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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is study is whether Show Window Display actually affect on purchase and if it

does, how much Show Window Display have influence on the buyer's satisfaction. Show windows are most

important at clothing stores. The show open types of domestic clothing stores are usually open-type and semi

open-type. Show Window Display types of low and middle prices stores are generally opened, horizontal and

storied type and the shape, height, opening type and use of ground floor are different by regional distinct

features. Generally Show Window Display are consisted by lights, mannequins and directed props. In buying

patterns, an impulse buying has more stronger effect than a scheduled buying, a substituted buying and

non-buying. An impulse buying are strongly affected by Design and others are prices. The reason why Show

Window Display affecting on purchase is the satisfaction of Design and the strong stimulus to purchase(impulse

buying), and then Show window Display used by all components strongly has an effect on it. Factors of purchase

desires were Design, price and quality in order and factors of purchase motivations were the motivation of

clothing design and the motivation of impulse buying. Thus the effects of Show Window Display and factors of

purchase motivations are same. As a result of this study, differentiated Show Window Display methods of clothing

stores affect the value of goods, the stimulus of purchase and fostering sales effectiveness. Therefore the

instruction of Show Window Display methods are indicated by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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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상업가로변에서 쇼윈도가 매장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전달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연출과 함께 화려해지고 있

다. 그 이유는 고객들이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는 쇼윈

도 디스플레이를 통해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고, 판

매․경영자 역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쇼윈도 디스플레이가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지, 미친다면 쇼윈도 디스플레이가

구매자의 만족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다.

특히 이윤창출이 목적인 상업공간은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와 생활패턴의 변화상이 가장 구체적으로 반영되는

공간으로, ‘무엇을 살 것인가에서 어디서 살 것인가’로

전환된 현대인들의 소비 마인드를 적절히 자극할 수 있

도록 쇼윈도 디스플레이가 연출되어야 한다.1)

소비자의 접근성이 높은 상업가로변2)의 건물 1층에는

가전제품, 의류제품, 스포츠용품, 화장품, 커피전문점, 제

과제빵점, 플라워 샵과 같이 다양한 매장들이 있지만, 이

중에서 더욱 예민하게 변화하고 유동인구가 쉽게 접근하

여 쇼윈도 디스플레이의 영향과 가장 밀접한 관계라고

여겨지는 의류매장의 경우, 특히 구매동기나 구매욕구에

가전이나 화장품 등 다른 용도의 상업시설에 비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쇼윈도

디스플레이가 실제로 구매에 미치는지, 미친다면 쇼윈도

디스플레이가 구매자의 만족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

는지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개성을 중시하는 현대인들은 자신이 즐겨 찾는

1) 호수진, 실내공간의 이미지 정체성 구축을 위한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1

2) 본 연구에서 상업가로변은 용도지역에 따른 분류가 아닌 상업기능

을 하는 시설이 위치한 가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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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찾으려 할 뿐만 아니라, 그 분

위기 가운데 새로운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경향이 뚜렷하기에, 변화하는 유통환경시대에 대응하여

특색 있는 의류매장으로서 차별화, 혹은 개성화하는 쇼윈

도 디스플레이 이미지 연출이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의류매장 중 충동구매 욕구가 강한 젊은 여성

들의 캐주얼 의류제품을 대상으로 쇼윈도 디스플레이가

상업가로변의 1층 의류매장의 구매욕구에 미치는 영향

여부와 쇼윈도 디스플레이의 영향 정도를 연구하여 계량

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논문의 연구의 방법으로는 쇼윈도 디스플레이와 관

련된 국내․외 저서, 선행연구논문, 간행물, 인터넷 사이

트 검색 등에서 개념을 고찰하고 의류매장을 쇼윈도의

유형화하였다. 이를 토대로 쇼윈도 특성을 분석한 후 제

품유형에 따른 쇼윈도의 특징을 조사하였다.

상업가로변 중저가 의류매장의 쇼윈도 디스플레이 유

형, 색채와 조명 등을 포함한 디스플레이 구성요소를 조

합한 5가지 타입별로 실제현황 분류하여 현장조사 하였

다. 현장조사와 설문조사에서는 의류매장 구매고객들의

쇼윈도 디스플레이에 대한 인식도 및 구매고객에게 영향

을 미치는 디스플레이 방법에 대한 조사, 분석에 중점을

두었다. 분석된 사례를 토대로 구매욕구에 영향을 주는

쇼윈도 디스플레이 구성 자료를 제시코자 한다.

상업가로변 여성의류매장 이미지 상승을 위한 쇼윈도

디스플레이가 구매욕구에 미치는지 영향에 관한 연구로

서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쇼윈도는 매장의 종류, 규모, 입지조건에 따라 성별,

연령별, 소득별에 따라 고가, 중가, 저가 제품에 따라 그

형식이 달라지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리적 범위로 유동인

구가 많고 의류매장의 밀집지역인 4지역의 가로 선택하

여 가로의 유형 검토와 전체매장대비 의류매장 비율과

전체매장대비 중저가 판매의류매장 빈도수 파악하고 특

화거리 유무를 확인하여 조사대상 가로를 선정하였다.

또한 특화가로는 현황분석을 통해 크게 패션거리와 젊은

이들의 거리로 구분하였으며, 패션거리로 서울 명동거리,

부산 광복동 패션거리를, 젊은이들의 거리로는 서울 압

구정동 로데오거리와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을 선정하였

다. 공간적 범위로는 상업가로변 중저가 여성의류 매장

으로 제한하였으며, 시간적 범위로는 2005년에서 2011년

까지 개설된 매장으로 상품의 수명주기가 짧은 의류매장

의 특성을 고려하여 범위를 축소시켰다. 스케일 범위는

백화점이나 아울렛 등 큰 규모의 상업유통시설 안의 매

장이 아닌, 20～30대 젊은 층의 수요변화에 즉각적 대응

이 비교적 용이하고 최신의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상업가로변 가로폭 12m이상의 도로로 전체매장대비 의류

매장 비율 약 50%이상이며 의류매장 중저가 판매의류매장

빈도수가 약 30개 이상에 해당되는 유형을 고려하고 특화

거리로 지정된 4가지 검토조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위치한

중저가 의류매장을 선정하여, 쇼윈도 디스플레이 물리적

현황을 조사하고 특징을 파악하여,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구매욕구와 쇼윈도 디스플레이 방법의 연관성을 찾고 상

업지역 매장의 미래 전략을 위한 제안을 도출하고자한다.

