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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온라인, 모바일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대형 브랜드의 강세로 시장 

경쟁이 심화되면서, 오프라인 점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리테일러들은 소비자들의 주의를 끌고 

극대화된 점포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장식적인 예술 작품이나 새로운 

기술 등을 점포 내에 도입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은 더욱 

복잡한 리테일 환경에 노출되고 있으나, 이러한 점포 디자인의 시각적 

복잡성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효과에 대한 학술적 연구 및 실무적 제언은 

부족한 실정이다.  

복잡성은 시각적 자극에 대한 관찰자의 첫인상 및 감정반응, 선호 

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변수이나, 점포환경 맥락에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몇몇 연구가 식료품 점포 맥락에서 

시행되었고, 점포의 시각적 복잡성이 소비자의 감정반응 및 소비자의 

접근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를 얻었다. 심미성이 핵심 

가치인 패션 제품의 경우 점포의 시각적 디자인은 소비자에게 더욱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서 시각적 복잡성이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패션 점포의 시각적 복잡성이 소비자의 감정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 설문지법과 함께 

정신생리학적 지표의 측정을 통해 미세한 감정적 반응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얻고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또한, 패션 소비자 

반응의 이해와 브랜드의 전략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수인 

소비자의 패션 관여도 수준을 측정하여, 점포환경이 감정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소비자 패션 관여도의 조절역할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사용해 시각적 복잡성 

수준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가상 점포를 제작하였다. 시각적 복잡성은 

점포의 벽, 바닥, 천장이나 가구 등의 디자인과 점포 레이아웃으로 

정의되었으며, 점포 내 디자인 요소로서의 장식적 패턴의 유무와 

레이아웃 유형(grid vs. free form)을 기준으로 자극물을 조작하였다. 각 

점포 내 제품 및 구성요소의 수량과 종류, 점포의 크기는 동일하게 

통제되었다. 

실험 1은 패션 점포의 시각적 복잡성이 소비자의 생리학적 감정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대표적 감정반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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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움과 각성이 각각 광대근의 근전도(EMG, Electromyography), 

피부 전기활동(EDA, Electrodermal Activity)의 활성화 정도로 

측정되었다. 피험자들이 65” 고해상도 TV 화면을 통해 가상 점포를 

보는 동안 바이오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리학적 데이터가 

수집되었으며,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의 여성 피험자 24명의 

데이터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반복 측정 분산분석 결과, 점포의 시각적 복잡성이 즐거움(EMG 

반응)에 미치는 영향이 피험자의 패션 관여도 수준에 따라 조절됨을 

확인하였다. 특히, 패션 관여도가 낮은 소비자는 복잡성이 낮은 

점포에서 더 큰 즐거움을 느끼는 반면, 패션 관여도가 높은 소비자는 

오히려 복잡성이 높은 점포에서 더 큰 즐거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즐거움에 대한 시각적 복잡성의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각성의 경우, 

피험자의 패션 관여도 수준에 관계 없이 점포의 복잡성이 높을 때 

생리학적 각성(EDA 반응)이 더 높게 나타났다.  

실험 2는 설문 조사를 통해 실험 1의 결과를 재확인하고, 추가로 

점포의 시각적 복잡성이 소비자의 접근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Amazon Mturk을 통해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실험 1과 동일한 가상 점포 자극물이 사용되었다. 

만 20세 이상 ~ 만 40세 미만의 여성 263명의 응답이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실험 1의 결과를 재확인하기 위해, 점포의 시각적 복잡성과 소비자 

패션 관여도 수준을 독립변수로, 즐거움과 각성을 각각 종속변수로 하여 

이원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즐거움에 대한 분석 결과, 패션 점포의 

시각적 복잡성에 따른 피험자의 즐거움에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점포의 시각적 복잡성이 즐거움에 미치는 영향이 피험자의 

패션 관여도 수준에 따라 조절됨을 확인하였다. 각성에 대한 분석 결과, 

점포의 복잡성이 높을 때 각성이 유의하게 더 높았으며, 소비자의 패션 

관여도 수준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생리학적 지표의 

측정을 통해 얻은 실험 1의 데이터와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경로 확인을 위해 SPSS Macro Process (Hayes, 2013)를 사용한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점포의 시각적 복잡성이 소비자의 점포 

접근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소비자 패션 관여도에 의해 

조절된 즐거움과 각성이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패션 

점포가 복잡할 수록 소비자가 느끼는 각성 수준이 높아지고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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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패션 관여도 수준과 상관 없이 점포 접근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소비자의 패션 관여도가 높을 때에는 패션 점포의 

복잡성이 즐거운 감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소비자가 점포 

내에서 즐거운 감정을 더 경험할 수록 점포 접근 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시각적 가치가 중요한 패션 점포 맥락에서, 관련 소비자 

변수인 패션 관여도를 도입하여 점포환경이 소비자의 감정반응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규명하였다. 패션 관여도에 따른 소비자 

집단의 반응을 이해함으로써, 마케터들은 점포 내 디자인 요소 및 

레이아웃을 이용해 브랜드의 표적 고객에게 긍정적인 점포 내 경험을 

제공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브랜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본 연구는 설문지법과 정신생리학적 지표의 

측정을 통해 동일한 결과를 얻어 소비자의 감정반응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며, 또한 현실감 있는 3D 가상 점포를 제작하고 고해상도 TV 

스크린으로 제시하여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주요어 : 점포환경, 시각적 복잡성, 소비자 감정반응, 패션 관여도, 

   점포 접근행동, 정신생리학적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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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환경이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그간 건축, 인테리어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해 왔으며, 환경 심리학이 발전하면서 마케팅 

분야에서도 리테일 점포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가 경험하는 점포환경은 제품을 비롯한 수많은 

사물과 다양한 색상, 재료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성 요소들의 배치와 

정렬을 통해 점포 고유의 시각적 이미지를 전달한다. 점포 내 경험을 

통해 소비자는 서로 다른 감정을 경험하며 이는 점포 접근, 구매 등 

행동 반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기업들은 표적 고객에게 비전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점포환경을 

디자인해야 한다. 최근 온라인, 모바일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대형 SPA 

브랜드의 강세로 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여러 채널을 동시에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오프라인 점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리테일러들은 한정된 공간을 활용하여 

소비자들의 주의를 끌고 극대화된 점포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더 다양한 

제품을 제시하고 장식적인 예술 작품 및 인테리어 소품을 배치하거나, 

터치스크린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점포 내에 도입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은 더욱 복잡한 리테일 환경에 노출되고 있으나, 이러한 점포 

디자인의 시각적 복잡성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효과에 대한 학술적 연구 

및 실무적 제언은 부족한 실정이다. 

