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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is study was intended to investigate the designs that are displayed on fashion windows, spe-
cifically the originality of its designs, from here on noted as “design originality”, and the effects it 
has on the attitudes of consumers toward fashion brands and their purchasing intentions depend-
ing on their level of clothing involvement.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10 pictures of creative 
fashion window display designs from Fifth Avenue in New York were selected and they were 
shown to 200 college students in Busan in order to collect data for the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Factor analysis identified four factors that impacted how consumers judged design 
originality, uniqueness, humor, favorable impression and advanced design. 2) The four factors of 
design originality in fashion window display significantly affected consumer's evaluation on useful-
ness of information provided by the window display, attitudes toward fashion brands and pur-
chase intention. 3) The respondents were separated into two groups depending on their level of 
clothing involvement. Consumers with high level of clothing involvement showed that they were 
influenced more by the design originality when making purchase decisions. Especially, the unique-
ness factor and advanced design factor had more effect on brand attitudes and purchase in-
tention in high level of clothing involvement group. The results revealed that creative fashion 
window display design are important marketing strategic tools that affect attitudes of consumers 
toward brands and their purchasing int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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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패션 상품과 브랜드의 비주얼적 제시라고 할 수

있는 비주얼 머천다이징은 오늘날 패션 프로모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패션 상품과 소

비자가 만나는 접점인 판매 매장의 역할이 중요해지

면서 자사의 이미지나 상품특성을 어떻게 보여줄 것

인가 하는 점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윈도

우 디스플레이는 상품에 대한 주의와 흥미를 유발하

며 상품에 대한 욕구를 높임으로써, 내점을 유도하고

구매의사결정을 하는 촉발제의 역할을 할 뿐 아니

라1) 브랜드의 개성과 품격을 보여줌으로써 점포에

대한 강한 인상을 남기고 브랜드 이미지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2)

이러한 중요성에 부응하여 국내의 비주얼 머천다

이징 산업은 전문 인력을 고용하고, 상품기획과 고객

공감대의 장으로서 매장을 관리하는 등 전략적 접근

을 통해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나3) 효과적이고도 독

창적 디스플레이를 통한 브랜드의 이미지 상승이나

각인 성과를 창출하는 점에서는 아직 미흡해 보인다.

백화점 디스플레이에 관한 최근의 연구를 보면, 국외

백화점에서는 아트적인 요소를 접목한 오브제들로

주제가 있는 스토리라인을 구성하여 매장 전체를 하

나의 컨셉으로 각 백화점의 이미지를 강하게 어필하

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백화점은 스토리보다는 상품

진열 위주로 되어있으며, 소비자들에게 이미지를 어

필하기에는 비쥬얼적인 요소가 약하고 연출방법 또

한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 또한 국외의

많은 패션 브랜드들은 감성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플래그쉽 스토어를 독창적이고 감성적인 공간으로

재창조하며, 단순히 제품구매를 위한 매장이 아닌 예

술작품 또는 예술작품이 전시된 공간 수준의 상징적

인 공간으로 차별화하고 있다.5)

감성 마케팅 시대의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하는 것

을 자기표현의 일부로 생각하며, 자신의 즐거움을 위

한 작은 예술 또는 문화적 체험으로 간주하고 있으

므로 구매결정시 상품의 속성에 의한 기능적 우위보

다는 높은 감성적 가치를 우위에 두게 되고 상품의

선호도 또한 감성적 접촉에 의해 형성되어진다.6) 이

러한 맥락에서 고객과의 소통의 장으로서 패션 윈도

우 디스플레이 디자인은 소비자의 감성을 충족시키

고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보다 감각적인

요소로 디자인되어야 하며 흥미로운 혁신을 이끌어

내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패션 윈도우 디스플레이를 광고의 한 영역으

로서, 브랜드 감성을 자극하는 예술의 영역으로 보는

시각의 확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소비자가 패

션 윈도우 디스플레이 디자인으로부터 지각하는 독

창성 요인은 무엇인지 파악해보고, 브랜드 태도 형성

에 있어서의 그 영향력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제

상품진열로서의 디스플레이만으로는 효과적 판촉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연출에 보다 창의적이고도 아

트적 요소를 가미할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선행연구

에서 이러한 요소가 실제로 소비자의 지각을 통해

브랜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증

적으로 보고된 바는 발견되지 않는다. 선행연구에서

패션 디스플레이는 VMD의 한 요소로서만 인식되고

평가되었을 뿐, 디자인 독창성이 높은 비주얼 프레젠

테이션이 소비자 태도에 미치는 효과 연구는 미미하

다. 이는 연구에 필요한 윈도우 디스플레이의 선진적

사례가 부족함에도 기인하므로, 이 연구에서는 뉴욕

의 5번가에 소재한 패션 스토어들의 쇼윈도 디스플

레이를 직접 촬영한 사진들을 연구 자극물로 사용하

였다. 또한 제품 관여도가 높은 소비자들은 정보 탐

색이 활발하고 얻은 정보에 대해 적극적 인지적 반

응을 보이는 한편 감성마케팅의 효과에도 차이를 보

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7) 패션상품 관여도가 높은

소비자는 패션 윈도우 디스플레이에 대한 정보 평가

와 활용도에 있어서도 그 차이를 보일 것으로 판단

되므로 이를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는 패션 윈도우 디스플레이 디자인 독창성

에 대한 소비자의 지각이 디스플레이의 정보 효용성

평가와 브랜드 태도,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적으로 밝힘으로써, 국내 패션 브랜드의 창의적 패션

디스플레이 개발방안 모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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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패션 윈도우 디스플레이의 디자인 독창성
오늘날 매장의 디스플레이는 소비자에게 어필하기

