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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redicted consumer approach/avoidance behavior through consumer emotional experiences and

examined the moderating effect of perceived surprises in the context of digital signage in store environments.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consisted of consumer emotional experience (e.g., pleasure, arousal, and

dominance), approach-avoidance behavior and perceived surprise by digital signage. A total of 278 usable

responses were obtained from consumers who experienced digital signage at fashion retail stores. The find-

ings support the Mehrabian-Russell model in the context of digital signage. Approach behavior was predicted

by pleasure and arousal emotional experience, while avoidance behavior was predicted by dominance. The

moderating effect of perceived surprise was also indicated in the effect of emotional experience on approach

or avoidance behavior. In the high level of perceived surprise, pleasure and arousal had significant effects on

approach behavior, whereas dominance had significant effect on avoidance behavior. This study discussed

theoretical and managerial implications for creating emotional experiences and developing strategic store

management by utilizing new digital technology within the fashion retail environments.

Key words: Approach/avoidance behavior, Digital signage, Emotional experience, Perceived surprise, Re-

tail environment; 접근/회피행동, 디지털 사이니지, 감정체험, 지각된 놀라움, 리테일 환경

I. 서 론

스마트 시대로 접어들면서 다양한 정보기술발달은 인

간의 커뮤니케이션 수단뿐 아니라 리테일 환경을 변화

시키고 있다. 최근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 디지털 사이

니지(digital signage)는 TV, 인터넷, 모바일을 잇는 제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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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로 주목 받고 있다. 현재 전 세계 디지털 사이니

지 시장의 규모는 약 17조 원 이상에 이르며, 2020년 국

내시장은 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Yoon,

2016).

기존의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DID)에 소프트웨어,

콘텐츠, 네트워크까지 접목된 미디어로서 디지털 사이

니지는 풍부한 정보전달력과 동시에 설치된 공간의 가

치를 시각적으로 높여준다. 더욱 최근의 디지털 사이니

지는 증강현실(AR) 또는 사물인터넷(IoT)과 융합된 정

보통신기술(ICT)로써 사용자와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이 가능해졌다(Go, 2015). 이와 같이 디지털 사이니지는

과거의 옥외광고 형태인 “전자간판”의 개념을 넘어서,

다양한 정보나 엔터테인먼트 등 사용자와의 양방향 커

뮤니케이션을 강화한 스마트 미디어로 점점 진화하고 있

다(CHO Alliance, 2014; “디스플레이가 진화한다 [Dis-

play is evolving]”, 2015). 따라서 기업에서는 디지털 사

이니지 도입이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할 만큼의 투자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리테일 환경에서 디지털 사이니지는 체험제공

자(experience provider)로서의 중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디지털 사이니지는 시각적으로 점포환경 및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효과적이다(Dennis et al., 2013; Lee & Hw-

ang, 2014). 또한, 단순한 광고수단이 아니라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쇼핑의 감성적 체험을 향상시켜 행동

반응(구매의도, 접근행동, 충성도)을 이끌 수 있다(Den-

nis et al., 2010; Shin & Shim, 2011; Sorensen, 2009). 이

와 같이 점포환경에서 디지털 사이니지에 대한 기대효

과는 매우 긍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신

기술 사용맥락에서 소비자 기술수용모델을 예측한 연구

는 많이 진행되어 온 것에 비해, 점포환경에서 디지털

사이니지의 자극과 소비자 반응 메커니즘을 실증적으

로 밝힌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고전적으로 Mehrabian-Russell의 환경심리적 접근(en-

vironmental psychology approach)은 점포내 자극이 소비

자의 감정체험을 매개로 접근/회피행동 반응을 이끄는

자극-유기체-반응(S-O-R) 이론을 이해하는데 잘 적용되어

왔다(Donovan & Rossiter, 1982; Sherman et al., 1997).

디지털 사이니지를 초점으로 한 몇몇 연구에서 디지털

사이니지 환경과 감정체험의 중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Dennis et al.(2012, 2013, 2014)의 지속적인 연구에서 디

지털 사이니지가 감정체험을 매개로 접근행동을 증가

시키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Park and Jun(2013)은 설치

장소에 따라 디지털 사이니지는 소비자의 감정민감도가

높을 때 광고매체효과가 더 크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이

러한 선행연구들은 디지털 사이니지가 단순히 광고로

만 제한되었고, 점포환경의 접근행동을 예측하는데 다

차원의 PAD(Pleasure, Arousal, Dominance) 감정체험을

모두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한편, 마케팅 분야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마케팅 자극

(놀라움)이 감정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

루어지고 있다(Ludden et al., 2008). 지각된 놀라움(per-

ceived surprise)은 본질적으로 새로움에 근거하며(Dep-

raz, 2013), 이러한 관점에서 시기적으로 도입 초기에 있

는 디지털 사이니지는 점포환경의 새로운 자극으로 작

용할 수 있다. 실제로 Hutter and Hoffmann(2014)는 점

포환경내 독특한 엠비언트 미디어(ambient media)는 감

각적 자극으로써 지각된 놀라움을 일으키고 감정을 유

발시켜 긍정적 행동반응을 이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지각된 놀라움은 감정과 같은 차원이기보다는 감정의

상태를 증폭시킴으로써 행동을 통제 조절할 수 있다고

한다(Fredrickson, 1998; Lindgreen & Vanhamme, 2003;

Teixeira et al., 2012). 따라서, 단순히 디지털 사이니지의

기술수용의도를 진단하기보다는 환경심리적 접근의 자

극-반응모델을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 지각된 놀라움

효과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점포내 디지털 사이니지 환경에서 Mehra-

bian-Russell의 환경심리적 접근의 자극-유기체-반응(S-

O-R) 모델을 재조명하고, 소비자 감정체험이 접근/회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디지털 사이니지에 의

한 지각된 놀라움의 조절효과를 밝히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시기적으로 점포환경의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