시각적 복잡성은 자극에 대한 사람들의 미적 경험과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관찰자의 주의를 끌고 자극의 처리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자극에 대해 느끼는 감정 및 태도와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 

점포환경의 시각적 복잡성은 점포 접근, 재방문 의도 등 소비자의 

반응에 중요한 변수가 되는데, 광고나 패키지 디자인의 복잡성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점포환경의 시각적 복잡성이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시각적 복잡성 인식은 환경 내 사물의 양과 다양성, 색상과 

재료나 표면 스타일의 다양성이 증가할수록 높아진다. Orth and 

Wirtz(2014)의 연구에 따르면 점포의 시각적 복잡성은 소비자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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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와 감정반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소비자가 지각하는 점포의 

매력성과 쇼핑 경험을 저해시킨다(Orth & Wirtz, 2014; Orth, Wirtz, & 

Mckinney, 2016). 그러나 이들의 실험은 식품 리테일 맥락에서 

시행되었으며, 따라서 시각적 디자인 및 쾌락적 요소가 소비자에게 

중요한 가치로써 기대되는 환경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심미성이 핵심 가치인 패션 제품의 경우 점포의 시각적 

매력성과 감각적인 점포 경험은 소비자에게 더욱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되기 때문에(Blázquez, 2014), 이러한 환경에서 시각적 복잡성이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험연구를 통해 패션 점포의 시각적 복잡성에 따른 소비자 

반응을 보다 심도 있게 규명하고자 한다.  

점포환경 연구의 방법론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가지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상 점포 자극물을 활용하고자 한다. 

실제 쇼핑 상황에서의 소비자 반응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선행 연구들이 

현장실험을 진행하였으나, 각각의 소비자는 점포환경 내에서 서로 다른 

상호작용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 때 발생하는 수많은 오류를 전부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한계점을 가진다(Bateson & Hui, 1992). 이에 

연구자들은 사진이나 이미지 제작을 통해 현장실험의 물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변수의 조작과 통제 및 자극물의 

현실감(Reality)이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환경에 대한 

인식과 선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감정적 처리에 있어서는 고도로 

현실감 있는 자극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자극물은 점포환경 연구의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 할 수 있다(Daniel & Meitner, 

2001). 이에 본 연구에서는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사용해 변수들을 

조작, 통제하고 현실감 있는 자극물을 제작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소비자가 점포환경 내에서 느끼는 감정적 경험에 있어 

대부분의 연구들이 자기보고식 설문을 통해 감정을 측정해 왔으나, 

자기보고 방식은 실제 자극의 경험과 응답 사이의 시간차, 사회적 요인 

등에 의해 편향될 수 있다(Groeppel-Klein & Baun, 2001; Potter & 

Bolls, 2012). 정신생리학적 측정은 자극에 대한 인간의 감정반응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객관적인 측정 방법이며, 

이를 통해 소비자가 의식적으로 지각하지 못하는 미세한 정서적 반응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신생리학적 지표의 

측정을 통해 소비자 감정반응에 대한 자기보고의 결과를 보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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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소비자의 점포 내 경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각적 

복잡성이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패션 점포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패션 점포의 시각적 복잡성에 따른 소비자의 

감정반응을 생리학적 데이터와 설문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고, 패션 

소비자 반응의 이해와 브랜드 전략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수인 

소비자의 패션 관여도 수준에 따른 반응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점포환경의 영향이 감정반응을 거쳐 소비자의 점포 접근행동에 이르는 

경로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가 패션 점포의 시각적 복잡성에 대해 느끼는 

감정반응을 확인하고자 한다. 환경 심리학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 감정인 즐거움(Pleasure)과 각성(Arousal) 반응을 

정신생리학적 지표의 측정과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각각의 결과를 

비교하여, 점포환경을 통해 소비자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 심도 있게 

이해하고자 한다.  

둘째, 패션점포의 시각적 복잡성에 대한 반응이 소비자의 패션 

관여도 수준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고, 점포의 시각적 

복잡성이 감정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소비자 패션 관여도의 조절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점포의 시각적 복잡성이 소비자의 점포 접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확인하고 감정반응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점포환경 

자극 (Stimuli) – 감정반응 (Organism) – 행동반응 (Response)으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S-O-R 모델을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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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논문의 구성 
 

 

본 연구는 패션 점포의 시각적 복잡성이 소비자의 생리학적 감정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된 실험 1과, 자기보고식 

설문을 통해 실험 1의 결과를 재확인하고 경로 모델을 검증하는 실험 

2를 독립적으로 진행하였다. 논문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 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및 연구의 목적을 

제시하고, 연구의 전체적인 구성을 소개한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점포환경에 대한 소비자 반응, 시각적 

복잡성 및 소비자 패션 관여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연구모형 설정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한다. 

제 3 장 연구방법 및 절차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연구문제 

및 가설을 설정하고, 자극물 제작을 위한 예비조사를 포함하여 실증 

연구를 위한 실험 절차를 설계한다.   

제 4 장 실험 1에서는 정신생리학적 지표의 측정을 통해 패션 

점포의 시각적 복잡성이 소비자의 감정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실험의 구체적인 연구방법 및 절차, 분석 방법과 분석 결과 및 논의를 

제시한다. 

제 5 장 실험 2는 자기보고식 설문을 통해 실험 1의 결과를 

재확인하고, 패션 점포의 시각적 복잡성이 소비자 감정을 매개하여 점포 

접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모델을 검증한다. 실험의 구체적인 

연구방법 및 절차, 분석 방법과 분석 결과 및 논의를 제시한다. 

제 6 장 결론 및 제언에서는 실험 1과 실험 2의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토대로 본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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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점포환경에 대한 소비자 반응 
 

 

본 절에서는 점포환경과 소비자 반응을 다룬 선행연구를 통해 

점포환경의 중요성과 점포 내에서 소비자가 느끼는 감정, 태도 및 

행동반응에 대해 고찰하여 본 연구의 이론적 틀을 제시한다. 또한 

감정반응의 측정에 있어 제기되는 한계점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신생리학적 지표를 통한 감정 반응의 

측정에 대해 소개한다.  