위한 상품의 진열뿐 아니라 문화 예술이 접목된, 보

여주기 위한 VMD를 지향함으로써 브랜드 홍보의

장이 되고 있다. 각종 SPA브랜드들의 경우 생활문화

를 제안하는 라이프스타일 컨셉샵을 전개하며, 문화

를 전달하는 매장의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중점을 두

고 있으며8), 해외 유명 브랜드들은 매장을 비즈니스

와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

켜 소비자의 예술적 기대를 충족시키고 문화예술의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려하고 있다.9) 그 예로 루이

뷔통은 쇼윈도 디자인에 여러 유명 아티스트들이 연

차적으로 참여하는 아티스트 윈도우 프로젝트를 진

행하기도 하였다.10)

이 같이 아트와 패션브랜드의 콜러보레이션이 일

어나는 배경으로는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는 현대의

고감각, 고감성의 라이프스타일 욕구에 부응하여, 브

랜드들이 아티스트의 아이디어와 예술성으로 제품력

을 강화하고 고급화하여 과도한 시장 경쟁 속에서

차별점을 찾기 위함이다.11) 제품에의 아트 결합은 고

급스러움, 세련됨, 희소성, 독특함 등의 고급문화에

대한 의미함축을 가지므로12) 상징성이 중요한 패션

제품에서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이에 패션 광고로

서의 윈도우 디스플레이의 예술성과 역할에 주목하

여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용우13)는 예술 광고가 되기 위해서는 독창적인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 속에 독특함과 차별화, 상징

성을 지닌 아우라를 가지고 있어야하며 표현된 작품

속에 조형원리가 존재할 뿐 아니라 아름다운 미감과

즐거운 형식을 만드는 행위를 잘 표현한 작품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독창성의 의미는 예술 표현의 모든

면에 있어서 모방적 태도를 버리고 자기 고유의 능

력과 개성에 의거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성

질을 뜻하며, 독창적인 것의 필요조건으로서 새로움,

신선미, 기발함, 신기함 등을 포괄한다.14) 김은주15)

는 디자인 창의성을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기존의 요소(디자인 분야에서 흔히 사용

되던 요소) 또는 전혀 새로운 요소(타 분야와 연관

된 것이지만 디자인에서 사용되지 않던 요소)들을

의도적으로 선택한 후 그것을 독창적이고 실용적으

로 구성하는 창의적인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김은

주는 정량적으로 디자인 창의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도구 개발의 중요성에 관심을 두고, 전문디자이

너들이 디자인분야에서 사용하는 평가 형용사를 추

출하여 분석한 결과 디자인 독창성의 하위차원으로

차별성, 비전형성, 개방성, 재미, 호감, 유머성을 밝혀

내었다. 즉, 디자인의 독창성은 시대적 차별성과 기

존 형식에 매여 있지 않은 비전형성, 다른 시각의 시

도를 의미하는 개방성을 포괄하는 새로움 영역, 그리

고 재미, 호감, 유머 차원의 흥미성 영역으로 구성된

다고 하였다. 이를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위 측정도

구를 적용하여 패션 윈도우 디스플레이 디자인에 대

한 소비자의 독창성 평가 차원을 도출하고자 한다.

예술적 광고는 논리적 설득보다는 감성적 설득으

로 심미적 정서유발, 정보전달, 메시지 기억의 강화,

즐거움의 욕구 충족, 지적 호기심과 흥미유발 등의

효과를 가지며16) 색채나 독특한 디자인을 통하여 시

각적으로 강렬한 느낌을 만들어내는 것은 소비자에

게 확실한 이미지를 심어주어 감성을 자극한다. 사물

에 대한 평가인 느낌은 자극과 소비자의 반응사이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므로 즐거움이나 환기, 통제와 같

은 감정반응을 통해 소비자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

한 반응결과를 나타내게 된다.17) 그러므로 윈도우 디

스플레이 디자인의 독창성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이

브랜드 태도 형성과 구매의도에 어떠한 영향력을 갖

는지 실증해 보고자한다.

2. 패션 윈도우 디스플레이의 기능과 브랜드
태도형성

패션 비주얼 머천다이징은 소비자로 하여금 브랜

드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업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18) VMD

의 기능은 상품의 가치를 최대한 표현하며, 인기상품

과 신상품을 전달하고 매장의 특성을 구축하며, 패션

연출의 방법을 제시하는 등 소비자에게 보이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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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을 함으로써 판매원이 상품을 판매하는데 큰 도

움을 주는 기능을 한다.19)

특히, 윈도우의 디스플레이는 고객의 시선을 끌어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의욕을 돋우어 판

매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며 잘 된 디스플레이는

즉각적 구매를 불러오기도 한다. 양진숙20)은 조사결

과에서 60% 내외의 소비자가 소비자들은 윈도우 디

스플레이와 브랜드 이미지 간에 상관성이 있다고 인

지하고 있으며, 윈도우 디스플레이가 마음에 들어 매

장에 들어가거나 상품을 산 경험이 있어 윈도우에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상품이 소비자의 시선을 끌

뿐 아니라 구매행동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

였다. 나영주 외21)의 연구에서도 매장에서 상품을 쉽

게 찾거나 편안한 매장 구조인 것 보다 매장에서 시

각적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구매욕구 생성

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으며, 매장의 방문

또한 기존 브랜드 인식을 통한 비율보다 이벤트 세

일문구나 쇼윈도의 디스플레이를 보고 방문한 경우

가 더욱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판매시점에서 작용하

는 시각적 요인이 방문 동기를 제공하는 중요한 요

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소비자들은 윈도우 디스

플레이로부터 프로모션정보, 상품정보, 패션정보, 점

포이미지 정보를 얻고 있으며, 특히 쾌락적 쇼핑 성

향이 높은 집단은 이러한 프로모션정보, 패션정보,

점포 이미지를 모두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22) 이는

패션 브랜드의 윈도우 디스플레이가 패션 소비자의

정보 탐색의 원천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패션 윈도우 디스플레이가 갖는 정보

효용성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목성으로

서 상품을 살펴보고 싶게 하는 설득력이 있고, 주목

할 가치가 있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둘째, 상품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으로 연출을

통하여 상품에 대해 잘 이해하게 해주거나 상품을

돋보이게 하며, 상품의 이미지를 잘 전달해주는 기능

을 한다. 셋째, 브랜드 개성이나 점포 이미지를 표현

하여 그 가치를 높이는 기능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디스플레이의 효용성으로 정의하

고 변인화 하였다.