구분 연령별3) 성별 의류복종별 유통채널별 가격대별 비고

본

연구의

대상과

범위

19～39세

(20～30대)
여성 캐주얼 전문점 중저가

▸의류복종 구분4):

남성복/여성복/캐주

얼/스포츠복/외투류

/내의류/유아동복

▸유통채널 구분5):

백화점/전문점/할인점

/재래시 장 / O u t l e t /

Non-Store

▸가격대 구분: 고

가/중가 /중저가 /저

가

<표 1> 본 연구의 대상과 범위

2. 쇼윈도 디스플레이의 특성과 형식

2.1. 쇼윈도 디스플레이의 개념

쇼윈도 디스플레이(show window display)는 일종의

판매연출로서, 상품을 효과적으로 배열하는 것뿐만 아니

라, 상품을 판매촉진 시킨다는 목적의식 아래 단순히 진

열이나 장식이라고 하는 공간조형의 영역을 넘어서 고객

들의 심리적인 조건을 기본으로 하여 그 점포와 상품의

개성을 한층 부각시키기 위한 판매연출을 말한다.6)

쇼윈도는 매장의 이미지를 표현하여 그 매장의 얼굴을

나타내며, 상품을 부각시켜 시각을 통하여 고객의 심리

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매장의 격을 표현하는 것이 쇼

윈도 역할이라 할 수 있다.7) 즉, 쇼윈도는 판매자가 고객

에게 어떠한 주제나 정보전달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장소

가 되는 것이고, 쇼윈도에서 상품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여 고객의 구매의욕을 돋구어 상점 안으로 유도하

여 판매매출과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판매촉진 수단이

되는 것이다.8)

상업활동 공간의 전시부분인 쇼윈도 디스플레이는 상

3) 스위칭(SWITCHing): 제일기획이 보편적인 한국 소비자상을 분석

해 내놓은 용어. 13～18세, 19～24세, 25～29세, 30～39세, 40～49

세, 50～59세 연령대별 특징을 함축하는 영어단어 머리글자를 딴

것, 대한민국 라이프스타일 보고서, 2007

4) 상반기 한국패션시장 분석 및 하반기 전망, 패션저널, 2011, p.3

5) 박선현․이인혁․안혜영, 소비패턴 변화가 유통채널에 미치는 영

향,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08, pp.32～33

6) 이호정, 복식산업론, 서울 유신문화사, 1986, p.156

7) 사공수연․강수경, 패션 비주얼머천다이저, 시대고시기획, 2007, p.78

8) 문민희․천진희, 쇼윈도 디스플레이 분류 유형에 따른 비교분석,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10 No.3, 2008,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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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가치 부각과 판매활동의 목적으로 한 구매촉진을

위한 “조형요소에 의해 연출되는 디스플레이”를 뜻하며

그 시대의 사회, 경제의 변화, 패션 경향의 변화 등 다양

한 현상들과 연계성을 지니고 문화적으로는 사회의 한

단면을 표출하는 시사적인 비주얼 언어로서의 대중적인

표현 예술 작업이기도 하다.9)

오늘날 패션산업의 주축을 이루는 여성의류 매장의 디

스플레이는 판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품의

독창성과 트렌드의 흐름을 잘 파악하여 패션이미지와 매

장 이미지를 서로 조화시켜 효과적인 디스플레이를 실시

하는 것이 중요하다.10)

2.2. 쇼윈도 디스플레이의 형식

쇼윈도 디스플레이는 쇼윈도 배면형식, 쇼윈도 단면형식,

쇼윈도 구성요소, 구성요소의 조합에 의한 쇼윈도 연출형식,

쇼윈도 연출방법 등 구매동기에 영향을 주는 쇼윈도 디스플

레이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쇼윈도 배면형식

쇼윈도 디스플레이 형식은 쇼윈도의 개방형태에 따라

개방형, 반개방형, 폐쇄형, 아일랜드형, 소형윈도형으로

나뉜다. 쇼윈도 배면형식 분류에서 개방형, 반개방형, 폐

쇄형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된 선행연구와 자료

가 많이 부족하여, 본 연구자가 연구를 위해 의류매장의

쇼윈도 형태 구분을 하기위해서 쇼윈도 벽 면적 30% 미

만일 경우 개방형, 30% 이상에서 90% 이하일 경우 반개

방형, 90% 초과일 경우 폐쇄형으로 기준을 제시하여 진

행하고자 한다.11)

<표 2> 쇼윈도 디스플레이의 형식 분류에서 알 수 있

듯이 쇼윈도 배면형식 특성은 다음과 같다.

쇼윈도 배면형식 특성은 작은 규모의 상품에 대한 주

목성을 높이고 디테일한 연출을 위해서는 배경이 막힌

폐쇄형이 바람직하지만 공간의 확장성과 입체적인 효과

를 원할 경우 배경이 열린 개방형, 반개방형의 배면 방

식이 유리하다. 폐쇄형은 독립된 공간으로 존재하므로

상품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디스플레이가 중요한 반면,

개방형은 내부 공간 디자인과 연계되어 디자인되어야 한

다.12) 따라서 공간의 크기, 상품의 크기 및 종류에 따라

9) 권양숙, 쇼윈도 디스플레이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No.38, 2003, p.233

10) 김현진, 여성복 매장의 감각적 분류에 따른 소도구 역할에 관한 연

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p.7

11) 개방형(벽 면적 30%미만), 반개방형(벽 면적 30%이상～90%이하),

폐쇄형(벽 면적 90%초과) 선정기준은 현장조사에서 반개방형은 패

널, 스크린, 커튼 등의 연출소품으로 부분 차단시킨 형태이며 매장

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공간분리 역할이 크다. 폐쇄형은

대부분 100% 밀폐된 공간에 색채를 연출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쇼윈도 구성요소를 이용한 명확한 쇼윈도 연출유형 구분을 위해

이 기준을 반영한다.