 

 

1. 점포환경의 개념 
 

 

점포환경(Store Environment)이란 매장의 물리적 환경(physical 

surroundings)을 말한다(Lam, 2001). 점포환경은 음악, 조명, 레이아웃, 

안내판 및 인적 요소 등을 모두 포함하며, 점포의 외관인 외부환경과 

실내 인테리어인 내부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점포의 물리적 환경은 

소비자에게 서비스 및 재화를 전달할 뿐 아니라 기업과 소비자 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고객은 점포 내에서 많은 의사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점포환경을 통해 고객들에게 효율적으로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김준회, 김동일, 2014). 

점포환경에 대해 “Store Atmosphere”, “Store Environment”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어 정확한 개념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점포의 분위기를 뜻하는 “Atmosphere”라는 용어는 Kotler(1973)가 

처음 정의하였다. “Atmospherics”는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감정을 

향상시켜 구매 욕구를 불러 일으키기 위해 구매 환경(environment)을 

의도적으로 디자인 하는 것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Atmosphere” 는 

디자인된 공간의 분위기로서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수단이 된다(Kotler, 1973). 점포의 분위기는 소비자의 감각을 

통해 파악되는 것으로, Kotler(1973)는 물리적 환경의 구성요소를 시각, 

청각, 후각, 촉각의 네 가지 차원으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시각적 

요소는 색상, 조도, 크기 및 형태를 포함하며, 청각적 요소로는 음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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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높이, 후각적 요소는 향기와 상쾌함, 촉각적 요소에는 부드러움, 

매끄러움, 기온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서 점포 분위기(atmosphere)는 

점포 환경(environment)의 디자인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설명되고 

있으며, Vieira(2013) 또한 점포 분위기를 전체적인 점포환경이 반영된 

구성체로 설명하고 있다. 

이후 많은 학자들이 Kotler(1973)의 정의를 수정, 보완하였다. 

Baker(1986)는 물리적 점포환경의 구성요소를 온도, 소음, 향기, 음악, 

조도 등의 주변 요인(ambient factors)와 건축, 색상, 재료, 패턴, 점포 

레이아웃 등의 디자인 요인(design factors), 그리고 점원, 고객 등 

사회적 요인(social factors)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Turley and 

Milliman(2000)은 점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환경 단서를 외부 

변수(건축 스타일, 점포 주변 단서 등), 인테리어 변수(조도, 색상, 음악, 

제품 등), 레이아웃 및 디자인 변수(공간 디자인 및 제품 배치 등), 

구매 시점 및 장식 디스플레이 변수(사인, 벽 장식, 가격표시 등), 

그리고 인적 변수(점원, 유니폼, 인적 혼잡성 등)의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여전히 많은 선행연구에서 두 용어가 혼용되고 있으나 

점포의 물리적 환경에 대해서는 주로 “Store Environment” 또는 

“Physical Environment”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Baker, 1986; 

Baker et al., 2002; Bitner, 1992; Foxall & Greenley, 1999).  

점포환경의 개념을 바탕으로, 선행 연구들은 점포 내 소비자 행동의 

다양한 양상에 대해 탐구하였다. 점포를 구성하는 환경 요소들이 

단일항목 또는 전체 구성체로서 독립변수로 사용되었고, 종속변수로는 

소비자의 감정반응이나 점포에 대한 태도 및 구매행동, 접근행동, 

재방문 의도 등 환경 자극에 대한 소비자 반응 변수들이 사용되어 왔다. 

점포환경의 단일 요소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는 음악(Milliman, 1986; 

기현명, 이유리, 2006), 색상(Babin, Hardesty, & Suter, 2003; Yildrim, 

Akalin-Baskaya, & Hidayetoglu, 2007), 혼잡성(Eroglu, Machleit, & 

Barr, 2005; 정혜인, 2014) 등 특정 요소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보다 큰 차원에서 점포환경의 구성 요인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였는데, 예를 들어 Baker, Levy, and Grewal(1992)의 

연구에서는 Baker(1986)가 제시한 기준을 바탕으로 점포환경의 주변 

요인(ambient factors)을 음악과 조명으로 조작하여 영향을 살펴보았다. 

전체 환경 요인들을 반영한 점포환경 연구로는 점포 분위기(Donovan & 

Rossiter, 1982; Donovan et al., 1994) 또는 점포 매력성(Vieira, 

2010; Schuler, 1981) 등의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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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포환경의 시각적 디자인 
 

 

Kotler(1973)가 제시한 것과 같이, 점포환경은 소비자들의 감각을 

통해 지각된다. 따라서 다양한 감각 정보를 활용한 마케팅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후각, 청각 등 감각적 환경 요소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주목을 받아온 감각은 시각으로, 

인지과학 분야에서도 관찰자가 자극을 지각함에 있어 시각적 정보가 

다른 감각 정보들보다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보성, 민윤기, 2009).  

Baker(1986)에 따르면, 디자인 요인은 소비자가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가시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보다 쉽게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점포환경의 시각적 디자인은 온도, 소음과 같은 주변 요인에 비해 

소비자의 긍정적인 감정을 유도하여 접근 행동과 구매 의도를 

향상시키는 데에 더욱 큰 영향력을 지닌다. 디자인 요소는 기능적 

차원(functional dimension)과 미적 차원(aesthetic dimension)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미적 차원은 건축미, 색상, 패턴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적 차원의 요소들은 소비자가 점포 내에서 경험하는 

즐거움과 관련된다. 기능적 차원은 레이아웃 및 안정성을 포함하며 

공간의 배치 및 정렬과 관련된 점포의 레이아웃 또한 소비자의 접근 

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소이다(Baker, 1986).  

점포환경의 시각적 디자인은 소비자가 지각하는 점포의 심미성 및 

매력성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Orth & Wirtz, 2014). 매력적인 점포 

디자인은 경쟁적인 시장 환경에서 타 점포와 구별되는 점포 이미지를 

구축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쉽게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평가 및 점포 방문, 만족, 제품 구매와 같은 행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Vieira, 2010). 즉, 리테일러는 매장 내에 

제품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면서 미적으로도 우수한 점포환경을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공간에 제품 및 환경 요소들을 배치할 때에는 조형예술의 

디자인 원리를 활용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이은영, 1997).  

특히 패션 제품의 경우 심미성이 핵심적 가치로, 패션 소비자들에게 

시각적 정보는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Baker(1986)가 

제시한 디자인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기능적 차원으로서의 점포 

레이아웃과 미적 차원으로서의 장식적 패턴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의 점포 

환경에 대한 시각적 반응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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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포환경에 대한 소비자 감정반응 
 

 

소비자 행동에 있어 감정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통적으로 

소비자 행동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합리적이고 인지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행동한다는 전제 하에 연구를 진행해 왔으나, 1980년대부터 소비자의 

감정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전체 소비 과정에 있어 감정이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하였다(Hirschman & 

Holbrook, 1982; 곽원일, 최원일, 2002; 김문섭, 김동태, 김재일, 2006). 