한편, 선행연구들은 브랜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VMD 변인들을 밝히는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그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VMD 적합성, 호의적인 VMD

이미지와 태도, VMD 구성요인들에 대한 평가수준이

브랜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현

희 외23)는 VMD 적합성을 브랜드의 제품, 브랜드의

이미지와 VMD가 어울리는 정도로 정의하고 브랜드

의 품질 수준과는 독립적으로 VMD적합성이 높을수

록 브랜드 태도가 높다고 하였다. 박민정, 이소은24)

의 연구에서는 VMD 이미지가 호의적인 경우 의복

구매시 소비자가 지각하는 위험이 감소하였고, 브랜

드의 이미지는 호의적이며,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신수연, 김민정25)의 연구에서는 브랜

드 태도를 형성하는데 있어 VMD 태도의 영향력이

광고 태도의 영향력보다 더 강하게 나타났으며,

VMD 태도에 의해 형성된 브랜드 태도는 광고 태도

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최미영26)은 VMD 구성요인을 공간구성 및 정보성

요소, 유행연출 및 심미성요소, 점포분위기 요소로

도출하고 이들 요인에 대한 소비자 평가가 브랜드

태도에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나영주 외27)의 연구에

서는 매장방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VMD가 전달한

감성이 브랜드가 추구하는 감성과 일치도를 알아본

결과 상당부분이 일치하였고, 68%의 소비자가 브랜

드의 감성 파악에 중요하게 생각한 VMD 요소는 쇼

윈도의 연출요소인 마네킨의 코디라고 하였다. 이소

은, 박민정28)은 SPA 브랜드의 VMD평가요인을 연

출, 진열, 동선, POP, 파사드, 환경적 요인, 인적 요

인으로 구분하여 브랜드 이미지와 재구매의도, 구전

의도에의 영향을 알아보았으며, 이 중 연출 요인은

유의하게 가장 영향력이 높은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상으로부터 매장의 VMD 요인중 연출 요인은 소비

자의 브랜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

으며 특히 윈도우 연출은 그 영향력이 매우 높을 것

으로 예상할 수 있다.

3. 소비자 특성과 패션 윈도우 디스플레이
정보 처리

선행연구에서 VMD 정보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소비자 특성변인은 유행 쾌락적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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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 합리적 쇼핑성향, 쇼핑 추구와 같은 쇼핑가치

변인이 주를 이룬다. 유은영, 이유리29)는 의복 쇼핑

성향 중 유행 쾌락적 쇼핑성향, 합리적 쇼핑성향이

VMD민감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VMD에

민감한 사람일수록 VMD 의도를 더 정확히 인식하

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쾌락적 욕구를 갖

고 있는 소비자는 이미지적인 정보처리를 거치면서

제품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상징성과 경험적인 가치

에 중요성을 두는 것으로 밝혀졌다.30) 이미숙31)의

연구에서는 남녀 대학생들이 의복 구매 시 고려하는

VMD 구성요소의 중요성을 알아본 결과 매장의 정

돈상태와 윈도우 디스플레이를 가장 중요시하는 것

으로 밝혀졌다. 특히 쇼핑빈도가 높은 쇼핑추구 집단

이 윈도우 디스플레이나 조명, 음악 등의 요소를 더

중요시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혜숙32)은 쇼핑 가치와 쇼 윈도우 디스플레이 유

형에 따른 소비자 태도를 연구하였는데 상품의 최적

판매에 역점을 두고 상품의 이용, 소재, 가격 등 사

실적인 상품정보를 전달하는 실용적인 상품군 디스

플레이 유형과 두 번째는 점포 또는 기업의 이미지

표현을 주로 하여 상징적 표현양식으로 오브제나 윈

도우 배경, 장식품 조명 등에 의하여 시선을 유도하

는 분위기 위주의 이미지 디스플레이로 분류하여 연

구한 결과 쾌락적 쇼핑 추구 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두 가지 유형의 윈도우 디스플레이 모두에 대

해 더 높은 관심과 흥미를 보이고 있었고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는 적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따라

서 소비자 집단의 의류 쇼핑가치 유형에 따라 디스

플레이 유형을 차별화하여 연출하여야한다고 하였다.

한편, 독창적 패션 윈도우 디스플레이를 아트 마

케팅과 감성 마케팅의 일환으로 보고 이의 정보 처

리에 대한 감수성에 영향을 주는 소비자 특성 변인

을 고찰해보면, 제품 관여도와 독특성 추구 성향 및

아트 친숙성과 같은 변인들이 도출된다.