는 상황에서 디지털 사이니지 맥락에서 자극-반응이론

을 확대하는데 학문적으로 기여할 뿐 아니라 마케팅 관

점에서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고객체험 향상과 효과적

인 점포관리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점포환경내 디지털 사이니지

다양한 산업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디지털 사이니

지 기술은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쇼핑환

경과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 사이니지는 네트워

크를 통해 원격제어가 가능한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

로 알려져 있으며, 공공장소나 상업공간에 설치되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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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정보, 엔터테인먼트, 광고 등을 디지털 이미지나 영

상으로 제공하는 디지털 미디어를 말한다(Go & Shim,

2014; Kim & Sung, 2016). 일반적으로 디지털 사이니지

는 설치장소에 따라 아웃도어 디지털 사이니지(out-door

digital signage)와 인도어 디지털 사이니지(in-door dig-

ital signage)로 구분된다(CHO Alliance, 2014; Lim &

Yoo, 2010; Yoon, 2016). 아웃도어 디지털 사이니지는 건

물외벽이나 전광판, 파사드로 설치되어 주로 옥외광고

로 활용된다. 반면에 인도어 디지털 사이니지는 쇼핑몰

또는 점포내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가상피팅룸, 스마트

키오스크, 디지털 뷰, 매직 미러 등 형태가 다양한데, 특

히 상호작용성을 강화한 체험형 인터랙티브 디지털 사

이니지를 말한다(Chae, 2012; Lee, 2011; Lee, 2014).

타 산업에 비해, 패션분야에서는 점포내 디지털 사이

니지 활용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점포에서

의 디지털 사이니지는 단순한 광고를 넘어서 점포분위

기를 형성하고 쇼핑체험을 확대시키는데 결정적인 역

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Kim & Sung, 2016). 실례로,

빈폴 매장에서는 디지털 사이니지 스크린, 디지털 미러,

디지털 행거, 인터랙티브 스크린 등 다양한 형태의 스

마트 사이니지로 소비자가 더 편하고 즐겁게 쇼핑할 수

있도록 특별한 체험을 제공하였다. 또한, 에잇세컨즈, 갤

럭시, 시리즈, 뉴발란스의 패션브랜드는 매장내 대형 화

면의 디지털 사이니지를 설치함으로 인해 매력적인 인

테리어뿐 아니라 최신 트렌드와 신상품 정보를 시각적

으로 제공하여 더 많은 방문객을 유인하는 효과까지 얻

을 수 있었다(Kwon, 2015; Yoon, 2016; “디스플레이가

진화한다 [Display is evolving]”, 2015).

한편, 해외의 패션점포에서는 고객과의 상호작용성을

강화한 인터랙티브 디지털 사이니지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 니만마커스(Neiman Mar-

cus)의 메모리 미러(memory mirror), 레베카밍코프(Revec-

ca Minkoff)의 인터랙티브 피팅룸(interactive fitting room),

타미힐피거(Tommy Hilfiger)의 윈도우 쇼핑(window sh-

opping) 등은 터치 스크린을 통해 제품을 선택하면 착용

한 모습을 가상으로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는 가상현실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Charlton, 2013; Steele, 2015;

Yoon, 2016; “이베이, ‘커넥티드 스토어’ [e-Bay, ‘Connec-

ted store’]”, 2015). 또한, 영국 브랜드 탑샵(Topshop)의

매직미러(magic mirror), 일본 시세이도(Shiseido)의 코스

메틱 미러(cosmetic mirror)는 고객이 원하는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어 고객화 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기여

했다(Reddy, 2015). 이와 같이, 점포내 디지털 사이니지

는 새로운 체험을 창출하고 쇼핑환경을 개선하는데 효

과적인 디지털 미디어로써 발전기능성이 매우 클 것으

로 본다.

2. Mehrabian-Russell의 환경심리적 접근이론

고전적으로 제시되는 Mehrabian and Russell(1974)의

환경심리적 접근이론은 많은 연구에서 지지되어 왔다.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Mehrabian and Russell

(1974)은 본질적으로 점포환경의 특성(S)이 접근-회피

행동(R)과 관계가 있으며, 환경에 의해 유발된 개인(O)

의 감정상태(PAD)가 매개되는 자극-유기체-반응(S-O-

R) 메커니즘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을 근거로 Donovan and Rossiter(1982)은 전통

적인 소매환경에서 점포분위기가 소비자 감정상태에 영

향을 줌으로써 접근행동을 이끌며, 특히 감정차원 중 즐

거움이 접근-회피행동의 강력한 예측변인임을 규명하였

다. 이를 지지하는 Sherman et al.(1997)의 연구에서도 즐

거움은 지출행동과 점포선호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환기는 구매한 아이템 수와 시간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으

로 나타나 감정과 접근행동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밝혔

다. 한편, Donovan et al.(1994)의 연구에서는 유쾌한 환

경에서는 즐거움 감정이 충동적 지출을 증가시키는 반

면, 불쾌한 환경에서는 환기감정이 충동적 지출을 감소

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감정과 행동의 관계를 예측하는

데 점포환경(자극)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이와 같이, 전

통적인 점포맥락에서 감정체험(즐거움, 환기)이 접근/회

피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잘 지지되어 왔으나 디지

털 사이니지가 점포내 환경자극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Fig. 1. Mehrabian-Russel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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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환경심리적 접근이론을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

을 것이다.

1) 디지털 사이니지와 접근행동

디지털 사이니지 맥락에서 접근행동을 예측한 선행

연구는 대표적으로 Dennis et al.(2010, 2012, 2014)의 지

속적인 연구에서 점포내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가 감각

적 단서를 제공하여 감정체험을 일으키며 접근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예를 들면, Den-

nis et al.(2010)의 연구에서 영국 런던의 지역 쇼핑몰에

설치된 디지털 사이니지 스크린은 소비자의 긍정적 감

정(즐거움)을 유발하여 접근행동(방문빈도, 재방문, 지

출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 다른 Dennis et al.

(2012)의 연구에서는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의 설치 전후

를 비교한 결과, 디지털 사이니지 설치 후 분위기, 레이

아웃, 스타일의 점포환경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

며, 즐거움 감정이 접근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

혔다.