12) 서유석, 세계의 도시경관과 건축문화 제2권 ‘도시야간경관’, 시공문

배면 방식이 정해진다고 할 수 있다.13)

구분 분류 개념도 특성 관련사진

배

면

형

식

개

방

형

∙매장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

이는 윈도로 내부 조명 반사

유의

∙내부가 보이는 개방형에 윈

도 안에 또 다른 윈도를 설

치하여 주목율을 높인다.

반

개

방

형

∙공간이 확장되어 보이고 쇼

윈도 면을 크게 활용

∙공간의 깊이를 활용할 수 있

고 매장내부의 호기심을 유발

폐

쇄

형

∙패널로 막힌 매입형 폐쇄 윈

도로 조명으로 인해 제품을

더욱 부각

∙밀폐된 공간 안에서 조명,

색채, 이미지 패널, 마네킹으

로 효과적인 디스플레이를

표현

아

일

랜

드

형

∙네 면에서 고객시선을 유도

할 수 있어 제품의 특징을

잘 표현

∙배경처리를 할 수 없다는 단

점과 유리에 빛이 반사 되어

시선처리의 어려움

소

형

윈

도

형

∙제품을 반복적으로 디스플레

이 하여 지나가는 사람을 유도

∙제품과 소품을 적절하게 디

스플레이 하여 제품의 특징

을 잘 표현하고 있으며, 색

채대비를 통해 시각을 유도

단

면

형

식

단

층

형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1층

전면에 위치하는 진열상품에

의해서 쇼윈도 크기와 바닥

의 높이 결정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시선의

50°～60° 범위 내 진열 이상적)

다

층

형

∙다층 건물의 매장에서 각 층

마다 쇼윈도를 설치한 것으

로 입체적으로 다루면 매장

의 규모와 이미지를 강하게

표현

투

시

형

∙1층과 2층이 통합되어진 하

나의 공간으로 매장의 전면

부를 상품전시 쇼윈도로 활

용한 형식

<표 2> 쇼윈도 디스플레이의 형식 분류

※ 출처: 김재연(1998), 오승희(2005), 문민희․천진희(2008) 발췌 재구성

(2) 쇼윈도 단면형식

쇼윈도 단면형식에 따른 쇼윈도의 특성은 가장 디자인

이 중시 되어야하는 것으로 가시거리와 상품의 종류, 크

기 등과 관련된다. 단층형은 1층 높이 이내에만 위치한

관계로 근거리에서의 주목성은 좋으나 원거리의 주목성

은 미흡한 반면, 2층 이상의 높이로 확대된 다층형과 투

시형은 원거리에서의 주목성은 좋으나 근거리에서 눈높

이 이상의 디스플레이는 명시성과 가독성이 떨어지기 쉬

우므로 연출 효과를 고려해야한다. 특히 투시형은 쇼윈

도 전면의 높낮이를 고려한 연출이 필요하다.

화사, 2010, p.230

13) 문민희․천진희, op. cit., pp.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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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류매장에서는 단층형 형태를 가장 흔히 볼 수

있고 1층 전면에 위치하는 쇼윈도에 디스플레이 되어 있

으며, 2층 이상의 쇼윈도는 브랜드 매장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든 편이다. 그러므로 1층의 쇼윈도는 소비자

가 잘 볼 수 있는 시각 범위(50°～60°)를 고려하여 상품

을 진열해야한다. 매장전체가 쇼윈도이거나, 2층 또는 3

층으로 되어있는 다층형, 투시형 쇼윈도로 구성되는 경

우는 쇼윈도를 더욱 입체적으로 다루면서 매장 규모와

이미지를 더욱 강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가시거리

가 길어야 하는 단점이 보이며 전시상품 선정과 전시방

법에서 주목을 끌도록 신중을 기하여야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백화점이나 대형매장에서 효과

적인 아일랜드형을 제외하고 쇼윈도 배면형식에 따라 개

방형, 반개방형, 폐쇄형, 소형윈도형으로 구분하였고, 단

면형식에 따라 단층형, 다층형, 투시형으로 구분하여 세

부적으로 고찰하였다.

(3) 쇼윈도 구성요소

쇼윈도 구성요소는 색채, 조명, 마네킹, 연출소품으로

한정하였으며, 특히 조명은 점등 유무가 시간이나 상황

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구성 요소 파악을 위해 조명

이 켜져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이 물리적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연출한 쇼윈도의 상관관계 조사하

여, 소비자나 상업가로변 보행자의 구매욕구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조사하였다.

(4) 쇼윈도 연출형식

본 연구에서는 쇼윈도 구성요소 4가지를 조합하여 구

매욕구에 영향을 주는 쇼윈도 연출형식으로 분류하였다.

A～E 타입으로 5가지 연출형식을 지정해서 상호 비교하

쇼윈도 연출형식

￭ A―TYPE ￭ B―TYPE

￭ C―TYPE ￭ D―TYPE

￭ E―TYPE

<표 3> 쇼윈도 연출형식(구성요소 조합유형)의 분류

기 쉽도록 분류, 이미지화하여 쇼윈도 디스플레이에 영

향을 미치는 쇼윈도 형식들을 조사하였다.

(5) 쇼윈도 연출방법

쇼윈도의 연출방법(활용상)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14) (<표 4> 참조)

첫째, 이미지 위주형이다. 직접 판매를 위한 주력 상품

보다는 매장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방법이다. 매장의

상징적 효과를 의도하는 것으로서 상품이 전혀 없는 것

은 아니지만 매장의 이미지 표현이 주가 되는 디스플레

이이다. 주로 백화점 같은 대형매장에서 볼 수 있다. 이

러한 윈도는 경쟁 업종이 밀집한 곳에서 자신의 매장을

강하게 부각시킬 수 있으며 디자인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연출성이 대담하고 예술성이 우수한 경우를 볼 수 있으

며, 독립된 공간인 경우가 많다.