주동미33)는 아트 마케팅을 활용한 광고효과 검증

에서 아트 마케팅을 활용한 경우 제품 관여도가 높

을 때 보다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이주현34)은 감성마

케팅에 있어서 제품의 관여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

다고 하였으며, 소비자들은 고관여 제품일 경우 정보

탐색이 활발해지고 그 제품에 대해 보다 많은 주의

를 기울이게 되며, 주의를 기울여 얻은 정보에 대해

서 적극적 인지적 반응을 보인다고 하였다.35)

주선희36)는 아트 콜러보레이션 제품의 특성중 독

창성과 심미성이 소비자의 긍정적 감정 반응과 환기

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독특성 추구 성향은

한 개인이 타인과의 구별을 통해 사회적, 개인적 정

체성을 얻기 위한 욕구인데, 독특성 추구 성향 중 창

의적 선택성향이 높은 집단은 아트 제품의 독창성과

심미성에 더욱 쉽게 자극, 흥분된다고 하였다. 또한

이지은, 한여훈37)의 연구에서는 아트 친숙성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연상과 회상효과가 광범위해지고 정서

적 관여가 높아져 이미지적 정보처리에 의존하는 쾌

락적 제품에 대해 더 긍정적이고 호의적 평가를 가

져온다고 하였다.

이상으로부터 유행 쾌락적, 쇼핑 지향적 성향을

지닌 소비자는 VMD로부터 더 많은 정보추구와 정

보 의식성을 갖고 있으며, 윈도우 디스플레이 정보에

도 높은 관심과 민감도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또한 제품 관여도가 높은 소비자일수록 감성마케

팅의 효과도 더 높게 나타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특히 패션 제품에 대한 관여도 변인은 유행 쾌락적,

쇼핑 지향적 가치 및 독특성 추구 성향, 아트 친숙성

과 같은 타 관련 변인과도 높은 공변이를 갖는 대표

적 소비자 특성변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

의 패션 관여도에 따라 윈도우 디스플레이의 독창성

평가나 브랜드 태도, 나아가 구매의도 형성에도 차이

가 있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밝혀보고

자 한다.

4. 연구문제
첫째, 패션 윈도우 디스플레이의 디자인 독창성

평가 하위 차원을 도출하고 독창성 요인 지각이 디

스플레이의 정보 효용성 평가 및 브랜드 태도,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다.

둘째, 패션 관여도 수준에 따라 패션 윈도우 디스

플레이 디자인의 독창성 요인 지각이 디스플레이의

정보 효용성 평가 및 브랜드 태도, 구매의도에 미치

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는지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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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패션 윈도우 디스플레이 사례들을 디자인

독창성 요인으로 유형화하고 유형별 소비자의 디자

인 독창성 평가를 비교해본다.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1. 측정도구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독창적 패션 윈도우 디스플레이 사

진 자극물을 직접 제시하여 그 독창성을 평가하게

하였으며, 그에 따른 브랜드 태도와 구매의도를 측정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목적에 적합

한 독창적인 윈도우 디스플레이 사진 자극물을 위해,

연구자가 2011년 3월과 11월에 새롭고 창의적인 패

션 디스플레이로 유명한 뉴욕 5번가에 소재한 패션

브랜드 매장을 중심으로, 인상적이고 독창적인 것으

로 판단되는 윈도우 디스플레이 사진을 촬영하였으

며 수집한 자료는 패널의 평가를 거쳐 최종 자극물

로 선정되었다. 먼저, 디스플레이 사진들 중 20대가

목표고객이 될 수 있는 17장의 사진을 연구자가 선

별한 후, 패션 전공 학사 8명으로 구성된 패널에게

각 사진에 대하여 독창성과 매력도 점수를 각 5점

만점으로 채점하게 하였으며, 이를 합산하고 평균한

후 높은 점수를 얻은 10장의 사진을 연구 자극물로

선정하였다.

설문지에 포함된 연구 변인으로는 디스플레이에

대한 디자인 독창성 평가문항, 디스플레이의 정보 효

용성 평가문항, 브랜드 태도 및 구매의도 문항이 포

함되었으며, 패션 관여도와 인구통계변인이 포함되었

다. 디자인 독창성 문항은 김은주38)의 연구에서 도출

된 디자인 독창성 평가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이 중

최종 문항의 선정은 예비조사를 통해 위 패널들에게

연구에 사용될 디스플레이 사진 자극물을 임의로 2

개씩 배당하여 문항들의 의미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데 무리가 없는지 검토한 후, 기 연구에서 도출된 독

창성의 하위 차원별로 부하량이 높은 문항을 3개씩

포함시켰다.

패션 윈도우 디스플레이의 정보 효용성이란 디스

플레이의 기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선행연구에 기

초하여 ‘디스플레이가 얼마나 상품에 대한 정보를 잘

전달해주며 상품에 주목하게 하는가’로 정의하였으며,

다음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디스플레이는

‘상품을 살펴보고 싶게 하는 설득력이 있다’, ‘상품에

대해 잘 이해하게 해 준다’, ‘상품의 이미지를 잘 전

달해준다’, ‘브랜드 개성을 잘 표현하고 있다’, ‘눈여겨

볼만한 가치가 있다’, ‘상품을 돋보이게 한다’. 이 문

항들의 신뢰도 검증 결과 크론바흐의 α값은 .81로 높

게 나타났다.

브랜드 태도는 특정 브랜드에 대해 선호하는 경향

으로서 정의하였으며, 측정문항은 최선형39)의 연구에

서 사용된 문항을 참조하여 ‘이 브랜드에 호감이 간

다’, ‘이 브랜드는 매력적이다’ 의 2문항으로 구성하

였다. 구매의도는 해당 브랜드를 구매하고자하는 의

사의 강도로 정의하였으며 ‘이 브랜드 상품을 사고

싶다’, ‘이 브랜드를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다’의

2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각각의 크론바흐의 α값은

.83과 .88로 높게 나타났다.

패션 관여도는 이은정40), 박은주41)의 연구를 참조

하여 구성하였고 ‘나는 패션 제품에 관심이 많다’,

‘최신의 옷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다’ 등의 5개의 문

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크론바흐의 α값은 .85로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

었다. 이 외에 응답자의 표본 특성을 알기 위해 성별,

연령, 전공분야와 같은 인구통계변인이 포함되었다.