Zajonc(1980)는 생각과 감정을 각각 독립적인 평가 시스템으로 

보고, 감정 반응이 인지적 처리과정 없이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먼저 생성된 감정이 생각에 영향을 미쳐 자극에 대한 태도, 선호 등을 

형성시킬 수도 있다고 하였다. 또한 Hirschman and Holbrook(1982)의 

논의를 시작으로 소비자가 경험하는 감정이 소비과정의 주요 동기로써 

작용하는 쾌락적 소비(hedonic consumption)의 개념이 중요해 지면서 

다양한 소비 맥락에서 소비자가 경험하는 감정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 감정적 반응이 소비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긍정적 감정은 마케팅 자극 및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긍정적 태도를 유발시키고(Dube ,́ Cervellon, & Han, 2003; Mano, 

1997; 최선형, 1993) 인지적 처리 및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며(Bagozzi, 

Gopinath, & Nyer, 1999; Gardner, 1985; 최낙환, 2011), 소비자 

만족(Phillips and Baumgartner, 2002; 정형식, 김영심, 2003), 제품 및 

점포에 대한 선호(Donovan and Rossiter, 1982; Vieira, 2013; 

Westbrook, 1980), 구매 행동(Sherman, Mathur, & Smith, 1997; 

김문섭, 김동태, 김재일, 2006; 박은주, 소귀숙, 2000)에 이르기까지 

모든 소비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환경심리적 관점에서 Mehrabian and Russell(1974)은 감정반응에 

주목하여, 환경에 따른 감정적 경험이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Stimulus-Organism-Response (S-O-R) 패러다임을 제안하였다. S-

O-R 패러다임에 따르면, 환경 내 감각적 요소들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에 대해 사람들은 서로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되며 이는 환경에 대한 

반응인 접근-회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Donovan and Rossiter 

(1982)가 이를 리테일 점포 맥락에 적용하여 점포 내 다양한 변수들로 

형성되는 점포 분위기가 소비자의 감정적 반응을 발생시키며, 이 감정 

변수가 점포환경 자극과 소비자들의 점포 접근행동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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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확인하였다. 점포 접근 행동은 해당 점포에서 오랫동안 머물며 

탐색하고, 친근함을 느끼거나 다시 방문하고자 하는 등의 긍정적인 

행동을 포함한다. 따라서 S-O-R 패러다임이 점포환경에도 적용되며, 

소비자들이 긍정적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점포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밝혔다. 이후 많은 점포환경 연구들이 S-O-R 패러다임에 

기반하여 점포 내의 다양한 환경적 요소들이 소비자의 내적 상태인 

감정과 그에 따른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규명해 왔다(Foxall 

& Greenley, 1999; Machleit Eroglu, & Mantel, 2000; Sherman, 

Mathur, & Smith, 1997; Wu et al., 2013).  

 

 

(1) 감정반응의 차원 

 

 

감정반응은 인간이 고도로 복잡한 생활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모든 

정보 및 자극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선택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정신 

활동을 촉진시키는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과정이다(Lang & Bradley, 

2008). 감정(emotions)은 다른 정서적 반응인 태도(attitudes)나 

기분(moods)과 구분된다. 감정은 특정한 의미 있는 자극에 노출되었을 

때 생성되는 비교적 단기적인 정서 반응으로 태도는 감정보다 더 

지속적인 장기적 정서 반응이라 할 수 있으며, 감정이 특정 자극에 대한 

반응인 반면 기분은 보다 광범위하고 불특정적인 일반적 정서 상태를 

말한다(Gardner, 1985; Potter & Bolls, 2012; 양윤, 민재연, 2004). 

감정은 환경 내에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는지 파악하고 그 사건이 

개인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며, 개인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이기도 하다(Frijda & Mesquita, 1994). 환경과 

개인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해 이루어진 많은 선행연구에서도 

감정이 환경에 대한 반응을 설명하는 핵심적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Mehrabian & Russell, 1974). 

Mehrabian and Russell (1974)은 환경 자극에 따른 감정반응을 

즐거움(Pleasure), 각성(Arousal), 지배(Dominance)의 세 가지 

차원으로 제시하였다. 즐거움은 환경 내에서 개인이 느끼는 행복이나 

만족감과 같은 긍정적 감정과 연관되며, 각성은 개인이 환경에 의해 

흥분되고 자극을 느끼는 상태와 관련된다. 지배는 개인이 행동함에 있어 

스스로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거나, 제약이 없고 자유롭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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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는 정도를 말한다. 그러나, 이후 후속연구를 통해 환경에 대한 

감정반응은 즐거움과 각성 두 가지 차원으로 수정되었으며(Russell & 

Pratt, 1980; Russell, Ward & Pratt, 1981), 이후 대다수의 관련 

연구가 감정반응 측정에 있어 이 두 변수를 사용하였다. 

 

 

[그림 2-1] 수정된 Mehrabian-Russell 모델 

자료원 : Donovan, R. J., Rossiter, J. R., Marcoolyn, G., & Nesdale, A. 

(1994). Store atmosphere and purchasing behavior. Journal of retailing, 
70(3), 283-294. 

 

즐거움(pleasure)은 개인이 환경에 대해 느끼는 행복함, 만족감, 

좋음과 같은 긍정적 감정의 정도를 반영하며, 쇼핑 상황에서 소비자가 

경험한 즐거움은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Babin, Darden, & 

Griffin, 1994; Bloch, Sherrell, & Ridgway, 1986; Hirschman & 

Holbrook, 1982). 쇼핑 환경에 의한 즐거움은 점포에 머무는 시간, 

점포 내 사회적 상호작용, 재방문 의도와 같은 긍정적인 접근행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aker, Levy, & Grewal, 1992; Bitner, 

1992; Donovan & Rossiter, 1982), 제품에 대한 소비자 평가(Chebat 

& Michon, 2003), 만족(Mattila & Wirtz, 2001) 및 구매행동(Menon 

& Kahn, 2002; Sherman, Mathur, & Smith, 1997; Babin & Darden, 

1995)과도 관련된다. 감정 차원 중 즐거움이 환경에 대한 접근-회피 

행동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즐거움이 

접근행동의 유일한 결정 요인은 아니며, 각성 수준과 접근행동의 관계 

및 즐거움과 각성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Mehrabian & Russell, 1974).  