한편, 국내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디지털 미디어로서

광고효과에 초점을 두고 있다. Shim and Go(2012)의 연

구에서는 디지털 사이니지의 사용동기가 광고태도와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며, Han(2013)의 연구

에서는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는 인지체험보다 감성체

험이 사용자 인게이지먼트(engagement)를 더욱 증가시

켜 광고에 대한 호의적 태도와 행동을 이끈다고 제시하

고 있다. 이 연구들은 디지털 사이니지가 광고매체로서

우호적인 행동반응을 이끄는데 효과적임을 시사하고 있

다. 따라서 디지털 사이니지가 점포공간에서 자극으로

작용하여 감정체험에 영향을 줌으로써 접근행동을 증

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2) 소비자 감정체험: 디지털 사이니지의 역할

최근의 디지털 사이니지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서 오락 및 흥미, 정서유발 등 감정적 측면

에서 고객체험을 확대시키는데 중요한 마케팅 수단으

로 활용되고 있다(Kim, 2011; Moon et al., 2015; Shin et

al., 2012). 디지털 사이니지는 시각적 디자인, 버튼, 터

치스크린, 3D 동작인식 등의 감각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감각이나 감성을 더욱 자극한다(Want &

Schilit, 2012). Dennis et al.(2013)는 쇼핑환경내에서 지

역 정보, 특별이벤트, 오락을 제공하는 디지털 사이니지

스크린은 감정(만족된, 흡족한, 행복한)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또한, Park and Jun(2013)은 감

정민감도가 높은 소비자일수록 디지털 사이니지 매체

에 호의적인 태도를 갖는다고 밝힘으로써 디지털 사이

니지의 감성적 측면을 강조하여 논의하였다.

특히, 패션점포에 초점을 둔 연구에서는 디지털 사이

니지의 감정체험 측면이 더욱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었

다. Lee and Hwang(2014)의 연구에서는 국내외 패션소

매점의 디지털 미디어 체험사례를 분석한 결과 감성적,

행동적 체험요소를 제공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Kim(2014)의 연구에 의하면, 공간내 디지

털 사이니지는 인간의 오감을 확장하거나 연결시켜주는

표현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디지털 사이니지 환경에서

고객이 더욱 즐거운 감정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를 지

지하는 Kim and Sung(2016)은 디지털 사이니지 사용이

패션브랜드 쇼핑 시 실용적 가치보다는 쾌락적 가치에

더 큰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밝혀, 디지털 사이니지가

갖는 오락적, 감각적 미디어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논의하였다. 따라서, 디지털 사이니지는 점포환경에서

소비자의 감정체험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수단임을

함축하고 있다.

3. 지각된 놀라움의 효과

1) 지각된 놀라움

일상생활에서 놀라움(surprise)은 보통의 감정으로 보

고 있지만 학문적으로는 감정(emotion)인지 또는 인지

상태(cognitive state)인지 개념이 불분명하여 논란이 되

고 있다(Noordewier & Breugelmans, 2013). 심리학 분

야에서 대부분 학자들은 놀라움을 기본감정(basic emo-

tion)으로 간주하고 있다. 감정으로서의 놀라움은 예기

치 않은 뜻밖의 사건이나 그 사건의 중요성이 함께 수

반되어 나타나며, 눈의 움직임 또는 얼굴표정으로 나타

난다는 점에서 기쁨, 슬픔, 화남 등과 같은 감정과 유사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Ekman, 1992; Ekman & Friesen,

1975). 일반적인 감정에 비해 놀라움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short-lived) 순간적인 감정의 특징을 가지므로 대

부분은 독특한 반응패턴(감정표현, 반응시간)으로 측정

하고 있다(Ekman & Friesen, 1975; Juergensen et al., 2014;

Teixeira et al., 2012).

한편, 감정으로서의 놀라움은 어떤 면에서 개인에 따

라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중립적 감

정(neutral emotion)으로 보기도 한다(Meyer et al., 1991).

놀라움은 감정체험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으나 즐거운 놀

라움(pleasant surprise)과 불쾌한 놀라움(unpleasant s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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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se) 조건에 따라 감정적 반응에 차이가 있다고 논의되

고 있다(Kim & Mattila, 2010; Lindgreen & Vanhamme,

2003; Noordewier & Breugelmans, 2013; Schützwohl &

Borgstedt, 2005; Valenzuela et al., 2010).

인지적 관점의 놀라움은 진정한 감정이기보다는 감정

이 일어나기 전 단계의 인지상태로 보고 있다. 인지과정

으로서의 놀라움은 예상 밖의 불일치한 정보가 더욱 주

의를 집중시키거나 강한 인상을 남게 한다. 놀라움은 특

히 어떤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과 관련된 신념으로써 태

도와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Fiske, 2002;

Valenzuela et al., 2010). 이러한 관점에서 놀라움은 마케

팅 자극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Hutter and

Hoffmann(2014)은 점포내 특별한 위치에 설치하여 광고

하는 엠비언트 미디어는 소비자를 놀라게 하여 주의를

끌려는 목적을 가지며, 특히 소매환경에서 더욱 놀라움

의 효과는 크다고 제시하였다.

