness: A test of competing explanation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 25(1986), pp. 130-143. 
43) J. Anderson, and D. Gerb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Vol. 103 No. 3 (1988). pp. 411-423.

척도 3문항으로 쇼핑 환경 지각을 측정하 고, Bellizzi, 
Crowley와 Hasty41)가 제안한 3문항을 활용하여 제품 

품질 지각을 측정하 다. Mackenzie, Lutz와 Belch42)

의 구매 의도 측정하는 2문항으로 행동  반응을 측

정하 습니다. 

Ⅴ. 연구 결과
1. 실험 참가자 특성 및 조작화 검증
실험 참가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 나이는 21세

이며, 20세 이하 148명(31.3%), 21세 이상～22세 이하 

354명(59.8%), 23세 이상 90명(15.2%)로 나타났다. 한
달 평균 의복비 지출 수 은 10만원 이상～20만원 미

만이 194명(32.8%)으로 가장 많았고, 한달 용돈은 30
만원 이상～40만원 미만이 206명(34.8%)으로 가장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조사에 의해 선택된 자극물의 VMD 합도 차

이의 타당성를 검증하기 해 자극물의 VMD 합성

에 하여 조사하 다. VMD 합성은 ‘VMD 요소가 

일 된 매장 연출로 CONVERSE 랜드 이미지를 유

지 한다’의 문항을 활용하여 7  척도(1: 매우 그 지 않

다, 7: 매우 그 다)로 측정하 다. 비조사에서 VMD 
합성이 높을 것으로 상되었던 자극물이 VMD 

합성이 낮을 것으로 상되었던 자극물에 비해 유의

하게 높은 VMD 합성을 보여 조작의 타당도를 검

증하 다 [MVMD 합성 높음=5.81, MVMD 합성 높음=1.95, t(590)= 
44.50, p=0.00]. 따라서 VMD 합성이 제 로 조작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측정모델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측정모델을 검토하기 해 Anderson과 Gerbing43)

이 제안한 이단계 척도정제 차를 용하 다. 우선 

측정변수들의 내  일 성과 단일차원성의 검증을 

해 측정항목의 Cronbach's α계수와 각 차원별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고, 각 측정변수는 한 가지 

요인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Cronbach's α계수

가 0.70 이상이었으므로, 측정변수의 단일차원성과 내

일 성  신뢰성이 성립되었음을 검증하 다. 
한, 척도들의 수렴타당성을 검토하기 하여 연구모

델에 포함될 모든 구성개념들 체를 포함시킨 후 확

인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여 측정모형을 분석하

다. 최 의 측정모형을 확보하기 해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가 낮은 문항은 측정모형에서 제

외되었다(감정 2문항, 제품 품질 지각 1문항). 체 구

성개념을 이용한 측정모델의 분석 결과 χ2
(38)=132.48 

(p=0.00), RMSEA=0.065, GFI=0.96, AGFI=0.93, TLI=0.98 
으로 나타났다. χ2는 표본의 수가 클 경우 표본의 수

에 향을 받아 유의한 결과가 나오는 경향이 있으므

로, χ2를 제외한 기타 지표들을 고려하여 측정모델

의 합도를 검증하 다. 따라서 각 측정변수의 표

요인 재량의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모든 표 요인

재량이 통계 으로 유의하 으므로(t>1.96), 모든 

지표들은 가설화된 요인에 유의하게 재되었으므로 

수렴타당성이 있음을 검증하 다(표 2). 한, 각 변

수들 간에 별 타당성을 검토하기 해 둘씩 짝지어

진 구성개념간의 공분산을 1로 고정한 모델과 비제

약모형(unconstrained model) 간의 χ2 차이검증을 실

시하 다. 모든 구성개념 짝에 해서 통계  차이는 

유의하 으므로(all p-values<0.01), 별 타당성을 검

증하 다(표 3). 

3. 가설 검증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가설과 모델들을 검증하기 

해 AMOS 7.0 로그램의 최우추정(maximum likelihood) 
방법을 이용하 다. 측정모델의 타당도와 신뢰도 분

석결과에 따라 결정된 변수들을 연구모델 1의 모형

합도 평가는 RMSEA=0.065, GFI=0.95, AGFI=0.93, 
TLI=0.98로 나타나, 모델 합도가 검증되었다. χ2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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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K. Jöreskog and D. Sörbom, LISREL 8: User's Reference Guide, (Chicago, IL: Scientific Software International,

Inc., 1993).
45) Ibid.