Berlyne(1971)의 정의에 따르면, 각성은 졸린, 지루한, 느긋한, 

또는 차분한 상태에서부터 자극적인, 흥분된, 깨어 있는 상태에 이르는 

감정 반응이다. 각성과 접근행동의 관계는 각성 수준이 높아질수록 접근 

또한 높아지다가 각성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접근행동이 감소하는 

종형 관계를 가진다. 다시 말해, 각성이 적정 수준일 경우 사람들은 

해당 환경에 접근하고자 하지만 각성 수준이 너무 낮거나 과도하게 높을 

경우에는 환경에 대한 회피 행동으로 이어진다(Berlyne,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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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hrabian & Russell, 1974). 또한 새롭고 복잡한 환경 자극으로 인한 

각성 반응은 소비자를 흥분시켜 자극 및 상황에 몰입하게 하며, 점포 

내에서 더 오랫동안 머물도록 하고 구매의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밝혀진 바 있다(Donovan & Rossiter, 1982; Groeppel-

Klein & Baun, 2001). 즐거움과 각성의 상호작용에 있어서는, 소비자가 

즐거움을 느끼는 환경에서는 각성의 증가가 접근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반대로 환경이 즐겁지 않게 느껴지는 경우에 각성의 증가는 

환경에 대한 회피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Donovan & Rossiter, 1982; Mehrabian & Russell, 1974; Wirtz, 

Mattila, & Tan, 2000).  

 

 

(2) 정신생리학적 지표를 통한 감정반응의 측정 

 

 

정신생리학(Psychophysiology)이란 심리학(Psychology)과 생리학 

(Physiology)의 합성어로서, 정신생리학은 인간의 심리에 따른 생리적 

반응에 주목하여 이를 통해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연구 분야이다. 

감정반응은 생리학적 반응과 밀접하게 연관되는데, 정신생리학적 지표를 

통해 피험자가 의식적으로 지각하지 못하는 미세한 정서적 반응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미디어 및 환경에 대한 소비자 연구에도 널리 

적용되고 있다(Potter & Bolls, 2012; Somervuori & Ravaja, 2013).  

정신생리학 분야에서도 감정반응의 측정은 매우 중요하게 논의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즐거움의 지표인 안면 근전도(facial EMG)와 각성의 

지표인 피부 전기활동(EDA)에 주목해 왔으며, 감정 상태를 반영함에 

있어 이 두 가지 지표의 신뢰도와 타당성이 검증되어 다양한 연구에 

사용되고 있다(Potter & Bolls, 2012). 각 지표의 개념 및 의미는 

다음과 같다.  

 

 

① 즐거움의 측정 

 

 

얼굴의 표정은 정서가(affective valence, Pleasant-Unpleasant)와 

관련된다. 표정과 감정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Darwin(187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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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슬픔을 느끼는 사람의 눈썹이나 입술, 턱 

등이 아래 쪽으로 처지는 것과 같이 특정한 감정과 특정한 표정이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사람은 감정을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위장하기도 하며 문화권마다 서로 다르게 인식되는 표정도 

있기 때문에, 표정만으로 감정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감정의 파악을 위해 얼굴 근육의 전기적 활동을 측정하는 방식이 

사용되어 왔다(Cacioppo & Petty, 1981). 

안면 근전도(EMG, Electromyographic)는 얼굴 근육이 수축할 때 

발생하는 미세한 전기적 신호를 통해 근육의 활성화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광대근(Zygomaticus major, 큰광대근)의 근전도 활동은 

정서가와 강한 연관성을 보인다. 광대근은 웃는 표정을 지을 때 입 

꼬리가 올라가면서 활성화 되는 근육으로, 관련 연구에서 즐거운 감정의 

지표로 사용된다(Lang et al., 1993; Gerger et al., 2011; Winkielman 

& Cacioppo, 2001; 김금희, 김지호, 2013). 긍정적인 자극을 보게 되면 

광대근이 활성화 되며, 따라서 활성 정도가 높으면 긍정적인 감정 

반응으로 해석할 수 있다(Potter & Bolls, 2012).  

 

 

[그림 2-2] 광대근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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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각성의 측정 

 

 

각성은 정신을 바짝 차린 긴장 상태이며, 외부 자극에 대해 인체가 

반응하여 뇌의 교감신경계가 흥분한 상태를 말한다. 적당한 수준의 

각성은 이후 긴장이 해소될 때의 안도감이나 성취감, 휴식에 대한 

예측에 의해 긍정적 쾌감으로 느껴질 수도 있으나, 지속적이거나 과도한 

긴장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민성길, 2004).  

각성은 교감신경계에 의해 자극되는 피부의 전기 활성 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교감신경은 척수에서 시작하여 장기와 혈관, 땀샘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며 외부 자극에 대해 신체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피부의 자기보호 기능으로 인해 감정적 자극과 관련된 흥분이 증가함에 

따라 교감신경과 관계된 에크린 한선(eccrine sweat gland)에서 땀을 

분비시키는데, 다른 땀샘들이 온도변화에 반응하는 것과 달리, 

에크린선은 심리적 자극에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승조, 2008). 

피부의 발한은 피부 전기활동(EDA, Electrodermal activity)의 

변화와 관련된다(Potter & Bolls, 2012; Tuch et al., 2009). 따라서 

에크린선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전극을 

부착하여 피부의 전기 전도성을 측정하며, 많은 연구에서 이를 자극에 

대한 심리적 각성 반응의 지표로써 사용하고 있다(Gangadharbatla, 

Bradley, & Wise, 2013; Groeppel-Klein & Baun, 2001; Mandryk, 

Inkpen, & Calvert, 2006; Somervuori & Ravaja, 2013). 

 

 

많은 연구에서 감정은 주로 자기보고 방식으로 측정되고 있으나, 

자기보고 방식은 사회적 바람직성 등에 의한 응답자의 반응 경향성이나 

심리적 압박, 자극의 경험과 응답 사이의 시간 차 등에 의해 편향될 수 

있다(Groeppel-Klein & Baun, 2001; Potter & Bolls, 2012). 또한 

자기보고 방식은 피험자들이 자극에 대한 본인의 심리 상태를 

의식적으로 인지하며 객관적 보고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인간의 심리적 과정은 의식적 영역뿐 아니라 무의식적으로도 일어나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측정이 필요하다(이시훈 외,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와 함께 정신생리학적 지표의 

측정을 통해 감정 반응 측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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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점포환경의 시각적 복잡성 
 

 

본 절에서는 시각적 복잡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통해 시각적 

복잡성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 고찰하고, 이를 점포환경 맥락에 

적용시켜 점포환경의 시각적 복잡성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실험과 관련된 변인을 도출하고 연구 문제를 설정한다.  