한편, 지각된 놀라움은 본질적으로 새로움(novelty)에

근거하기 때문에(Depraz, 2013),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나 기대와 불일치한 대상(자극)에 대해 놀라운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Ludden et al.(2008)에 의하면 사전경험

이 없는 새로운 대상은 놀라움을 경험하게 하며, 소비자

의 감각적 기대감에 따라 “시각적 새로움”과 “잠재된 새

로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각적 새로움(visual novel-

ty)은 이전에 경험이 없는 새로운 형태나 재질의 제품 디

자인으로써 놀라움을 경험하게 하는 반면, 잠재된 새로

움(hidden novelty)은 형태나 시각적으로 친숙하지만 제

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뜻밖의 새로운 속성

으로 놀라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놀라움의 개념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지만 지각된 놀라움은 근본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사

건이나 기대와 일치하지 않는 새로운 자극에 의해 발생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시기적으로 도입 초기에

있는 디지털 사이니지는 점포환경에서 소비자가 놀라움

을 경험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새로운 자극으로 작용

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각된 놀라움과 감정의 관계

지각된 놀라움은 감정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며, 특

히 긍정적 감정과 복합적으로 작용한다(Fredrickson, 1998;

Heilman et al., 2002; Teixeira et al., 2012). 예를 들면,

Mellers et al.(1999)는 갬블(gamble)에서 이겼을 때 즐거

움을 느끼며, 특히 기대하지 않은 결과(놀라움)를 얻었

을 때 즐거움이 더욱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마케팅 분야에서는 기대하지 않은 광고나 혜택(놀라움)

은 고객만족 또는 호의적 태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긍정

적 감정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제시되고 있다. Val-

enzuela et al.(2010)는 대학 서점에서 예상치 않은 사은

품을 받은 참여자는 순간적으로 더 높은 행복감과 기쁨

을 느끼고 있음을 밝혔다. Heilman et al.(2002)의 연구

에서는 점포에서 예상 밖의 쿠폰을 제공받은 소비자는

더 많은 아이템을 구매하고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구매행동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기대하지 않은

놀라운 혜택과 자극으로 인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이

라고 논의하였다.

점포맥락에서도 광고자극과 관련하여 인터넷 비디오

광고에 의한 놀라움과 기쁨은 광고에 더 몰입하게 하는

효과가 있으며, 반응속도보다는 놀라움의 수준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혀졌다(Teixeira et al., 2012). 이

를 지지하는 Hutter and Hoffmann(2014)의 연구에서도

엠비언트 미디어 광고에 의한 지각된 놀라움이 클수록

광고에 호의적 태도가 증가하며 구매의도를 이끄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통해 지각된 놀라

움은 감정과 상호관련성을 가지며, 행동적 반응을 조절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및 연구모델

본 연구는 환경심리적 접근 모델(Mehrabian & Rus-

sell, 1974)을 바탕으로 점포내 디지털 사이니지를 환경

적 자극(S)으로 보고, 소비자 감정체험(O)과 접근/회피

행동적 반응(R) 메커니즘을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

구문제와 연구모델<Fig. 2>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점포내 디지털 사이니지 환경에서 소비

자 감정체험의 차원을 밝힌다.

연구문제 2. 점포내 디지털 사이니지 환경에서 소비

자 감정체험이 접근/회피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예측한다. 

연구문제 3. 디지털 사이니지에 의한 지각된 놀라움

수준(고/저)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증한다.

2. 측정도구 개발

본 조사의 측정도구는 문헌고찰, FGI, 예비조사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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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개발된 질문지가 사용되었으며, 질문지는 디지

털 사이니지 환경에서 소비자 감정체험, 접근/회피행동,

지각된 놀라움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부가적으로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디지털

사이니지 경험여부 및 인구통계적 특성(성별, 연령, 결

혼여부, 학력, 월평균수입)에 관한 항목을 포함시켰다.

1) 표적집단면접

본 연구에서는 먼저 선행연구에서 개발되지 않은 지

각된 놀라움 측정항목을 개발하기 위해 탐색적 접근의

표적집단면접(FGI)을 수행하였다. FGI 참여자는 자발적

으로 참여에 동의한 20대 대학생 13명(여=10명, 남=3명)

으로 구성하였다. 참여자는 패션점포의 디지털 사이니

지에 대한 사전경험이 없는 상태이므로 2015년 11월 중

디지털 사이니지가 설치된 패션점포(빈폴 딜라이트, 빈

폴 롯데월드몰점, 갤럭시 판교점)를 선정한 후, 직접 점

포를 방문하여 디지털 사이니지를 경험하도록 하였다.

FGI는 디지털 사이니지를 처음 접했을 때의 느낌이나

처음 사용하면서 느낀 감정을 유도하는 질문에 자유롭

게 응답하는 토론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총 1시간 30분~

2시간 소요되었으며, 전 과정이 참여자의 동의 하에 녹

취되었고 분석을 위해 응답내용이 모두 전사되었다.

디지털 사이니지에 의한 놀라움과 관련된 형용사가

포함된 총 44개의 응답문구를 추출하고, 내용의 일관성

과 빈도에 따라 내용을 범주화하였다. 디지털 사이니지

를 사용하면서 뜻밖의 정보나 결과를 얻었을 때 놀라움

의 반응은 ‘신기한’, ‘놀라운’, ‘인상깊은’, ‘대단한’ 형용

사로 표현되었으며, 특히 ‘신기한(22문구)’은 인용빈도

가 가장 높았다. 한편, 매장에서 처음 디지털 사이니지

를 보았을 때 나타난 놀라움의 반응은 ‘호기심이 생기

는’, ‘새로운’, ‘특이한’, ‘파격적인’으로 언급되었고, 이

는 주의를 집중시키거나 강한 인상을 남김으로써 접근

하게 만드는 놀라움의 인지적 측면을 반영하고 있었다.

따라서 지각된 놀라움의 측정항목은 선행연구(Hutter &

Hoffmann, 2014; Noodewier & Breugelmans, 2013)의 측

정도구와 일치하는 4개 항목(surprise, unconventional, un-

usual, amazed)과 추가 도출된 4개 항목을 포함한 총 8개

의 의미미분 형용사쌍으로 개발하였다(Table 5).

2) 예비조사

예비조사를 통해 소비자가 사용경험이 있는 디지털 사

이니지 유형을 파악하고, 디지털 사이니지 사용맥락에서

FGI와 문헌고찰을 근거로 개발된 측정항목(지각된 놀라

움, 감정체험, 접근/회피행동)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평가

하고자 하였다. 예비조사는 조사대행업체에 의뢰하여

2016년 1월 중에 온라인 설문조사로 실시되었으며, 표

본은 패션점포내 디지털 사이니지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20~40대 남녀 101명(여성 56.4%, 남성 43.6%; 연

령범위: 20~46세, 평균연령 31.7세)으로 구성되었다. 분

석결과는 패션마케팅 분야의 전문가(교수)에게 검토 받

은 후 수정 보완된 최종질문지가 본 조사에 사용되었다.