<표 2> 수렴타당성 검증을 한 측정 모델의 확인  요인분석 결과

Standardized 
item loading

Item loading SE t Cronbach's α

감정 (ξ1) 0.92

(E1) 즐거운/짜증나는 0.94 1.52 0.05 30.30***

(E2) 기분 좋은/우울한 0.89 1.37 0.05 27.35***

(E3) 유쾌한/불쾌한 0.83 1.15 0.05 24.50***

쇼핑 환경 지각 (ξ2) 0.93

(S1) 흥미로운/ 심없는 0.94 1.58 0.05 30.47***

(S2) 활력있는/활력없는 0.95 1.49 0.05 31.00***

(S3) 자극 인/지겨운 0.84 1.46 0.06 25.13***

제품 품질 지각 (ξ3) 0.93

(P1) 고품질의/ 품질의 0.97 1.59 0.05 31.71***

(P2) 합한/부 합한 0.91 1.29 0.05 28.56***

구매 의도 (ξ4) 0.95

(I1) 나는 이 랜드의 제품들  

구입하고 싶은 제품이 있다.  
0.98 1.73 0.05 32.26***

(I2) 나는 이 랜드에서 특정 제

품을 구입할 것이다.
0.94 1.55 0.05 29.88***

<표 3> 별 타당성 검증을 한 Chi-square 차이검증 결과

Constraint Chi-square df
Chi-square 
difference

df
difference

비제약모형(Unconstrained model) 101.58 29

감정 & 쇼핑 환경 지각 252.67 30 150.09*** 1

감정 & 제품 품질 지각 337.06 30 235.48*** 1

감정 & 구매 의도 705.85 30 604.27*** 1

쇼핑 환경 지각 & 제품 품질 지각 267.72 30 166.14*** 1

쇼핑 환경 지각 & 구매 의도 596.45 30 494.87*** 1

제품 품질 지각 & 구매 의도 478.95 30 377.37*** 1

Note: ***p<0.001.

은 유의수  0.05보다 작으나 χ2의 경우 샘 의 수가 

많은 경우 샘  수에 향을 받으므로, 다른 모형

합도 지수를 고려하 다(χ2
(49)=170.26, p=0.00). 연구

모델 2의 모형 합도 평가는 RMSEA=0.106, GFI=0.89, 
AGFI=0.83, TLI=0.95로 나타났다. 일반 으로 GFI와 

TLI는 0.95 이상44), AGFI는 0.90 이상45), RMSEA는 0.08 
이하이면 수용 가능한 모델로 평가할 수 있으며, RMSEA
가 0.1 이상일 경우는 수용 불가능한(unacceptable) 모
델로 평가할 수 있다46). 따라서 연구모델 2의 합도

가 연구모델 1의 합도에 비해 월등히 떨어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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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M. Browne and R. Cudeck,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ociological Methods and Research, Vol.

21 No. 2 (1992), pp. 230-258.

<표 4> 별 타당성 검증을 한 Chi-square 차이검증 결과

모형 합도

연구모델
χ2(df) RMSEA GFI AGFI TLI

연구모델 1 170.26(49) 0.065 0.95 0.93 0.98

연구모델 2 377.36(49) 0.106 0.89 0.83 0.95

으로 검증되었다(표 4).
연구모델 1은 감정․인지이론에 근거하여 세워졌

고, 이와 련된 가설(H1부터 H4까지)을 검증하기 

해 경로계수 검토를 실시하 으며, 구조모형의 각 경

로에 한 추정치 결과는〈그림 3〉과 같다. 추정결과 

VMD 합성이 감정에 미치는 향의 검증인 H1(γ1= 
0.90, p<0.00), 감정이 쇼핑 환경 지각에 미치는 향

인 H2-1(β1=0.93, p<0.00), 감정이 제품 품질 지각에 

미치는 향인 H2-2(β2=0.21, p<0.00), 쇼핑 환경 지

각이 제품 품질 지각에 미치는 향인 H3(β3=0.72, 
p<0.00), 쇼핑 환경 지각이 구매 의도에 미치는 향

인 H4-1(β4=0.45, p<0.00), 제품 품질 지각이 구매 의

도에 미치는 향인 H4-2(β5=0.41, p<0.00) 모두 통

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델 2는 인지․감정이론에 근거하여 세워졌

으며, 모델 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모델의 합도

가 좋지 않았으나, 연구모델 2와 련된 가설을 검증

하기 해 경로계수 검토를 실시하 으며, 구조모형

의 각 경로에 한 추정치 결과는〈그림 4〉와 같다. 
추정 결과 VMD 합성이 쇼핑 환경 지각에 미치는 

향의 검증인 H5-1(γ2=0.86, p<0.00), 쇼핑 환경 지각이 

감정에 미치는 향인 H6-1(β6=0.83, p<0.00), 제품 품

질 지각이 감정에 미치는 향인 H6-2(β7=0.15, p<0.05), 

<그림 3> 연구 모델 1의 가설 검증 결과.