 

 

1. 시각적 복잡성의 개념 
 

 

시각적 복잡성(visual complexity)이란 시각 자극물의 디테일이나 

선의 복잡한 정도를 말한다(Snodgrass & Vanderwart, 1980). 시각적 

복잡성은 예술에 대한 선호도의 중요한 예측인자이며, 시각 미학 

분야에서는 시각적 자극의 매력성 판단에 시각적 복잡성이 기본 단서가 

되는 것으로 본다(윤성원, 2016). 시각적 복잡성에 대한 연구는 

Berlyne(1971)의 실험에서 시작되었는데, 여기에서는 드로잉이나 선을 

이용한 그림의 복잡성을 조작하여 자극물로 사용하였다. 후에 환경 

분야의 학자들이 이 개념을 차용하여 복잡성이라는 용어를 풍경이나 

도시경관, 건물 외부의 특성 등에 적용하였다(Nasar, 1997).  

환경 심리 분야에서는 시각적 복잡성을 환경에 대한 인간의 심리적 

반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다루고 있다(최유나, 2012). 

환경의 시각적 복잡성은 시각적 풍부함, 장식적 요소나 정보의 수량 및 

다양성으로 정의된다(Nasar, 1997). 사람들의 시각적 복잡성 인식은 

사물의 양과 다양성, 색상과 재료나 표면 스타일의 다양성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며, 전체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배열 또한 복잡성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Berlyne, 1971).  

Mehrabian and Russell(1974) 또한 Berlyne(1971)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S-O-R 모델의 환경 자극(S)에 있어 다양한 환경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환경 특성으로 환경의 정보량(information 

rate) 또는 정보 부하(information load)를 제시하고 이를 새로움 

(novelty)과 복잡성의 정도로 정의하였다. 여기에서 새로움이란 

예측하지 못한, 놀랍고 새로운, 친숙하지 않음의 개념을 포함하는 

것이며, 복잡성은 환경 내 요소나 특징의 수량 또는 변화와 움직임의 

정도로 정의하였다. 점포환경 맥락에서 시각적 복잡성의 영향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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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본 최근 연구에서는, 점포환경의 시각적 복잡성은 벽, 바닥, 천장, 

가구, 설치물 등의 디자인 및 점포 내 밀집도와 레이아웃, 제품 구색의 

다양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Orth & Wirtz, 2014; Orth, Wirtz, 

& McKinney, 2016). 

혼잡도(clutter)나 혼잡(crowding)과 같은 용어들이 복잡성과 

혼동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용어들은 개념적, 운용적으로 다르게 

사용되며 관련 연구 분야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혼잡도(clutter)는 

일반적으로 장면 내 요소들이 정돈되지 않거나 과도하게 포함되어 있어 

특정 과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주로 사용된다(Rosenholtz, Li, & 

Nakano, 2007). 혼잡(crowding) 역시 비슷한 개념으로, 일정한 공간 

내에 존재하는 사람이나 물체의 수가 과도하여 개인 행동이 방해 

받는다고 지각하는 주관적 경험으로 정의된다(Eroglu & Harrell, 1986). 

복잡성에 관련된 연구가 관찰자가 지각하는 자극의 매력성이나 자극에 

대한 선호, 감정반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 달리, 혼잡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과제 수행이나 정보 탐색 및 인식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점포환경이 소비자의 감정반응과 그로 인한 행동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본 연구에서는 혼잡도, 혼잡과 구별되는 시각적 

복잡성의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2. 시각적 복잡성의 효과 
 

 

시각적 복잡성은 시각적 자극물에 대한 첫인상과 선호에 핵심적 

역할을 하며(Cox & Cox, 2002; Reinecke et al., 2013; Tuch et al., 

2009),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데에도 복잡성이 

필요하다(Arnheim, 1996; Berlyne, 1971; Pieters, Wedel, & Batra, 

2010). 다양한 분야에서 시각적 복잡성과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복잡성의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충되는 결과들이 

혼재되어 있다.  

Berlyn(1971)에 의하면 시각적 복잡성에 대한 관찰자의 선호는 

복잡성이 높아짐에 따라 점점 증가하다가 일정 수준에 도달한 뒤에는 

감소하는 종형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데, Huffman and Khan (1998)은 

이를 정보 이론(information theory)의 맥락에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정보 이론에 따르면, 많은 정보가 유입되면 사람들은 모든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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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피하고자 하며, 반대로 정보가 

매우 적을 때에는 불확실성과 모호함이 증가하면서 이를 기피하여 

사람들은 환경 자극에 대해 중간 수준을 지향하게 된다는 것이다. 

시각적 복잡성과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와 같은 종형의 

관계를 확인하였으나, 몇몇 연구들은 복잡성이 높아질수록 선호 수준이 

높아지거나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기도 하였다(Nadal et al., 2010). 

Nadal et al.(2010)은 이러한 연구결과의 불일치가 시각적 복잡성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또는 어떤 자극물을 사용했는지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보았고, 또 다른 연구들은 개인 변수인 감각 추구성향이나 

인지욕구와 같은 정보처리 특성(Orth & Wirtz, 2014; Reber, Schwarz, 

& Winkielman, 2004), 상황 변수인 사전 경험이나 노출 빈도(Cox & 

Cox, 2002; Wang et al., 2013) 등이 복잡성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다양한 맥락에서 시각적 복잡성이 소비자 및 사용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 여러 가지 상황 변수와 개인 

변수들이 사용되었다. 제품 디자인 맥락에서 Creusen, Veryzer, and 

Schoormans(2010)은 비디오 레코더를 자극물로 사용하여 심미성이나 

사용편의성을 중시하는 소비자는 시각적 복잡성이 낮은 제품 디자인을 

선호하며 기능과 제품의 질을 중시하는 소비자는 복잡성이 높은 

디자인을 선호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기능이 

중요한 가전제품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소비자들의 판단 기준이 되는 

속성은 제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Cox and Cox(2002)는 패션 제품의 

시각적 복잡성이 소비자의 선호에 미치는 영향이 반복 노출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였다. 처음에는 단순한 디자인의 드레스가 

복잡하게 디자인 된 드레스보다 선호 되었으나, 노출 빈도가 증가할수록 

단순한 디자인에 대한 선호는 감소하는 반면 복잡한 디자인에 대한 

선호는 증가하여 네 번째 노출 시에는 복잡한 디자인이 더 선호되었다.  