3) 측정도구

감정체험은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적용해 온 Mehrabi-

an and Russell(1974)의 PAD 척도를 사용하였다. 감정은

환경에 민감한 심리적 반응변수로써 본 연구는 기존연

구의 점포맥락과 다르므로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분

석을 통해 요인부하량이 .50 이하인 항목, 교차 부하된

항목 및 요인과 상응하지 않는 항목을 제거한 후, 최종

15항목을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Table 1). 각 항목에 대

Fig. 2. Research model of approach/avoidance behavior in the retail environment with digital sign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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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점포내 디지털 사이니지를 사용하여 쇼핑하는 동안

느낀 감정을 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

렇다)로 측정하였다.

접근-회피행동은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측정항

목(Dennis et al., 2010; Donovan & Rossiter, 1982)을 그대

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디지털 사이니지를 경험한 매

장에 대해 점포선호도, 쇼핑시간, 지출, 탐색 및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 욕구 및 행동을 내포한 접근과 회피행동

의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Table 4>, 7점 척도

(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심리학 분야에서 지각된 놀라움은 실험자극을 주고

이에 대한 언어적 또는 표정변화의 반응으로 측정하고

있다. 그러나 마케팅 관점에서 이러한 측정은 자발적인

쇼핑상황과 실제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측정의

타당도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Hutter & Hoff-

mannn,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지각된 놀라움은

통제되지 않는 자발적인 쇼핑상황과 실제현장을 고려하

여 경험을 바탕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FGI 분석결과

도출된 8개 항목에 대해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단일

차원으로 나타났으며(요인부하량 .76~.88), Cronbach's

α값은 .94로 나타나 측정항목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

인하였다. 따라서 지각된 놀라움은 8개 항목을 본 조사

에 사용하였으며, 실제점포에서 디지털 사이니지를 처음

접했을 때의 느낀 경험을 바탕으로 중간값 0을 기준으로

7점 의미미분 척도(−3점에서 +3점)로 측정하였다.

3. 표본 및 자료수집

아직까지 디지털 사이니지에 대한 용어나 인식이 낮

은 상황을 고려하여 디지털 사이니지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제시한 후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

다. 디지털 사이니지 유형은 예비조사에서 패션점포에

서 사용경험이 있다고 나타난 LED 광고판, 위치 및 쇼핑

정보 터치스크린, 디지털 룩북, 인터랙티브 미러, 가상

피팅시스템, 셀프 티켓팅 단말기, 셀프결제 키오스크의

다양한 형태를 포함시켰다.

본 연구의 표본은 디지털 사이니지의 사용경험이 있는

20~40대 소비자를 대상으로 구성하였다. 자료수집은 조

사대행업체에 의뢰하여 2016년 3월 중에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참여자에

한하여 단순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먼저 디지털

사이니지를 사용해 본 경험유무를 질문한 후, 경험이 없

는 경우는 설문을 종료하도록 하였다. 경험이 있는 경우,

사용해 본 디지털 사이니지 중 패션매장(브랜드, 백화점,

쇼핑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디지털 사이니지 1개를

선택한 후, 점포명과 위치(지점)를 적게 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패션점포에 해당되지 않거나 불성실한 자료를 제

외한 총 278명의 응답자료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표본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20~49세의 범위로 평균

연령은 32.55세이다. 여성이 53.2%(n=148)로 남성보다

약간 더 많은 분포를 보였다. 미혼이 59.0%(n=164)이며,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고(54.3%),

대학교 재학(27.0%), 대학원(11.9%), 고등학교 졸업 이하

(6.8%)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수입은 200만 원 미만이

46.8%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으며, 그 다음은 200~400만

원 미만(31.7%), 400~600만 원 미만(15.5%), 600만 원 이

상(6.1%)의 순으로 분포되었다.

응답자의 디지털 사이니지 경험은 일반적으로 LED

광고판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데 비해<Table 2>, 패션

점포에서 경험한 기억에 남는 디지털 사이니지는 위치/

Table 1.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the PAD mea-

sure in pre-test

Measure
Factor loadings

a

Deleted

itemsI II III

Happy - .75 -

Pleased - .77 -

Contented - .60 -

Joyful - .74 -

Hopeful - .74 -

Stimulated .62 .57 - Deleted

Frenzied - .63 - Deleted

Excited .62 - -

Jittery .67 - -

Tensioned .72 - -

Wide awake .78 - -

Arousal .81 - -

Controlling .71 - - Deleted

In control - - .65

Important - - .75

Dominant - - .76

Autonomous - - .65

Free - - .67

Influential - - - Deleted

Variance explained (%) 45.58 13.53 7.33

a: Loadings≤.50 not sh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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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정보 터치스크린이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n=

146, 52.5%). 디지털 사이니지를 경험했던 패션점포는 백

화점(57.6%), 쇼핑몰(33.8%), 패션브랜드 전문점(8.6%)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9.6%가 쇼핑 시 상품을 구

매하였으며 총지출 금액은 8,000~1,000,000원의 범위에

있었다(M=163,984원).

4. 자료분석

자료분석을 위해 PASW Statistics 18.0을 이용하여 감

정체험과 접근/회피행동의 하위차원을 밝히기 위해 배

리맥스 회전에 의한 주성분분석의 요인분석을 실시하

고, 요인별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값을 산출

하였다. 또한, 감정체험과 접근/회피행동의 관계를 추론

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지각된 놀라움의 조절효

과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과 split-sample 회

귀분석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측정변인의 요인분석결과

소비자 감정체험의 15항목에 대해 아이겐값 1 이상에

서 요인부하량 .60 이상을 기준으로 요인을 추출한 결과

<Table 3>과 같다. 디지털 사이니지 환경에서 감정체험

은 3개 차원으로 도출되었으며, 전체분산의 77.03%를 설

명하고 있다. 요인부하량은 .66~.84의 범위를 보이며, 신

뢰도 계수는 .89 이상으로 나타나 내용타당도와 신뢰도

를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디지털 사이니지의 점포맥락

에서도 소비자 감정체험은 즐거움, 환기, 우세함의 3개

차원으로 구성되며, Mehrabian and Russell(1974)이 제

시한 PAD 척도와 일치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소비자

감정체험 요인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적합하다고 판단

하고, 각 요인의 평균치를 차후분석에 사용하였다.