둘째, 상품 위주형이다. 상품 위주형은 시즌별 사계절

의 신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적 주력 상품으로 보여주며,

매장 안에 들어오지 않아도 소비자의 마음을 이끌 수 있

는 장점도 있다. 이러한 쇼윈도 연출방법은 소형매장이나

전문점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며, 취급하는 각종 상품의 특

징을 보여주고, 고객에게 구매욕구를 느끼게 한다.

셋째, 혼합형 연출이다. 상품과 매장의 이미지를 표현

하는 것으로 시즌 테마에 맞는 상품과 연출 오브제가 흥

미롭게 표현된다. 일반적으로 혼합형은 백화점이나 전문

점의 형태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다. 혼합형은 여러 연출

방법 중에 가장 보편화 된 연출이며 국내의 경우 혼합형

연출이 대부분이다.

본 연구와 관련된 쇼윈도 디스플레이 형식별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쇼윈도

배면형식

쇼윈도

단면형식

쇼윈도

구성요소

쇼윈도

연출형식

쇼윈도

연출방법

개방형 단층형 색채

A-TYPE

색채+조명+마네

킹+연출소품

이미지

위주형

반개방형 다층형 조명

B-TYPE

조명+마네킹+연

출소품

상품

위주형

폐쇄형 투시형 마네킹
C-TYPE

색채+조명+마네킹
혼합형

소형

윈도형
연출소품

D-TYPE

색채+조명+연출

소품

E-TYPE

색채+마네킹+연

출소품

<표 4> 쇼윈도 디스플레이 형식별 요소

3. 가로와 쇼윈도 디스플레이의 물리적

구성요소 조사

14) 롯데백화점, VM 교육자료, 2006,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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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가로명 특화거리 명칭

서울시

명동 쇼핑거리 패션 거리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 젊은이들의 거리

신사동 가로수길 젊은이들의 거리

부산시 광복동 패션거리 패션 거리

<표 5> 조사대상 특화가로 현황

가로

대상
가로의 유형

서울

명동

▪보차혼용방식(지역의 특성상 보행자 전용도로에 가까움, 물류의

이동과 반출입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보차혼용방식 채택) / 가로폭 15m

▪왕복 차로

▪도로의 재질 : 석재(적극적인 디자인 패턴 있음)

▪차로와 보도 구분 없음

부산

광복동

▪보차공존방식 / 가로폭 15m

▪편도 1차로(일방통행)를 중심으로 좌우에 보도 설치(균등 분할)

▪도로의 재질 : 차로―석재, 보도―석재(소극적인 디자인 패턴 있음)

▪차로와 보도의 구분은 평면적인 구획선과 시설물(화분 등)에 의해

구분, 차로와 보도는 단면차이 없음

서울

압구정동

▪보차공존방식 / 가로폭 12m

▪편도 1차로(일방통행)를 중심으로 좌우에 보도 설치(불균등 분할)

▪도로의 재질 : 차로―석재, 보도―석재(소극적인 디자인 패턴 있음)

▪차로와 보도의 구분은 평면적인 구획선과 조경 등의 시설 및 석재의

디자인 패턴에 의해서 구분, 차로와 보도는 단면차이 없음

서울

신사동

▪보차병행방식 / 가로폭 15m

▪왕복 2차로 / 도로 한쪽 측면에 노상주차 구획 설치(평행주차형식)

▪도로의 재질 : 차로―아스콘, 보도―석재(디자인 패턴 없음)

▪차로와 보도의 구분은 단면에 의한 구분

<표 6> 대상가로의 유형 비교 분석

3.1. 조사대상 상업가로의 선정기준

(1) 조사대상지 선정기준

상업가로변 쇼윈도 디스플레이의 사례조사 대상지역은

상업지역의 가로변에 인접한 의류매장을 위주로 접근하

였으며, 본 연구의 주제에 맞게 대상지 선정에 신중을

기하였다.

현대사회는 바쁜 생활 속에서 빠른 시간 안에 모든 것

을 해결하려는 소비자의 심리를 고려하여 짧은 동선으로

여러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지고 있

어 의류매장 또한 상권이 좋은 지역이나 특정거리로 편

중하고 있다. 패션의류매장은 보편적으로 2～3년마다 리

뉴얼 공사를 하므로 현존하는 매장의 수보다 훨씬 많은

작업이 이루어진다. 트렌드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많은

변화를 추구하고 쇼윈도 디스플레이 역시 그 흐름에 맞

는 연출을 꾀하고 있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지 선정은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접근한다.

첫째, 전국 특화거리 현황을 통한 특화가로 지정 유무

이다.

둘째, 검토 대상가로의 유형 비교 분석을 통한 특성

파악이다.

셋째, 검토 대상가로의 물리량 조사와 의류매장 형식

과 분포 파악이다.

(2) 특화가로 지정 유무

특화가로라 함은 도시지역 내에서 상업지역의 지역 분

화가 이루어지고 소비행태가 다양화되면서 나타난 새로

운 상업 형태로 동일 혹은 유사한 기능의 상업업종들이

직접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군집을

이루어 입지하는 거리를 말한다.15) 이러한 특화거리는

군집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리 내 기능들을 더

기능화 시켜 이익을 창출하는데 있어 특화거리만이 가지

고 있는 주제별로 테마를 정하고 거리 분위기를 디자인

하는 것이다.

현,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각 지방자치별로 특

화가로와 같은 상업지역을 조성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

세이다. 특화가로는 최근 들어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각

지역이나 시별 관련 자료에서 정확하게 특화가로를 구분

짓는 자료가 현저하게 미흡한 실정이다.