광고 분야에서는 시각적 복잡성의 효과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 한 편에서는 시각적 복잡성은 광고 내 브랜드와 

메시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라고 하는 반면, 다른 한 

편에서는 광고의 시각적 복잡성이 사람들을 멈추게 하며 브랜드와 

메시지에 더욱 집중하도록 만든다고 주장해 왔다(Pieters, Wedel, & 

Batra, 2010). 이에 Pieters, Wedel, and Batra(2010)는 광고의 시각적 

복잡성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기본적인 시각적 특성인 색상, 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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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선의 포함 정도로 정의되는 특성 복잡성(feature complexity)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광고 내 요소의 형태 및 구성방식에 의한 

디자인 복잡성(design complexity)은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이는 조형 원리에 따라 잘 디자인 된 복잡성은 관찰자의 선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디자이너가 설계 및 통제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디자인을 통한 시각적 복잡성의 관리가 더욱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웹사이트 맥락에서, 노방환, 이진렬, 김현철(2001)은 웹사이트 

디자인의 시각적 복잡성이 중간 수준일 때에 더욱 선호되며, 적절한 

복잡성은 웹사이트 이용자의 높은 주의와 긍정적 태도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도정, 오령, 김세화(2015)의 연구에서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의 시각적 복잡성이 사용자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시각적 복잡성은 심미성과 즐거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어플리케이션의 시각적 복잡성과 이용자가 판단한 사용성의 

관계는 중간 수준에서 사용성이 가장 높은 종형 관계를 보였다. Deng 

and Poole(2012)의 연구에서는 온라인 쇼핑몰 사용자가 경험적 쇼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시각적 복잡성이 높아질수록 웹 페이지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였고, 실용적 쇼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웹 페이지의 

시각적 복잡성이 중간 수준일 때 가장 선호되는 종형 관계를 보였다.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봤을 때, 연구의 맥락과 사용된 변수에 따라 

시각적 복잡성의 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쇼핑 상황에서는 제품군의 특성 및 소비자 성향이 매우 다양하게 

분포하며, 이에 따라 시각적 복잡성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리테일 점포환경 맥락에서 이루어진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 

점포환경의 소비자 반응과 연관되는 적절한 변수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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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포환경의 시각적 복잡성과 소비자 반응 
 

 

마케팅 분야에서 시각적 복잡성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제품 디자인, 

광고, 웹사이트 디자인에 대한 소비자 반응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점포환경 맥락에서는 최근에 들어서야 적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몇몇 

연구가 점포환경의 시각적 복잡성에 대해 정의하고 이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확인하였다.  

Gilboa and Rafaeli(2003)는 S-O-R 모델을 기반으로 식료품 

점포의 환경이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실험을 

위해 같은 체인점의 점포를 두 군데 선정하고 점포의 사진을 촬영하여 

자극물로 사용하였다. 점포환경의 시각적 복잡성은 기존의 문헌을 

토대로 시각적 풍부함 및 정보의 양과 다양성으로 정의되었다. 연구 

결과, 점포의 시각적 복잡성과 소비자가 느끼는 즐거움은 복잡성이 중간 

수준일 때 가장 긍정적인 종형관계를 보였으며, 각성은 복잡성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적 복잡성에 따른 소비자 

접근 행동 또한 중간 수준의 복잡성에서 가장 접근이 높은 종형 

그래프를 그렸으며, 소비자 감정반응의 매개 역할도 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점포의 시각적 복잡성에 따른 소비자의 점포 접근 행동을 S-

O-R 모델을 통해 검증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나, 시각적 복잡성의 

개념을 점포환경에 적용하는 데에 있어 점포환경의 구성 요소 및 구성 

방법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두 명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사진 자극물을 선정하고, 조작 검증을 위해 

피험자에게 단일 항목으로 점포의 복잡성을 판단하도록 한 점에 

있어서도 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한 기준과 척도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Orth and Wirtz (2014)의 연구에서는 점포환경의 시각적 복잡성은 

벽, 바닥, 천장, 가구, 설치물 등의 디자인과 매장 내 밀집도 및 

레이아웃, 그리고 구색 제시의 다양성으로 정의되었고, 이에 부합하는 

식료품 점포의 사진들이 자극물로 사용되었다. 시각적 복잡성이 낮은 

점포의 경우 천장, 바닥, 조명이 깔끔하고 인테리어의 밀집도는 낮으며, 

패키지의 크기 및 디자인이 유사한 적은 수의 제품들이 최소한의 선반에 

행렬을 맞춰 배열되어 있는 사진이 제시되었다. 시각적 복잡성이 높은 

점포환경으로는 천장과 바닥이 화려하고 여러 종류의 비품과 조명이 

사용되었으며 인테리어가 빽빽하게 구성되었고, 유사하지 않은 많은 

수의 제품들이 선반에 불규칙한 방식으로 배열된 사진이 제시되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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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점포환경의 높은 시각적 복잡성이 소비자가 지각하는 점포의 

매력성을 감소시키며, 소비자가 경험하는 점포의 시각적 자극에 대한 

처리 유창성(processing fluency)과 즐거움이 점포의 시각적 복잡성과 

점포 매력성 간의 관계를 매개함을 밝혔다. 이후 후속 연구에서는 대형 

슈퍼마켓의 사진을 자극물로 사용하여 점포 환경의 시각적 복잡성이 

소비자의 쇼핑 경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따라서 

규칙적인 배열과 깔끔한 인테리어 등으로 점포를 깔끔하고 단순하게 

디자인할 것을 제언하였다(Orth, Wirtz, & McKinney, 2016).  

점포환경의 시각적 복잡성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높은 

수준의 시각적 복잡성은 소비자 반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시각적 

복잡성이 낮은 점포가 더욱 선호된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관련 선행연구는 모두 식품 리테일 맥락에서만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사람들은 특정 리테일 환경에 대해 특정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대는 실제 소비자의 쇼핑 경험과 만족 등에 

영향을 미친다(Reber, Schwarz, & Winkielman, 2004; Wirtz, Mattila, 

& Tan, 2000). 예를 들어, 소비자들은 약국과 같은 실용적 가치가 

추구되는 환경과 쾌락적 쇼핑 환경에 대해 각각 다른 소비 목표를 

가지며, 쾌락적 환경에서 더욱 자극적이고 흥분되는 경험을 기대할 수 

있다(Orth, Wirtz, & McKinney, 2016). 이러한 점에서, 보다 다양한 

리테일 맥락에서 점포환경의 시각적 복잡성이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미적 가치가 중요한 패션 점포와 

같이 소비자들에게 더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쇼핑 경험이 기대되는 

경우에는 점포의 시각적 복잡성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이 식료품점에서의 

반응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실증 연구를 통해 패션 점포 맥락에서 점포환경의 시각적 

복잡성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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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소비자 패션 관여도 
 

 

본 절에서는 소비자의 개인 특성 변수로서 패션 관여도에 대해 

살펴보고, 선행 연구를 통해 패션 점포의 시각적 복잡성과 소비자 패션 

관여도의 관계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연구에 적용시키고자 한다. 