종속변인인 접근/회피행동의 10개 항목 중 요인부하

량이 .60 이하인 1개 항목을 제거한 후 요인분석한 결과

2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요인 1 “접근행동”은 물리적으로 친근감, 쇼핑을 위한

많은 시간 및 비용 지출과 관련된 6개 항목이 포함되었

으며, 요인 2 “회피행동”은 점포방문을 꺼리거나 탐색

및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회피하고 싶은 욕구를 반영한

3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요인부하량의 범위는 .64~.86

이며, 신뢰도 계수는 각각 .83과 .81로 모두 신뢰할 만한

범위에 있었다.

지각된 놀라움의 8개 항목을 요인분석한 결과, <Ta-

ble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단일차원이 도출되었으며 전

체분산의 78.03%를 설명하고 있다. 요인부하량은 .85~

.91 범위에 있으며, 신뢰도는 만족할 만한 범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점포환경에서 디지털 사이니지에 의한 지각

된 놀라움은 예상치 못한 자극으로 인해 나타난 놀라움

감정(Elpers et al., 2004; Hutter & Hoffmann, 2014; Val-

enzuela et al., 2010)과 새롭고 파격적인 대상에 대한 도

식불일치(schema discrepancy)로 인한 놀라움 인지(Al-

den et al., 2000; Meyer et al., 1997)의 두 가지 측면을 모

두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소비자 감정체험이 접근/회피행동에 미치는 효과

디지털 사이니지의 점포환경에서 접근/회피행동을 예

측하기 위해 먼저 1단계 회귀분석에는 감정의 3개 요인

Table 2. Types of digital signage experienced by respondents

Types of digital signage Number of experiencer in general (%)
a

Number of experiencer in fashion store (%)
b

LED billboard 236 (084.9) 080 (028.8)

Touch screen of location/shopping information 218 (078.4) 146 (052.5)

Digital look-book 061 (021.9) 011 (004.0)

Virtual fitting system 023 (008.3) 010 (003.6)

Interactive mirror 017 (006.1) 004 (001.4)

Self-ticketing machine 161 (057.9) 019 (006.8)

Self-checking kiosk 081 (029.1) 008 (002.9)

Total 797 (100.0) 278 (100.0)

a: duplicated response rate

b: selected response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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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mension of consumer emotional experience

Factors Items Factor loadings Eigenvalue
Variance explained %

(Cumulative variance %)
Cronbach's α

Pleasure

Happy .84

4.42
29.46

(29.46)
.93

Pleased .83

Contented .83

Joyful .83

Hopeful .75

Arousal

Jittery .82

3.63
24.19

(53.65)
.89

Tensioned .82

Wide awake .81

Arousal .80

Excited .60

Dominance

Autonomous .74

3.51
23.38

(77.03)
.91

In control .74

Important .74

Dominant .73

Free .66

Table 4. Factor analysis of approach/avoidance behavior in retail environment with digital signage

Factors Items
Factor

loadings
Eigenvalue

Variance explained %

(Cumulative variance %)
Cronbach's α

Approach

behavior

You spend much time to shop at this store. .78

3.26
36.23

(36.23)
.83

You enjoy shopping in this store. .78

This store is a place in which you feel friendly. .77

You spend a lot of expenditure in this store. .70

You end up spending more money than you orig-

inally set out to spend.
.70

This store is a place where you feel friendly and

talkative to a stranger near you.
.64

Avoidance

behavior

You would avoid ever having to return to this

store.
.86

2.45
27.25

(63.48)
.81

You want to avoid looking around or exploring

this store.
.84

This store is a place where you try to avoid other

people and avoid having to talk to them.
.78

Table 5. Factor analysis of perceived surprise by digital signage

Factor Items Factor loadings Eigenvalue Variance explained % Cronbach's α

Perceived

surprise

Amazed-Common .91

6.24 78.03 .96

Extraordinary-Ordinary .90

Impressed-Unimpressed .90

Unusual-Usual .88

Novel-Familiar .88

Surprised-Not surprised .87

Curious-Incurious .85

Unconventional-Conventional .85



점포내 디지털 사이니지 환경에서 소비자 감정체험과 접근/회피행동-지각된 놀라움의 조절효과-

– 275 –

을 독립변인으로, 2단계에서는 감정요인과 지각된 놀라

움을 함께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정체험 요인만을 독

립변인으로 한 회귀모델(Model 1)에서는 감정요인이 부

분적으로 유의하게 접근과 회피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지각된 놀라움이 독립변인으로 추가된 회

귀모델(Model 2)에서는 지각된 놀라움은 접근과 회피행

동의 유의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며, 회귀모

델의 F값의 변화량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

.110, p=.740). 따라서 지각된 놀라움이 단순히 감정 또는

접근/회피반응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선행변수로 보

기 어렵고, 감정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어떤 반응이나 행

동을 이끌 수 있다고 논의한 관점을 지지하고 있다(Fis-

ke, 2002; Juergensen et al., 2014; Valenzuela et al., 2010).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접근행동에 있어서 감정체험 중

즐거움과 환기가 접근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F=

43.07, p<.001, Adjusted R
2
=.31) 특히, 즐거움이 환기보다

더 높은 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점포내 디지털 사

이니지 환경에서도 즐거움 또는 환기감정이 접근행동의

중요한 예측변인임을 제시한 선행연구들을 지지하였다

(Dennis et al., 2010, 2012, 2013; Donovan & Rossiter,

1982; Donovan et al., 1994; Sherman et al., 1997).