15) 손재룡, 특화거리조성의 변천과정에서 나타난 Network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1

<표 5> 특화가로 현황을 통해 본 연구는 패션거리로

서울 명동 쇼핑거리, 부산 광복동 패션거리이며 젊은이

들의 거리는 서울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이 해당된다.

(3) 대상가로 유형 비교 분석

<표 6> 대상가로의 유형 비교 분석 결과, 서울 명동

과 압구정동, 부산 광복동은 보차혼용과 보차공존 도로

로서 자동차보다는 보행자 우선의 도로이다. 서울 명동

거리의 경우는 가장 오래된 서울 구도심의 한 부분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가로망을 그대로 이용하여 보행

자 위주의 보차혼용방식을 채택하여 자동차보다는 보행

자 위주의 상업가로로 조성하였으며, 부산 광복동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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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와 서울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보차공존방식의 도로를 채택하여 자동차보다

는 보행자 위주의 가로를 유도하여 상권을 형성하였다.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은 차량위주의 가로망으로 위의

다른 3지역이 의도적으로 보행자 우선의 상업가로를 조

성 것과는 달리 일반적인 보차병행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상가로의 물리량 조사와 의류매장 형식과 분포 파악

을 포함한 3가지 접근방법에 의해 조사대상 상업가로가

선정되었으며 다음 <표 7>과 같다.

특화거리

명칭
지역

특화

가로명

가로

폭

전체매장대비

의류매장비율

의류매장대비

중저가의류매장

빈도수

패션거리

서울 명동 쇼핑거리 15m 48.0% 49

부산 광복동 패션거리 15m 58.2% 65

젊은이들의

거리

서울 압구정동 로데오거리 12m 48.4% 31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 15m 56.1% 34

<표 7> 조사대상 특화가로 선정기준

3.2. 대상가로의 물리적 특성 조사

(1) 대상가로의 물리적 현황 조사

대상가로로 선정된 4곳은 서울이나 부산의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부분 교통시설의 접근성이 좋고 특정

밀집 업종이 있는 곳으로 의류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에

게 모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곳이다.

1회 사전조사(조사기간 2011. 3～5월)와 2회 현장조사

(조사기간 2011. 11월)에서 살펴보면, 몇 달 사이 패션매

장이 사라지고 다시 또 다른 매장이 들어서는 빠른 변화

를 실감할 수 있었다. 유행이나 트렌드의 변화를 발맞추

기 위해 의류매장마다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2) 쇼윈도 디스플레이 물리적 구성요소 조사

패션거리로 지정된 명동, 광복동 쇼핑거리와 젊은이들

의 거리로 지정한 압구정동 로데오거리, 신사동 가로수

길 순서로 진행되며 다음 <표 8>, <표 9>, <표 10>,

<표 11>과 같다.

<표 8> 서울 명동 패션거리

<표 9> 부산 광복동 패션거리

<표 10> 서울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

<표 11>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

대상가로 4곳의 물리적 형식별 매장 현황 결과는 다음

<표 12>와 같다.

대상가로

중저가

의류매장

쇼윈도

배면형식

쇼윈도

구성요소

쇼윈도

연출형식

매

장

수

조

사

수

개

방

형

반

개

방

형

폐

쇄

형

색

채

조

명

마

네

킹

연

출

소

품

A B C D E

서울

명동
49 55 27 11 23 15 55 52 45 9 33 4 2 0

부산

광복동
65 65 51 23 14 10 65 64 65 10 54 0 0 0

서울

압구정동
31 31 18 14 9 5 31 27 30 5 21 0 0 0

서울

신사동
34 34 21 15 4 2 34 29 33 2 26 0 0 0

<표 12> 대상가로의 물리적 현황

<표 12>에 의하면 명동의 경우, 조사대상 전체 매장

수에 비해 실제 조사 빈도수가 상이한 이유는 중저가 브

랜드 매장과 대형여성의류 매장의 분포가 높은 패션상권

답게 다층형, 투시형 매장과 한 매장 안에 다수의 쇼윈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1권 4호 통권93호 _ 2012.08102

위

치
매장명

쇼윈도 배면형식 쇼윈도 구성요소 쇼윈도

연출

형식
개방형

반개

방형
폐쇄형 색채 조명 마네킹

연출

소품

17 GUESS
좌 ● ● ● -

우 ● ● ● ● ● A

23 EXR
좌 ● ● ● ● ● A

우 ● ● ● ● B

25 NIKE
좌 ● ● ● ● B

우 ● ● ● -

37 GAP
1F ● ● ● ● ● A

2F ● ● ● -

45 A 2page
좌 ● ● ● ● D

우 ● ● ● ● B

49 WHO.A.U
좌 ● ● ● ● C

우 ● ● ● ● B

<표 13> 서울 명동의 물리적 차이 현황

도 형식을 갖추고 각기 다른 연출로 소비자의 주목을 끌

고 있다. 특히 효과적인 디스플레이 연출을 위해 폐쇄형

은 명동(38%)이 압구정동(22%), 광복동(16%), 신사동

(10%) 보다 높은 분포이다. (<표 13>, <표 14> 참조)

(3) 쇼윈도 디스플레이 물리적 구성요소 분석

구분 그래프 형식 분석

쇼윈도

배면형식

∙광복동(58%), 신사동(52%),

명동(44%), 압구정동(44%)

로 광복동, 신사동은 소

규모 중저가 매장이 대

부분으로 공간을 넓게

보이면서 고객에게 강

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개방형을 가장 선호

쇼윈도

단면형식

∙단층형은 젊은이들의 거

리 신사동(97%), 압구정

동(65%) 소규모 여성의

류매장에 높게 분포

∙다층형은 패션거리 명

동(76%), 광복동(51%) 多

∙투시형은 명동, 압구정동

각2개 매장 소량분포

쇼윈도

구성요소

∙조명은 모든 쇼윈도의

필수조건

∙명동은 조명, 마네킹,

연출소품 순서로 조사됨.

폐쇄형만 색채(9%) 보임.