2. 자료수집 및 표본구성
본 연구는 부산시내 3개교 남녀 대학생을 표집하

였으며, 2012년 5월중에 설문의 배부와 회수가 이루

어졌다. 설문지는 10개의 윈도우 디스플레이 자극 사

진물을 각각 A4용지에 인쇄하여 질문지와 함께 첨부

하였으며, 1인당 2매의 디스플레이 사진에 대해 각각

설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200부를

배부하고 181부를 회수하였으며, 수집된 362개의 응

답 중 불성실하거나 결측이 있는 응답을 제외하고

총 349개의 응답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지 배부

시 각 사진별로 40명의 응답이 수집되도록 분배하였

으며, 남성의상 디스플레이의 자극물인 경우 남자대

학생에게 평가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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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문항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고유값

분산

누적

분산

신뢰도

요인1

비전형성

상상력이 풍부한

발상이 새로운

전형적이지 않은

각각 다른 사물을 조합한

틀에 박히지 않은

다른 시각의

.728

.727

.717

.687

.662

.620

-

-

-

-

-

-

-

-

-

-

-

-

-

-

-

-

-

-

3.656

20.313

20.313

.862

요인2

유머적

특성

위트있는

재치있는

익살맞은

재미있는

즐거운

-

-

-

-

-

.784

.783

.767

.563

.538

-

-

-

-

.503

-

-

-

-

-

3.175

17.639

37.952

.878

요인3

호감 유발

선호하는

마음에 드는

긍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흥미를 유발하는

-

-

-

-

-

-

-

.486

.870

.869

.767

.517

-

-

-

-

3.095

17.193

55.145

.873

요인4

선진적

특성

미래지향적인

시대를 앞서가는

독특한

-

-

.505

-

-

-

-

-

-

.866

.842

.570

2.217

12.314

67.459

.808

<표 1> 패션 윈도우 디스플레이 디자인의 독창성 평가 하위 차원

응답자의 연령 분포는 20세-21세가 53%, 22세-23

세가 34%, 24-27세 13.0%였으며, 성비는 남 17.6%

여 82.4% 로 나타났다. 전공 분포는 디자인계열

55.1% 경영계열 35.7%, 인문계열 9.2%로 구성되었

다. 응답자의 패션 관여도 점수는 5점 만점으로 환산

한 평균이 4.15를 나타내어 전반적으로 패션 관여도

가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은 SPSS 12.0 패키지를 이용하여 기술

통계, 신뢰도 분석, 요인분석, 다중회귀분석, 군집분

석, 일원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Ⅵ. 분석결과 및 논의
1. 패션 윈도우 디스플레이의 디자인 독창성
평가 하위 차원

패션 윈도우 디스플레이 디자인에 대하여 소비자

가 지각하는 독창성 하위 차원을 도출하고자 요인분

석의 주성분 분석과 직교회전(Varimax)방법을 사용

하였으며, 고유치 1이상의 4개 요인을 추출하였다.

표에서 요인부하치 0.4이상을 보이는 항목에 대하여

정리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1>과 같다.

소비자가 지각하는 디자인 독창성의 하위 요인을

도출한 결과, 요인 1은 ‘상상력이 풍부한’, ‘발상이 새

로운’, ‘전형적이지 않은’ 등의 형용사를 포함하고 있

으며, 풍부한 상상력, 새로운 발상, 다른 시각을 통하

여 디자인을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전형적이고 틀에

박힌 디자인과 구분되는 것을 의미하는 ‘비전형성’으

로 나타났다.

요인 2는 ‘위트있는’, ‘익살맞은’, ‘재미있는’ 등 의

형용사를 포함하고 있어 디자인에 재치와 익살이 있

고 재미와 즐거움이 수반되는 ‘유머적 특성’으로 명

명되었다.

요인 3은 ‘선호하는’, ‘마음에 드는’, ‘긍정적인 감정

을 일으키는’, ‘흥미를 유발하는’과 같은 형용사를 포

함하여 디자인에 대한 선호와 긍정적 감정 반응 즉,

‘호감을 유발’ 하는 특성으로 파악되었다. 요인 4는

‘미래지향적인’, ‘시대를 앞서가는’, ‘독특한’과 같은 형

용사를 포함하여, 디자인이 미래지향적이고 시기적으

로 앞서가는 차별성과 독특성을 갖추었음을 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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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독립변수 β t R2 F

디스플레이 정보

효용성 지각

비전형성 .237 5.592***

.374 52.916***
유머적 특성 .265 6.244***

호감 유발 .492 11.606***

선진적 특성 .110 2.589**

**p<.01 ***p<.001

<표 2> 디스플레이 디자인의 독창성이 디스플레이 정보 효용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회귀 분석결과

는 것으로, ‘선진적 특성’으로 파악되었다. 김은주42)

는 디자인 독창성은 크게 새로움 영역과 흥미성 영

역으로 나뉘어지며 디자인 독창성의 하위차원은 차

별성, 비전형성, 개방성, 재미, 호감, 유머성의 6개 요

인으로 구분된다고 하였으나 패션 윈도우 디스플레

이 자극물을 대상으로 분석한 이 연구 결과에서는

다른 시각, 발상의 새로움을 의미하는 개방성이 비전

형성 차원에 포함되었고, 재미 요인이 유머영역에 포

함되어 분류되어졌다. 결과, 패션 윈도우 디스플레이

디자인 독창성 평가 하위 차원으로 비전형성, 유머적

특성, 호감유발, 선진적 특성 차원이 도출되었다.