그러나 회피행동에서는 접근행동의 결과와 다른 양상

을 보이고 있다. 접근행동에 유의한 효과가 없는 “우세

함” 요인은 회피행동에 유의한 부적효과(β=−.20, p<.05)

를 보임으로써 회피행동을 감소시키고 있다. 이 결과는

점포환경에서 접근/회피행동을 예측하는데 우세함의 중

요성을 밝히지 못한 연구들(Donovan & Rossiter, 1982;

Donovan et al., 1994; Mishra et al., 2014; Russell & Pratt,

1980; Sherman et al., 1997)과 불일치한 경향이다. 이는

선행연구의 점포환경과 달리 본 연구는 점포내 신기술

사용맥락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우세함” 감정

이 새로운 디지털 기술환경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

되거나 피하고 싶은 욕구를 최소한 줄여주는데 결정적

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함축하고 있다. 예상과 달리 접

근행동에 강력한 예측변인인 “즐거움”은 회피행동과 유

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즐거움의 감정체험은

회피반응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환기감정은 접근과 회피행동에 모두 정적인 영

향을 미침으로써 접근과 회피행동을 동시에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환기감정이 환경에 민

감한 특성을 가지므로 새로운 환경에서 놀라움이 일어

날 때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행동반응을 일으킬 수 있

다는 관점을 지지한다(Lindgreen & Vanhamme, 2003).

그러나 환기가 회피행동에 더 큰 효과를 보임으로써 환

기의 감정체험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

으로 보인다.

Table 6. Regression results of approach/avoidance behavior

Model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Approach behavior Std. β (t) Avoidance behavior Std. β (t)

1

Pleasure .33 (4.71)*** −.12 (−1.66)***

Arousal .17 (2.74)*** −.56 (−7.92)***

Dominance .14 (1.80)*** −.20 (−2.31)***

F 43.07 21.90

Multiple R 00.56 00.44

Adjusted R
2

00.31 00.18

2

Pleasure .31 (4.50)*** −.12 (−1.60)***

Arousal .16 (2.60)*** −.56 (−7.90)***

Dominance .11 (1.42)*** −.19 (−2.18)***

Perceived Surprise .09 (1.60)*** −.02 (0−.33)***

F 33.12 16.40

Multiple R 00.57 00.44

Adjusted R
2

00.31 00.18

F Change (sig.) 2.59 (p=.11) 0.11 (p=.74)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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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각된 놀라움의 조절효과

지각된 놀라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먼저 지

각된 놀라움 수준에 따라 표본을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

응답자의 지각된 놀라움 평균치가 1~3점인 표본을 고

집단(Mhigh=1.79, n=118), −3~0점인 표본을 저집단(Mlow

=−0.81, n=70)으로 분류하였다. 두 집단에 해당되지 않

는 표본(n=90)은 제거한 후 분석하였다. 두 집단의 지각

된 놀라움의 평균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

으로써(t=−23.80, p<.001) 집단 분류가 타당함을 확인하

였다.

1) 지각된 놀라움 수준에 따른 감정체험 차이

지각된 놀라움 수준별 두 집단의 감정체험 차이를 t

검증한 결과, PAD 3개 요인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Table 7). 디지털 사이니지에 의한 지

각된 놀라움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즐

거움, 환기, 우세함의 감정체험 모두 더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이 결과는 예상하지 않은 지각된 놀라움이 감정

의 증폭제 역할을 한다고 논의한 선행연구들을 지지하

면서(Lindgreen & Vanhamme, 2003; Mellers et al., 1999;

Teixeira et al., 2012) 감정과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지각된 놀라움의 조절효과

두 표본에 대해 split-sample 회귀분석을 통해 지각된

놀라움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지각된 놀라움이 높은 집단에서는 감정요인 중 즐거움

과 우세함이 접근행동에 유의한 정적 효과를 보이는 반

면, 지각된 놀라움이 낮은 집단에서는 감정과 접근행동

사이에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감정체험(즐거움,

우세함)과 접근행동 사이에 지각된 놀라움의 조절효과

Table 7. Group differences in consumer emotional experience

Level of perceived surprise
t-value

Low (n=70) High (n=118)

Pleasure 3.78 (0.92) 4.69 (1.15) 5.56***

Arousal 2.90 (1.16) 3.64 (1.22) 4.07***

Dominance 3.39 (0.90) 4.46 (1.20) 6.01***

***p<.001

Table 8. Predicting approach/avoidance behavior by level of perceived surprise

Dependent variables

Approach behavior Std. β (t) Avoidance behavior Std. β (t)

High level of surprise

Pleasure .35 (3.69)*** −.05 (−.47)***0

Arousal .10 (1.20)*** .55 (5.20)***

Dominance .27 (2.60)*** −.34 (−2.67)***

F 28.74 9.10

Multiple R 00.65 0.44

Adjusted R
2

00.41 0.17

Low level of surprise

Pleasure .14 (1.07) −.24 (−1.69)***

Arousal .29 (1.85) .68 (3.50)***

Dominance .21 (1.15) −.03 (−.17)***0

F 11.06 7.15

Multiple R 00.57 0.49

Adjusted R
2

00.30 0.21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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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타났다.

회피행동과 관련하여 지각된 놀라움이 높은 집단에서

는 우세함이 회피행동에 유의한 부적효과를 보이는 반

면, 지각된 놀라움이 낮은 집단에서는 유의한 효과를 보

이지 않음으로써 지각된 놀라움의 조절효과가 나타났

다. 그러나, 환기와 회피행동 사이에서는 지각된 놀라움

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서 모두 정적효과를 보여 조

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디지털 사이니지 환

경에서의 환기감정은 지각된 놀라움과 관계없이 회피

행동을 증가시키는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기의 연구결과는 점포환경에서 디지털 사이니지에

의한 지각된 놀라움은 즐거움 감정과 상호작용함으로

써 더욱 적극적으로 접근행동을 유도하는데 효과적이며,

특히, 디지털 사이니지 사용맥락에서 지각된 놀라움은

우세함 감정을 증폭시킴으로써 접근행동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회피반응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체험적 요소

임을 시사하고 있다.