∙광복동, 압구정동, 신사

동은 조명, 연출소품,

마네킹 순서로 조사됨.

쇼윈도

연출형식

∙B타입은 광복동(83%), 신

사동(76%), 압구정동(68%),

명동(60%) 대상가로 모

두 가장 많이 선호

∙명동은 C타입(7%), D타

입(4%) 소량 분포

∙대상가로 모두 조명 없

는 의류매장이 없기 때

문에 E타입은 전혀 없다.

∙기타는 조명+마네킹, 조

명+연출소품의 경우 해당

쇼윈도

연출방법

∙패션거리 명동, 광복동

은 3가지 연출방법 골

고루 분포

∙젊은이들의 거리 압구

정동(50%), 신사동(70%)

은 상품위주형으로 상

품연출에 주력

<표 14> 쇼윈도 디스플레이 물리적 구성요소 조사

<표 14>의 현장조사에 의한 물리적 구성요소 조사 분

석은 다음과 같다.

쇼윈도 배면형식은 대상가로 모두 개방형을 추구하였

다. 광복동, 압구정동, 신사동은 개방형 다음으로 반개방

형을 보였다. 다만, 명동 패션거리는 브랜드 매장의 영향

으로 폐쇄형(38%)이 다른 대상가로보다 높게 나타났다.

쇼윈도 단면형식은 패션거리 명동(76%), 광복동(51%)은

다층형이 많으며 단층형, 투시형을 볼 수 있었고, 젊은이

들의 거리 압구정동(65%), 신사동(97%)은 소규모 여성의

류매장들이 즐비하여 단층형을 거의 대부분 추구하였다.

쇼윈도 구성요소는 조명이 가장 영향력이 크며, 근소

한 차이로 연출소품과 마네킹의 분포가 높았다. 색채는

폐쇄형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쇼윈도 연출형식은 대상가로 모두 B타입의 조명+마네

킹+연출소품 구성이 많으며, A타입의 색채+조명+마네킹

+연출소품 구성도 명동(16%), 압구정동(16%), 광복동

(15%), 신사동(6%)은 소량 조사되었다.

쇼윈도 연출방법은 대상가로 전부 상품 위주형을 추구

하였으며, 이미지 위주형과 혼합형은 브랜드 매장에서

주로 볼 수 있었다.

상업가로변 소규모 의류매장들의 쇼윈도 배면형식에서

개방형과 반개방형이 많다. 그 이유는 공간적 제약 때문

이다. 건물의 전면부를 출입구와 쇼윈도로 구분 지어야

하므로 상업가로에서 특히 의류매장은 건물의 일부를 차

지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공간적 여유가 없다.

쇼윈도 디스플레이는 시선을 집중시켜 매장 내부로 진

입하도록 감동적인 호소력을 요구한다. 불특정 다수의

잠정 고객에게 미적 즐거움과 문화적 정보 및 정서제공

은 물론 매장의 개성화나 창의적인 표현으로 상품에 대

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품 판매 이윤의 극대

화에 이르게 된다.

20～30대 주요 소비자가 주로 찾는 중저가라인 의류매

장은 같은 가격대에서 남과 차별적인 제품과 디자인을

선호하고 의류매장 쇼윈도 디스플레이의 영향으로 매출

의 차등이 보인다.

이런 이유 때문이라도 의류매장의 독특한 개성과 분위기

가 표현되어야 하며 디자인의 내외적 통일성과 계절이나

유행을 앞서가는 미래지향적 디스플레이 및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기 적합한 색채나 재료, 조명 등 디자인 모든 요소

들이 타 매장과 차별화되도록 꾸준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4. 구매동기에 대한 구매자 집단의 만족도

조사

4.1. 구매자 집단의 선정

구매자를 대상으로 대상가로 상업지역의 상업가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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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만족도 조사 분석

구매패턴

▪구매패턴에서 대체구매와 비구

매는 전체대비 12.5%이지만, 계

획구매, 충동구매가 140명(87.5%)

을 차지하였다. 비구매를 제외

한총 인원의 약 93%가 의류매장

에 들어가서 실제 구매로 이어짐.

▪충동구매(79명)가 계획구매(61명)

보다 약 11% 높게 조사됨.

계획구매

(정보습득

경로)

▪계획구매를 하는 61명(38.1%)의

정보습득 이유를 살펴보면, 인

터넷을 통해 비교한 후에 구매

하는 경우가 50명(82%)으로 가

장 많고, 평소 지나다니면서 마

음에 드는 제품을 사전 정보습

득 후 구매하는 경우가 14.8%,

주변 지인이나 친구를 통해 매

장소식과 착용모습을 보고 구매

하는 경우는 극소량 조사됨.

대체구매

이유

▪다른 제품을 대체구매하는 이유

를 살펴보면, 응답자 중에서 각

33%씩 다른 제품이 마음에 들

어서, 더 괜찮은 제품을 발견해

서라는 이유이며 시간이 없어서

가 약 22%, 원하는 제품이 없

어 차선책으로 그냥 구입하는

경우가 소량 조사됨.

비구매

이유

▪비구매 이유는 구입계획이 있어

실제 매장을 방문했지만, 생각

보다 비싼 가격 때문에 비구매

한 경우가 55%로 나타났고, 매

장에서 직접 착용했으나 치수,

디자인이 불만족스럽고 어울리

지 않아서 구매하지 않은 이유

가 27%이며 나머지 18%가 인

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할 계획으

로 비구매하는 것으로 조사됨.

충동구매

이유

▪구매욕구를 느껴 충동구매하는

79명(49.4%)의 이유를 살펴보면,

디자인이 마음에 들고 예뻐서

구매한 경우가 59명(74.7%)으로

가장 많고, 가격 저렴해서 17명

(21.5%), 그냥 소유하고 싶어서

가 극소량 조사됨.

▪쇼윈도에 연출된 옷을 보고 디

자인이 만족스러워서 충동구매

하는 뚜렷한 결과가 얻어짐.