2. 패션 윈도우 디스플레이 디자인의 독창성이
구매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

패션 윈도우 디스플레이 디자인에 대한 독창성 요

인 지각이 디스플레이의 정보효용성 평가, 브랜드 태

도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하여 독

창성 요인의 요인별 요인점수와 종속변수들의 표준

화 점수를 이용하여 단계별 변수투입법(stepwise)으

로 중회귀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패션 윈도우 디스플레이 디자인의 독창성이

디스플레이의 정보효용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표 2>의 회귀계수를 보면, 디스플레이

의 디자인 독창성 각 차원 모두 디스플레이의 정보

효용성 평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디스플레이 디자인의 창의적 속성에 대한

평가가 소비자입장에서 디스플레이의 정보효용성을

인지하고 평가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주며, 그 설명 변량은 37.4%에 달한다.

특히, 호감유발 요인이 .492로 디스플레이의 정보

효용성을 지각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유머적

특성, 비전형성, 선진적 특성의 순으로 유의한 영향력

을 가진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호감유발이나 유머적

특성과 같이 정서적 반응의 유발이 디스플레이의 브

랜드 정보로서의 효용 평가에 더 기여하고 있다는 점

을 알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시각과 상상력을 보여주

는 시도로서의 비전형성, 디자인 선진성도 디스플레

이의 정보 효용평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패션 윈도우 디스플레이의 디자인 독창성이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결과 <표 3>의 회귀계수를 보면, 호감유

발 요인, 유머적 특성, 선진적 특성, 비전형성의 순으

로 브랜드 태도 형성에 윈도우 디스플레이 디자인의

독창성 요인이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윈도우 디스플레이에 대한 호감 유발

요인의 계수는 .537로 브랜드 태도 형성에 높은 영향

력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윈도우 디스플레이

에 대한 호감은 브랜드 태도 형성에 직결되고 있음

을 알 수 있으며, 유머적 특성 또한 높은 계수를 보

임으로써, 디스플레이의 감성적 자극은 브랜드 태도

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 한편, <표 2>에서와

는 달리 선진적 특성이 브랜드 태도 형성에 비전형

성보다 높은 계수 값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패션

상품의 디스플레이 디자인에서 시대를 앞서가는 독

특성을 갖춘 선진적 특성이 패션브랜드 태도 형성에

주요하게 기여함을 보여준다. 디스플레이 독창성 요

인의 브랜드 태도에의 설명변량은 44.6%로 높게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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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독립변수 β t R2 F

브랜드

태도

비전형성 .193 4.832***

.446 70.899***
유머적 특성 .288 7.225***

호감 유발 .537 13.455***

선진적 특성 .207 5.196***

*** p<.001

<표 3> 디스플레이 디자인의 독창성이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회귀 분석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β t R2 F

브랜드

구매의도

비전형성 .187 4.564***

.414 62.344***
유머적 특성 .203 4.941***

호감 유발 .575 14.007***

선진적 특성 .116 2.819**

**p<.01 ***p<.001

<표 4> 디스플레이 디자인의 독창성이 브랜드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회귀 분석결과

3) 패션 윈도우 디스플레이 디자인의 독창성이

브랜드 구매의사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결과 <표 4>의 회귀계수를 보면, 호감유

발 요인, 유머적 특성, 비전형성, 선진적 특성의 순으

로 브랜드 구매의사 형성에도 윈도우 디스플레이 디

자인의 독창성 요인이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감 유발 요인의 계수는 .575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윈도우 디스플레이에 대

한 호감만으로 구매를 결정하는 충동구매가 일어날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43)를 지지한다. 디스플레이

독창성 요인의 브랜드 구매의도에의 설명변량은

41.4%로 높게 나타났다.

3. 소비자의 패션 관여도에 따른 디자인
독창성 요인의 구매 의사결정 과정에의

영향력 비교

패션 관여도 수준에 따라 패션 윈도우 디스플레이

의 디자인 독창성 요인 지각이 디스플레이의 정보 효

용성 평가 및 브랜드 태도,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력에 차이가 있는지 밝히고자 관여 수준 집단별로 단

계별 변수투입법(stepwise)을 이용한 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고관여 집단과 저관여 집단의 분류는 응

답자의 패션 관여도 평균 점수를 기점으로 분류하였

으며, 응답자 관여도의 분포는 <표 5>와 같다. 연구에

서 고관여 집단과 저관여 집단은 평균점 4.15를 기준

으로 관여도가 평균보다 더 높은 집단과 더 낮은 집

단 즉, 상대적 관여정도로 구분하였다. 이 때, 평균점

상위인 고관여 집단의 비율은 55%로, 평균점 하위인

상대적 저관여 집단의 비율은 45%로 나타났다.

<표 5> 응답자의 패션 관여도의 분포

분석 결과는 <표 6>, <표 7>, <표 8>과 같다. 위 표

들에 나타난 분석결과를 보면 고관여 집단은 저관여

집단에 비해 4개의 디자인 독창성 요인을 모두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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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독립변수
고관여 집단 (n=192) 저관여 집단 (n=157)

β t β t

디스플레이

정보효용성 지각

비전형성 .314 5.570*** .140 2.171*

유머적 특성 .217 3.847*** .326 5.047***

호감 유발 .500 8.838*** .486 7.527***

선진적 특성 .130 2.293* - -

R2=.394 F=31.982*** R2=.351 F=29.175***

*p<.05 **p<.01 ***p<.001

<표 7> 패션 관여도 집단별 브랜드 태도에 대한 디스플레이 독창성 요소의 중회귀 분석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고관여 집단 (n=192) 저관여 집단 (n=157)

β t β t

브랜드

태도

비전형성 .207 4.062*** .163 2.608**

유머적 특성 .231 4.535*** .370 5.946***

호감 유발 .591 11.555*** .492 7.896***

선진적 특성 .311 6.083*** - -

R2=.504 F=49.525*** R2=.396 F=35.072***

**p<.01 ***p<.001

<표 8> 패션 관여도 집단별 브랜드 구매의도에 대한 디스플레이 독창성 요소의 중회귀 분석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고관여 집단 (n=192) 저관여 집단 (n=157)