<그림 4> 연구 모델 2의 가설 검증 결과

쇼핑 환경 지각이 제품 품질 지각에 미치는 향인 H7
(β8=0.85, p<0.00), 감정이 구매 의도에 미치는 향인 

H8(β9=0.82, p<0.00)은 각 경로계수가 통계 으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그러나 VMD 합

성이 제품 품질 지각에 미치는 향의 검증인 H5-2
(γ3=0.08, p>0.05)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으므로 

기각되었다(그림 4). 

Ⅵ.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VMD 합성이 소비자의 감정  반응

과 인지  반응  행동  반응에 미치는 향에 

하여 감정․인지이론과 인지․감정이론에 근거하여 

살펴보았다. 소비자의 감정  반응으로는 VMD 합

성을 보고 느끼는 감정  반응을 측정하 고, 인지  

반응으로는 제품 품질 지각과 쇼핑 환경 지각을 측정

하 으며, 행동  반응으로는 구매 의도를 측정하

다. 연구가설  감정․인지이론과 인지․감정이론

에 근거한 두 연구모델을 검증하기 해 실험을 실시

하 으며, 실험은 독립변수인 VMD 합성을 집단 

간 조건으로(VMD 합성 높음 vs. VMD 합성 낮

음) 설계하 다. 실험 참가자는 패션 상품에 심이 

높은 여 생 집단으로 서울  경기도권에 거주하는 

여 생을 편의표본추출 하 다.



제 17 권 제 3 호 박민정․이소은 103 

－ 469 －


47) 박 희, 옥, op. cit.
48) 박 희, 옥, 곽원일, op. cit.
49) 신수연, 김민정, op. cit.
50) 박민정, 이소은, op. cit.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감정․

인지이론에 근거한 연구모델 1과 인지․감정이론에 

근거한 연구모델 2의 구조 방정식 모형의 합도를 

분석해본 결과 연구모형 1의 합성이 수용되었다. 
따라서 VMD 합성이 소비자의 감정 , 인지 , 행
동  반응에 미치는 향을 설명하는 합한 모델은 

연구모델 1이며, 이는 감정․인지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연구모델 1이 지지하고 있는 결

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VMD 합성이 소비자

의 감정  반응에 직 으로 정 인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가 VMD 합성을 보

고 느끼는 정  감정이 인지  반응인 쇼핑 환경 

지각과 제품 품질 지각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 소비자의 쇼핑 환경 지각과 제

품 품질 지각 간에 정(+)의 계를 나타냈으며, 두 

변수 모두 소비자의 구매 의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

하 다. 
VMD에 한 선행 연구들은 부분 VMD가 소비

자의 랜드 태도47～49)와 험지각50) 등과 같은 소비

자의 인지  반응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 으며, 이
는 인지․감정 이론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의 선행 연구는 소비자가 쇼핑하는 동안 제공되는 구

매 의사 결정과 같은 목  달성을 해, VMD와 련

된 정보를 이성 으로 분석하는 합리 인 소비자 행

동에 을 맞추었다고 할 수 있으나, VMD가 소비

자의 감정  반응에 미치는 향에 하여 간과하여

왔다. 본 연구는 쇼핑 환경이 소비자의 감정  반응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 다. 따라서 환경심리

학자들의 지속 인 논란이 되어온 두 이론(감정․인

지이론과 인지․감정이론)에 근거하여 VMD 합성

에 한 소비자의 감정  반응과 인지  반응  어

떠한 반응이 선행하는지에 해 조사하 다. 본 연구

는 VMD 합성이 감정 →인지 →행동  반응 순

으로 소비자 반응에 향을 미치고 있음을 감정․인

지이론을 바탕으로 실험연구를 통해 실증 으로 검

증함으로써 VMD와 소비자 행동 연구 분야에 학문

으로 기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소비자가 인지 으로 합리 인 소비를 

하기 이 의 과정이 요하며, 소비자의 정  감

정을 불러 일으키는 쇼핑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

보다 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소비자는 랜드와 

처음으로 만나는 인 쇼핑 환경을 제품에 한 

비교와 평가 이 에 감정 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소비자의 감정  반응에 직 으로 소구할 