<표 16> 구매패턴 만족도 조사

<그림 5> 상업가로변

매장의 구매여부

<그림 6> 구매물품 유형

쇼윈도 디스플레이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선정 대

상가로 4지역의 의류매장에서 기다렸다가 현장에서 실

구매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면 가장 좋은 경우의

사례지만, 유동인구도 많고 제품 유형별 취향도 다른 구

매자에 맞춰 다수의 매장 앞을 기다려 일일이 만족도 조

사를 하는 한계에 부딪혀 대상가로 중에서 서울은 패션

거리면서 상권이 활발한 명동과 트렌드를 이끄는 젊은이

들의 거리인 신사동 가로수길, 부산은 광복로 상징조형

물 주변을 만족도 조사 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현장에서

쇼핑, 만남의 목적을 가진 20～30대 남성, 여성을 대상으

로 상업가로변 제품유형을 설문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과 범위에 해당되는 20～30대, 여성, 캐

주얼, 중저가, 전문점을 기준으로 하는 의류구입 유무를

통해 의류구입 대상자로 구매자 집단을 선정하였다.

만족도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는 부산시에서 2011. 11.

29, 서울시에서 2012. 03. 27～28 실시하였으며, 총 160부

를 배부하여 100% 회수하였다. 설문조사 실시 시 설문

문항별로 자세한 설명 뒤에 응답을 받았으며, 설문조사

대상자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성별 비율 <그림 2> 연령별 비율

<그림 3> 방문 횟수 <그림 4> 방문 이유

평가인자의 비구매자 집단과 구매자 집단은 의류제품과 소

비자 특성의 영향을 받아 제품에 대한 구매행동을 통해 구분

되며, 구매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들은 153명(95.6%)으

로 구매자 집단이라 하였고, 구매경험이 ‘없다’도 대답한 응

답자들은 7명(4.4%)으로 비구매자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4.2. 구매자 집단의 구매동기 만족도

구매자 집단에 의한 구매동기 만족도 조사는 3가지 방

향으로 구분되어 <표 15>와 같이 구매동기 특성을 조사

분석하였다.

구매동기 만족도 조사방향

구매패턴 계획구매, 대체구매, 비구매, 충동구매 이유 조사

쇼윈도 디스플레이 영향 디스플레이가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조사

구매동기 영향 디스플레이 구성요소로 인한 요인 조사

<표 15> 구매동기 만족도 조사

(1) 구매패턴

4가지 구매유형을 구매패턴16)이라 명명하여 각각의

패턴 이유를 조사하면 다음 <표 16>과 같다.

16) 구매패턴은 구입 전부터 계획하고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를 ‘계획구

매’, 구입 전부터 계획하고 구매하려 했지만 재고소진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제품을 대체 구매하는 경우를 ‘대체구매’, 구입계

획은 있었지만 실제 매장에서 여러 요인으로 구매하지 않는 경우

는 ‘비구매’이고, 구입계획은 없었지만 상업가로변 매장을 보고 구

매욕구를 느껴 구매하는 경우를 ‘충동구매’이다. 이 4개의 경우에

해당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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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구매자 집단의 구매동기 만족도 조사 분석

구분

물리적 요소(%)
심리적 요소

비

고

비구매자
집단 선호도(%)

구매자
집단만족도(%)

명
동

광
복
동

압
구
정
동

신
사
동

전
체

서
울

부
산

전
체 선호 형식 서

울
부
산

전
체

44.0 58.0 44.0 52.0 ● - 31.0 ● - -

쇼

윈

도

디

스

플

레

이

쇼윈도

배면

형식

개방형 √

반개방형 18.0 26.0 34.0 38.0 - 28.0 ◯ - -

폐쇄형 38.0 16.0 22.0 10.0 - 20.0 - -

소형

윈도형
- - - - - 21.0 - -

개방형

쇼윈도

구성

요소

색채 9.0 5.0 6.0 2.0 - 26.8 ◯ - -

조명 33.0 32.0 33.0 35.0 ● - 27.4 ● - - √

마네킹 31.0 31.0 29.0 29.0 - 21.9 - -

연출소품 27.0 32.0 32.0 34.0 ◯ - 23.9 조명 - -

쇼윈도

연출

형식

A타입 16.0 15.0 16.0 6.0 ◯ - 22.4 ●

B타입

- - √

B타입 60.0 83.0 68.0 76.0 ● - 18.7 - - √

C타입 7.0 - - - - 19.0 - -

D타입 4.0 - - - - 21.1 ◯ - -

E타입 - - - - - 18.8 - -

쇼윈도

단면

형식

단층형 20.4 46.1 64.5 97.1 ● - -

단층형

- - √

다층형 75.5 50.8 35.5 2.9 ◯ - - - -

투시형 4.1 3.1 - - - - - -

쇼윈도

연출

방법

이미지

위주형
33.0 35.0 30.0 10.0 ◯ - 32.0

상품위주형

- -

상품

위주형
33.0 35.0 50.0 70.0 ● - 32.7 ◯ - - √

혼합형 34.0 30.0 20.0 20.0 - 35.3 ● - - √

구

매

동

기

구매

패턴

충동구매 - - - - - -

-

53.1 45.7 49.4 ● √

계획구매 - - - - - - 33.3 42.9 38.1 ◯

대체구매 - - - - - - 5.5 5.7 5.6

비구매 - - - - - - 8.1 5.7 6.9

구매

욕구

요인

가격 - - - - - -

-

26.9 25.7 26.3 ◯

디자인 - - - - - - 34.2 38.4 36.3 ● √

품질 - - - - - - 12.8 11.0 11.9

구매

동기

요인

패션

디자인
- - - - - -

-

42.4 41.4 41.9 ● √

충동구매

(구매욕구)
- - - - - - 37.6 40.0 38.8 ◯

<표 19> 쇼윈도 디스플레이와 구매동기의 상관성 분석

(2) 쇼윈도 디스플레이 영향

디스플레이 영향 관련 조사는 다음 <표 17>과 같다.