β t β t

브랜드

구매의도

비전형성 .204 3.813*** .162 2.544*

유머적 특성 .162 3.035* .265 4.161***

호감 유발 .617 11.520*** .535 8.402***

선진적 특성 .186 3.481** - -

R2=.456 F=41.041*** R2=.369 F=31.465***

*p<.05 **p<.01 ***p<.001

<표 6> 패션 관여도 집단별 디스플레이 정보효용성 지각에 대한 디스플레이 독창성 요소의 중회귀 분석결과

결정 과정에 활용하고 있었으며 회귀식의 설명변량

인 R2값도 일관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디스플레이

의 디자인 독창성 요인을 구매의사결정에 더 크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션 고관여 집단과 저관여 집단에서 일관되게 나

타나는 차이점은 저관여 집단은 윈도우 디스플레이

의 디자인 독창성 요인 중 선진적 특성을 구매의사

결정과정에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고관여 집단의 경우 패션 제품의 디스플레이가 얼마

나 선진적이고 독특한 것인가에 디스플레이의 정보

효용성 지각 및 브랜드 태도, 구매의사가 모두 영향

을 받는 반면 저관여 집단은 디스플레이에서 이러한

점을 주요 정보로 간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

한다. 특히 고관여 집단은 <표 7>을 보면 브랜드 태

도 형성에 호감 유발요인 다음으로 디스플레이의 선

진적 특성에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전형성 요인도 고관여 집단의 회귀계수가

저관여 집단보다 일관되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고관여 집단의 경우 디스플레이 디자인이 기

존의 것과 다르고 틀에 박히지 않은 새로운 것으로

평가할수록 디스플레이가 더 높은 정보효용성을 가

지는 것으로 판단하며, 브랜드 태도와 구매의사 형

성에 더욱 정적인 영향력을미침을 의미한다.

이상 디스플레이의 비전형성과 선진성은 모두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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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요인
1 2 3 F값

요인1

비전형성

-.031

B

.318

A

-.256

B
10.861***

요인2

유머적 특성

.436

A

-.068

B

-.312

C
19.094***

요인3

호감 유발

.009

AB

.192

A

-.180

B
4.377**

요인4

선진적 특성

-.410

C

.495

A

-.091

B
28.057***

유형 1: 유머 호감형 윈도우 디스플레이 <그림 1~3>

<그림 1>

Visvim, 뉴욕 5번가

- 필자촬영

<그림 2>

Anthropology, 뉴욕 5번가

- 필자촬영

<그림 3>

Visvim, 뉴욕 5번가

- 필자촬영

<표 9> 패션 윈도우 디스플레이 유형별 독창성 평가 비교

로움의 특성을 가진 범주로서, 고관여 집단은 구매의

사결정시 저관여 집단보다 이러한 독창적 특성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저관

여 집단은 새로움의 범주보다 유머적 특성의 회귀계

수가 일관되게 더 높아 디스플레이의 위트, 재미, 즐

거움과 같은 유머적 특성을 의사결정에 더욱 반영하

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호감 유발 요인은 두 집단 모두 정보효용

성 지각과 브랜드 태도 형성, 구매의사결정에 강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윈도우 디스플레이가

불러일으키는 긍정적 감정이나 호감이 브랜드 태도

와 구매의사에 중요한 동기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

여준다. 한편, 고관여 집단이 저관여 집단보다 호감

유발 계수가 일관되게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저관여 집단보다 디스플레이에 대한

호감이 구매의사 결정 과정에 보다 강하게 연관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따라서 고관여 집단에게

디스플레이에 대한 호감 유발은 매우 중요한 구매인

자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에서 패션 고관여 집단의 경우 저관여 집단보

다 디스플레이의 디자인 독창성 지각이 디스플레이

정보 효용성 지각과 브랜드 태도 및 구매의도 형성

에 더욱 많은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3. 패션 윈도우 디스플레이 유형별 디자인
독창성 평가 비교

패션 윈도우 디스플레이 유형별로 디자인 독창성

의 평가차이는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연구 자극물로

사용된 10개의 디스플레이 사례들을 독창성 요인점

수를 이용하여 K 평균 군집 분석 방법으로 군집 분

석하였다. 분석 결과 3개의 디스플레이 유형이 파악

되었으며, 유형 1에 <그림 1>44), <그림 2>45), <그림

3>46), 유형 2에 <그림 4>47), <그림 5>48), <그림 6>49)

그리고 유형 3에 <그림 7>50), <그림 8>51), <그림

9>52), <그림 10>53)이 포함되었다. <표 9>는 군집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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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2: 혁신 호감형 윈도우 디스플레이 <그림 4~6>

<그림 4>

Prada, 뉴욕 5번가

- 필자촬영

<그림 5>

Bergdorf Goodman, 뉴욕 5번가

- 필자촬영

<그림 6>

Louis Vitton, 뉴욕 5번가

- 필자촬영

유형 3: 전형성이 높은 윈도우 디스플레이 <그림 7~10>

<그림 7>

Faconnable, 뉴욕 5번가

- 필자촬영

<그림 8>

Ann Taylor, 뉴욕 5번가

- 필자촬영

<그림 9>

Gucci, 뉴욕 5번가

- 필자촬영

<그림 10>

Altuzarra Maison

Martin Margiela

뉴욕 5번가

- 필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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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소비자가 평가한 독창성 평가 요인점수를 이용