V. 결론 및 제언

최근 디지털 사이니지는 점포환경에서 감각적 요소로

작용할 뿐 아니라 고객체험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중

요한 마케팅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디지털

사이니지의 점포환경(S) 맥락에서 소비자 체험(O)이 접

근/회피행동(R)에 미치는 영향과 디지털 사이니지 자극

에 의한 지각된 놀라움의 조절효과를 규명함으로써 환

경심리적 접근의 Mehrabian and Russell(1974)의 자극

(S)-유기체(O)-반응(R) 이론을 확대하고 디지털 기술 사

용맥락에서 자극-반응 메커니즘을 이해함으로써 멀티미

디어 기술을 활용한 점포관리전략을 위한 마케팅 시사

점을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 사이니지의 점포환경에서 소비자 감정체험은

“즐거움”, “환기”, “우세함”의 3개 차원으로 구성되어 본

연구맥락에서도 소비자 PAD 감정척도의 타당성이 확

인되었다. 소비자 감정체험 중 즐거움과 환기는 접근행

동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특히 즐거움이 큰 영향력을 보

임으로써 점포환경 연구들(Donovan & Rossiter, 1982;

Sherman et al., 1997)과 디지털 사이니지 연구(Dennis et

al., 2010, 2013, 2014)와 함께 본 연구맥락에서도 환경

심리적 접근이론이 지지되었다. 따라서, 점포내 디지털

사이니지 환경에서 “즐거움”은 소비자 접근행동반응을

증가시키는 강력한 예측변인으로 사료된다.

한편, “우세함”은 접근행동과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

으나 회피행동에서는 유의한 부적효과를 보임으로써 점

포내 디지털 사이니지 환경에서 회피반응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 일

반점포에서 접근행동을 예측하는데 우세함 요인을 배제

시켜왔던 선행연구들을 지지하지 않는다(Russell & Pr-

att, 1980; Sherman et al., 1997). 일반점포와 달리 디지털

사이니지 사용을 고려한 본 연구맥락에서 볼 때, 우세함

감정(자기주도적, 우세한, 자유로운)은 신기술 혁신에 대

한 저항감을 줄여줌으로써 최소한 점포환경에 대한 회

피심리나 욕구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소비자

들이 새로운 디지털 기술에 자유롭고 자기주도적인 우

세한 감정을 체험하게 된다면, 심리적으로 매장 방문을

꺼리는 회피요소를 줄여줄 뿐 아니라 점포내 디지털 사

이니지를 이용하여 적극적인 탐색행동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유기체(감정체험)와 반응(접근/회피) 사이의 메커니즘

은 디지털 사이니지에 의한 지각된 놀라움의 조절효과

에 의해 더 명확히 설명되고 있다. 점포환경에서 디지털

사이니지에 의한 지각된 놀라움이 높을수록 소비자 감

정(즐거움, 우세함)이 접근행동을 증가시키는 데 반해,

지각된 놀라움이 낮은 조건에서는 감정이 접근행동에

미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지각된 놀라

움은 고객의 감정체험을 더욱 긍정적으로 조절해줌으로

써 접근행동을 촉진하고 있다. 따라서 혁신기술을 사용

하는 고객에게 긍정적인 놀라움을 일으킬 수 있도록 새

롭고 파격적인 오락적 요소나 기대하지 않았던 뜻밖의

놀라운 마케팅 자극(쿠폰, 할인 등)을 제공하는 인센티

브 프로그램을 병행한다면 그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기

대된다.

회피행동과 우세함의 관계에서도 지각된 놀라움의 조

절효과가 나타나 디지털 사이니지에 의한 지각된 놀라

움이 높을 때, 우세함은 회피행동을 더욱 감소시켰다. 따

라서,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 시 지각된 놀라움을 일으

킬 수 있도록 절대 식역을 초과하는 콘텐츠를 강화할 필

요가 있다. 예를 들면, 시각적인 외관뿐 아니라 사용과정

에서 증강현실 및 사물인터넷 기술과 융합한 독특한 터

치감, 소리, 가상현실체험 등의 감각적 자극과 콘텐츠에

의한 놀라움을 긍정적으로 체험하도록 점포환경을 잘

조성해야 할 것이다.

감정체험 중 환기(신경이 예민한, 긴장된, 각성된)는

지각된 놀라움이 높을 경우 접근행동을 증가시키지만,

회피행동에 있어서는 지각된 놀라움의 조절효과가 나



한국의류학회지 Vol. 41 No. 2, 2017

– 278 –

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지각된 놀라움이 본질적

으로 환기의 감정과 연결되기 때문에 놀라움이 높게 지

각될 때 긍정적으로 행동을 유도한다고 논의한 관점을

지지하지 않는다(Lindgreen & Vanhamme, 2003). 하지

만 환기는 즐거운 환경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

을 고려하여(Donovan & Rossiter, 1982; Donovan et al.,

1994), 디지털 사이니지의 오락적 콘텐츠를 강화함으로

써 환기의 감정이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잘 조절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새로운 자극에 노출될 때 환기의

감정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신기술 도입

의 초기단계에는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본 연구는 점포내 디지털 사이니지 사용맥락에서 소

비자 체험과 행동적 반응의 관계와 지각된 놀라움의 조

절효과를 검증함으로써 Mehrabian-Russell의 환경심리

적 접근의 S-O-R 모델을 확장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본

다. 또한 디지털 사이니지의 다양한 유형을 포함시키고

경험을 근거로 측정한 지각된 놀라움과 감정체험은 자

발적인 상황과 점포의 실제환경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지만 여전히 지각된 놀라움의 개념과 측

정방법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디지털 사이니지

가 설치된 실제점포환경에서 현장실험과 조사연구를 병

행하여 지각된 놀라움의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측정

도구와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의 패션점

포내 디지털 사이지니는 지속적으로 진화되고 있는 상

황을 고려하여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디지털 사이니지

를 유형화하고, 기능과 상호작용성의 차이를 고려한 접

근/회피반응모델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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