구분 만족도 조사 분석

쇼윈도

디스

플레이가

구매에

미치는

영향

▪구매자 집단 153명

(약96%)중 138명(90%)

이 쇼윈도 디스플레이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

나머지15명(10%)은 구

매에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다, 쇼윈도 디스

플레이에 관심 없다는

의견 조사됨.

쇼윈도

디스

플레이가

구매에

미치는

이유

▪59명(42.8%)은 디자

인 만족이 가장 큰 이

유이고 50명(36.2%)은

구매욕구 자극되어 시

선 끌어서라고 조사됨.

▪디자인 만족과 구매

욕구 자극이 구매에

영향을 주는 이유로

분석됨.

쇼윈도

구성요소

(영향요소)

▪구매자가 비중을 두

는 영향요소는 전체적

인 디스플레이가 94명

(68.1%)으로 매우 높게

분포하고 전시배경+조

명 23명(16.7%), 연출소

품 14명(10.1%) 조사

▪전체적인 어울림에

이끌려 직접 구매함.

<표 17> 쇼윈도 디스플레이 영향 조사

(3) 구매동기 영향

구분 만족도 조사 분석

구매욕구

요인

▪디자인 56명(36.3%)

가장 높고, 가격 40명

(26.3%), 품질 18명

(11.9%), 기능성․실용성

15명(9.6%) 순서 조사

▪구매자 집단은 디자

인, 가격, 품질의 영향

요인이 크다고 조사됨.

구매동기

요인

▪패션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구매하는 의복

디자인 동기 67명

(42%), 구매자가 구매

욕구를 느낀 충동구매

동기 62명(39%) 조사

▪의복디자인, 충동구

매가 가장 큰 요인

<표 18> 구매동기 영향 조사

구매자 집단의 구매동기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는 다

음과 같다.

구매패턴은 구매자 집단이 계획구매보다 충동구매를

많이 하며, 충동구매일 경우 디자인 만족이 가격이 저렴

한 요인보다 42명(53%)가 높게 분석되었고, 그 이유는

상업가로변 쇼윈도 디스플레이 영향을 받아서이다.

쇼윈도 디스플레이 영향에서 쇼윈도 디스플레이가 구

매에 미치는 영향 이유는 디자인 만족과 구매욕구 자극

(충동구매) 때문이다.

구매동기 영향에서 구매욕구는 디자인, 가격, 품질 순

서대로 높은 요인으로 조사되었고, 구매동기는 의복디자

인 동기(패션디자인)와 충동구매 동기(구매욕구)가 요인

으로 조사되었다. 결과의 만족도는 <그림 7>과 같다.

이상으로 쇼윈도 디스플레이의 특성과 구매동기 만족

도에 관한 연구를 분석 정리하면 다음 <표 19>와 같다.

※ ● : 상관성 매우 높음, ◯ : 상관성 높음, √ : 가장 높은 요인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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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는 쇼윈도 디스플레이가 구매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상업가로변 의류매장의 쇼윈도 디스플레이가

구매자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

다.

대상가로를 선정하여 국내 의류매장 쇼윈도 디스플레

이 배면형식, 단면형식, 구성요소, 연출형식, 연출방법을

현황분석을 통해 특성별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매고객과 경영자 모두 의류매장 디스플레이의 인식

도가 높았으며, 고객의 구매결정에 쇼윈도 디스플레이가

큰 영향을 미쳤다. 의류매장에서 고객의 구매욕구를 높

이는데 쇼윈도 디스플레이가 가장 중요하다.

의류매장에서 쇼윈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국내

의류매장의 쇼윈도 배면형식은 대부분 개방형과 반개방

형이며, 중저가 의류매장의 쇼윈도 디스플레이 형식은

대부분 개방형에 수평형으로 단층형이었으며 건물의 형

태와 색상, 높이, 개구부 유형, 1층 용도나 지역의 특색

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쇼윈도 디스플레이는 조명, 마네

킹, 연출소품으로 구성된 B타입 연출형식이 가장 많았

고, 쇼윈도 연출방법으로 소규모 의류매장을 돋보이게

하는 상품 위주형을 추구하였다.

구매자의 만족도 조사에 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매패턴에서 충동구매(49%)가 계획구매(38%), 대체

구매(6%), 비구매(7%)보다 영향이 높았다. 충동구매는

디자인(75%)의 영향이 가장 크며 충동구매를 제외한 계

획구매, 대체구매, 비구매는 가격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

다.

쇼윈도 디스플레이가 구매에 미치는 이유로는 디자인

만족과 구매욕구 자극(충동구매) 때문이었고, 쇼윈도를

구성요소를 모두 사용하는 전체적인 디스플레이(68%)가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구매동기 요인은 패션디자인(의

복디자인 동기)과 구매욕구(충동구매 동기)이다. 이와 같

이 쇼윈도 디스플레이 영향과 구매동기 영향을 주는 요

인이 같은 결과이다.

따라서 쇼윈도 디스플레이는 평가인자와 상관관계가

있다. 쇼윈도 디스플레이 된 의류의 디자인을 보고 구매

욕구 자극을 받아 충동구매를 하게 된다. 이처럼 쇼윈도

디스플레이가 구매동기에 영향을 줌으로써 쇼윈도 디스

플레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끊임없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

쇼윈도 디스플레이 연출에 주력하게 되는 상관관계를 보

인다. 이 상관관계는 쇼윈도 디스플레이와 구매동기관련

의 지표로 이용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 판매․경영자의 차별화된 의류매장 쇼윈

도 디스플레이 방법은 의류제품의 가치를 높여 구매를

자극하며 미적인 관점에서 상품의 이미지를 높이고 판매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구매자에게 만족을 준다. 이

연구를 통하여 구매동기에 영향을 주는 상업가로변 쇼윈

도 디스플레이 표현 지침을 제시하였다.

향후에는 대상가로 의류매장의 타입별 연출형식에 의

한 쇼윈도 디스플레이 특성과 매출과의 상관성 제안은

후속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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