하여 분산분석을 시행한 결과이다. <표 9>에서 유형

별 특성을 살펴보면, 1번 유형은 타 군집에 비해 유

머적 특성이 강하고 호감유발 수준도 양의 점수를

보이나 미래지향적인 선진적 특성은 매우 낮게 나타

나는 특성을 갖고 있어 ‘유머 호감형’으로 명명하였

다. <그림 1>~<그림 3>에서 마네킨의 생각 풍선 속

에 상품을 배치하거나 의복과 장신구를 착용한 것처

럼 평면에 동적으로 코디하고, 와인 코르크로 연결된

줄을 배색하여 배경 처리한 윈도우는 위트와 재치,

유머, 호감을 자아내는 특성을 보여준다. 한편, 2번

유형은 선진적 특성, 호감유발, 비전형성 측면에서

모두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진적인 차별성을 갖고 있으며, 풍부한 상상력

이 발휘되어 기존의 형식과는 다른 윈도우 디스플레

이로 소비자에게 긍정적 반응을 유발하는 형식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 군집은 예술적이고도 새로운 시

도를 특징으로 하므로 ‘혁신 호감형’으로 명명하였다.

3번 유형은 1번 유형보다 선진적 특성에서는 다소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1, 2번 유형에 비해 유머적 특

성이나 호감 유발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비전형성 또

한 음의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는 기존에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의 윈도우 디자인으로 ‘전형성이 높은 디스

플레이’로 파악된다. 그림에서 3번 유형에 포함된 디

스플레이 디자인은 배색이 되거나 상품을 돋보이게

하는 그림이나 사진, 또는 착용인물 브로마이드로 배

경을 삼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전

형적 디스플레이 형식을 띠고 있다. 한편, <그림 9>

와 <그림 10>의 경우 큰 옷걸이의 배경이나 사진 프

레임 속에 구두 상품을 삽입하는 등 다소 독특한 디

자인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호감 유발이나 유머적 면

에서 크게 어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론 및 시사점
이 연구는 감성 마케팅의 시대에 패션 VMD의 주

요 부분을 차지하는 윈도우 디스플레이의 디자인 독

창성에 주목하여 보다 독창적인 디스플레이 디자인

이 소비자의 브랜드 태도와 구매결정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뉴욕의

창의적 패션 윈도우 디스플레이 사진 자극물을 선정

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디자인 독창성 평가척도를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윈도우 디스플레이 디자인의 독창성

차원은 비전형성, 유머적 특성, 호감 유발, 선진적 특

성이 도출되었으며 이러한 디스플레이 독창성 차원

모두는 윈도우 디스플레이의 정보로서의 유용성 평

과와 브랜드 태도 및 구매의도에 일관되게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는 매우 중

요한 시사점으로서, 패션 윈도우 디스플레이 디자인

의 독창성에 소비자가 유의하게 반응한다는 결과는

윈도우 디스플레이에 적극적인 아트 마케팅, 감성 마

케팅의 도입이 유효한 전략이라는 것을 입증 해준다.

특히 패션 고관여자들은 정보 효용성 평가, 브랜

드 태도, 구매의도 결정에 있어 모든 디자인 독창성

차원이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 요인들의 설명력이 일

관되게 저관여자 보다 높게 나타나 패션 고관여자는

패션 윈도우 디스플레이의 디자인 독창성에 더욱 민

감하게 반응하며, 이 변인이 구매행동에 큰 영향을

줌이 밝혀졌다. 특히 디스플레이 디자인의 새로움 차

원인 비전형성, 선진적 특성 차원의 평가가 고관여자

의 브랜드 태도와 구매의도에 더 유의하게 높은 영

향을 미치는 반면 저관여자는 유머적 특성과 같은

흥미 변인이 의사결정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나 정보처리 과정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

이는 저관여자의 경우 보는 것을 즉각 감성으로 연

결하여 긍정적 느낌을 경험하기 원하며 이것이 구매

동기로 충분하다54)는 기존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한편, 고관여자는 패션상품 뿐 아니라 디스

플레이 디자인의 평가에서도 새로움이라는 독창성

요소를 중요시 여기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도출된 독창성 요인에 따라 윈도우 디스플

레이 사례들을 군집 분석한 결과 ‘유머 호감형’, ‘혁

신 호감형’, ‘전형성이 높은 디스플레이’의 군으로 분

류되어짐으로써 연구에 사용된 디자인 독창성 평가

도구가 패션 윈도우 디스플레이의 디자인 독창성을

평가하는 데에도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패션 윈도우 디스플레이가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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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혁신적이고 창

의적인 아이디어로 디스플레이 디자인을 전개함으로

써 브랜드 의사소통 도구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연구의 결과는 독창성이 낮게

평가된 디스플레이 디자인들은 정보를 유효하게 제

공하지 못한다고 평가받으며, 브랜드 태도나 구매의

도 형성에도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기존의 상품 진열 및 상품 특성의 강조를 위

한 소도구 배치, 색상의 조화를 통한 심미성의 추구

수준의 전형적 디스플레이 패턴을 벗어나, 브랜드 특

성에 맞는 예술적 요소의 도입 및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디자인을 시도해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예술적 능력을 갖

춘 역량 있는 크리에이터로서의 VMD 전문가의 육

성과 발굴이 매우 필요하다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독창적 디자인의 사진자극물을 국

내에서 다양하게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뉴욕의 패션

점포의 윈도우 디스플레이 사진을 자극물로 사용하

여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추후 연구에는

국내의 윈도우 디스플레이의 독창적 디자인의 현황

과 사례들을 비교하고 분류, 검토해 보아야할 것이다.

그리고 연구에서 표집대상을 대학생에 국한하였으나

보다 다양한 연령대와 라이프스타일의 소비자를 대

상으로 윈도우 디스플레이의 디자인 독창성에 대한

인지와 평가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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