수 있는 VMD 략을 구사하는 것이 요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VMD 략은 통합  계 마  략

의 일환으로 개되어야 할 것이다. VMD 략이 

랜드 이미지와 컨셉을 잘 반 할수록 소비자는 VMD
를 보고 느끼는 감정이 더 정 이라 할 수 있으므

로, 패션 랜드는 VMD 략을 의류 구매가 이루어

지는 매장의 쇼핑 환경을 구성하는 요한 요인으로

써 인식하고 각 랜드에서는 랜드의 컨셉, 이미

지와 부합되는 VMD를 개하여 소비자의 정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데 을 두어야 할 것이다. 
소비자가 느끼는 정 인 감정은 쇼핑 환경뿐만 아

니라 제품에 한 평가에까지 정 인 향을 미치

므로, 패션 랜드는 무엇보다 소비자의 정  감

정을 소구할 수 있는 VMD 략을 구사하는 것이 

요하다. 랜드 이미지와 랜드 컨셉에 합하지 

않은 VMD 략을 구사할 경우 소비자에게 혼동을 

가져올 수 있으며, 더불어 소비자의 부정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패션 랜드

의 비주얼머천다이 는 무엇보다 랜드의 이미지

와 컨셉에 맞도록 VMD의 세부 인 구성요소를 확

인하여 VMD 략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VMD 구
성요소를 활용하여 소비자의 즐거움과 아름다움에 

한 감성  욕구를 자극하고 충족시켜 주는 것이 

요할 것이다. 를 들어, VMD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 인 감정을 형성하도록 유도하기 해 쇼 도

우, 매장 내 PP(Point of sale Presentation), IP(Item 
Presentation) 연출과 진열, 페이싱 랜(Facing Plan)
을 효과 으로 계획하고 매장을 운 할 수 있으며, 
형성된 정  감정은 소비자의 인지 인 제품  

환경에 한 정  평가를 향상시키고 구매 의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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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R. G. Miltenberger, J. Redlin, R. Crosby, M. Stickney, J. Mitchell, S. Wonderlich, R. Faber and J. Smyth, “Direct

and retrospective assessment of factors contributing to compulsive buying,” Journal of Behavior Therapy Vol.
34 (2003), pp. 1-9.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략을 통해 패션 

랜드는 소비자의 기억에 오랫동안 좋은 이미지로 

남을 수 있으며, 충성고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상한다. 
한, 패션 제품은 다른 제품과는 달리 계획 구매

보다는 충동구매와 같은 비계획 구매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51), 소비자에게 정 인 감정을 일

으켜 랜드에 한 감정을 호의 으로 이끌어내고 

매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랜드의 VMD 합성을 

고려한 마  략을 개하여야 한다. 랜드 이

미지  인지도가 낮은 랜드의 경우 소비자가 

랜드에 한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을 수 있으

므로, 통합  마  리 에서 랜드 아이덴

티티  컨셉을 잘 반 한 VMD 략을 구사하여 

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

다. 따라서 랜드 략으로 VMD를 극 으로 활

용하고 다른 경쟁 랜드와 차별화된 이미지로 경

쟁  우 를 확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

다.
본 연구의 한계 은 첫째, 연구 상은 서울  수

도권에 거주하는 20  여자 학생이었으며, 표본은 

편의 표본 추출법에 의해 선정되었다. 특정 지역과 

제한된 연령 집단을 표본으로 하 으므로, 연구결과

를 확  해석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 와 거주지를 고려하여 연

구의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실험 자극물로는 캐주얼웨어 랜드의 매장

사진이 사용되었는데, 다양한 의류 제품군에 따라 

합한 VMD의 요소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는 캐주얼웨어, 여성 정장 랜드 

혹은 남성 정장 랜드  스포츠웨어 랜드 등 다

양한 상품군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 VMD 요인

은 백화 , 리 , 직 , 할인 , 인터넷 쇼핑, TV 
홈쇼핑 등 다양한 쇼핑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

며, 쇼핑 환경에 따른 VMD 이미지가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효과 한 다양할 것으로 기 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는 다양한 쇼핑 환경을 고려한 VMD 합

성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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