 

 

1. 패션 관여도 
 

 

관여도란 특정 대상물이나 상황에 대해 개인이 갖는 관심의 정도 

혹은 중요하게 인식하는 정도로, 관여도의 높고 낮음은 소비자의 

의사결정 과정 및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Naderi, 2013; O’Cass, 2000, 

2004). 패션 관여도는 패션 제품에 대해 개인이 갖는 관심의 정도 및 

중요하게 인식하는 정도로, 패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및 개인적 

중요성을 포함한 개념이다(강봉수, 성희원, 2014). 패션 관여도는 

패션의 유행이나 패션 제품의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패션 소비자 집단을 세분화 하는 데에도 유용한 

변수로 활용된다(박지영, 정성지, 김동건, 2010).  

패션 제품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비자의 패션 관여도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먼저 의사결정의 첫 단계인 제품의 인지는 

광고나 점포 디스플레이, 타 소비자로부터의 정보 등 다양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패션 관여도가 높은 

소비자는 관여도가 낮은 소비자에 비해 인지가 더 빠르며, 제품에 대한 

흥미 또한 빠른 시기에 형성되고 흥미의 정도도 더 강하다(이은영, 

1997). 정보 탐색에 있어서는 패션 관여도가 높은 집단이 관여도가 

낮은 집단에 비해 점포, 타 소비자 등 패션 정보원을 더 많이 활용하며, 

점포의 분위기나 제품의 심미적 가치 등에 더 높은 관심을 가진다 

(구양숙, 추태귀, 1996). 특히 유행이 빠르게 변화하고 소비자 예측이 

어려운 패션 산업에서, 패션 관여도가 높은 소비자들은 패션의 변화와 

유행을 촉진시키고 타 소비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케팅 전략의 수립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집단이다(Goldsmith, Freiden, & Kilsheimer, 1993; Goldsmith, Moore, 

& Beaudoin,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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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패션 점포의 시각적 복잡성과 소비자 패션 관여도 
 

 

많은 연구들이 특정 제품이나 상황에 관여도가 높은 소비자들은 

관여도가 낮은 소비자들 보다 쇼핑 상황에서 노출된 다양한 정보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더 많은 정보를 이해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Andrews, 

Durvasula, & Akhter, 1990; Celsi & Olson, 1988; Gordon, Mckeage, 

& Fox, 1998; Swinyard, 1993). 점포의 시각적 복잡성이 높아질수록 

점포환경에 포함된 정보량이 많아지고 (Mehrabian & Russell, 1974) 

점포환경을 포함한 시각적 자극에 의한 감정 및 선호는 소비자가 전달된 

정보를 얼마나 잘 처리하는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Orth & Wirtz, 

2014; Reber, Schwarz, & Winkielman, 2004), 소비자의 패션 관여도 

수준에 따라 점포환경의 시각적 복잡성에 대한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시각적 복잡성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관련 자극에 대한 개인의 

사전 경험이나 트레이닝 정도에 따라 자극의 복잡성에 대한 선호가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사전 경험이 없거나 관련 트레이닝을 받지 않은 

비전문가는 단순한 자극을 선호하는 반면, 사전 경험이 많고 트레이닝 

경험이 있는 전문가는 복잡한 자극을 선호하였는데(Reber, Schwarz, & 

Winkielman, 2004), 이는 자극에 반복적으로 노출될수록 선호하는 

복잡성의 수준이 높아짐을 확인한 Vitz(1966)의 연구 결과와도 연결 

지어 볼 수 있다. 패션 관여도가 높은 소비자는 관여도가 낮은 소비자들 

보다 패션 점포 및 제품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관련 지식 또한 많은 

경향이 있으며(O’Cass, 2004), 따라서 패션 관여도가 낮은 소비자에 

비해 복잡한 패션 매장의 시각적 정보를 보다 잘 받아들여 더 높은 

선호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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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 및 절차 
 

 

제 1 절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본 절에서는 앞서 논의한 선행 연구의 고찰을 바탕으로 실증적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연구 가설과 

연구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패션 점포의 시각적 복잡성이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즉, 패션 점포 인테리어의 장식적 패턴 

사용 및 레이아웃 유형에 의해 형성되는 시각적 복잡성의 수준에 따라 

소비자의 감정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점포의 시각적 

복잡성이 감정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소비자 패션 관여도의 조절 역할을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점포환경 자극이 감정반응을 매개하여 소비자의 

점포 접근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확인하고자 한다. 

 

 

1. 연구 문제 및 가설의 설정 
 

 

점포환경의 디자인은 소비자의 감정적 경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는 접근이나 구매의도 등 소비자 반응으로 연결된다(Russell & 

Mehrabian, 1978; Spence et al., 2014). 따라서 점포환경과 관련된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감정 반응에 주목하여 대표적 감정 차원인 

즐거움과 각성 반응에 대해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본 연구에서도 패션 

점포의 시각적 복잡성이 소비자가 경험하는 즐거움과 각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시각적 복잡성은 점포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 처리 과정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Orth & Wirtz, 2014; Titus & Everett, 1995). 

정신생리학에서 즐거움은 자극의 처리와 관련되는데, 일반적으로 

복잡성이 높아질수록 정보량이 많아지고 사람들은 정보를 처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소비자의 즐거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대로 

정보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경우 이는 자극에 대한 성공적인 식별 

및 오류 없는 처리를 의미하여 해당 자극이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되며, 

그로 인해 즐거운 감정이 생성되어 미소를 지을 때 사용되는 광대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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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된다(Winkielman & Cacioppo, 2001; Winkielman et al., 2003). 

따라서, 시각적 복잡성이 높은 점포보다 복잡성이 낮은 점포에서 

소비자의 즐거움(EMG 반응)이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Berlyne(1971)에 따르면 자극물 각각은 각성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능력(arousal potential)이 서로 다르며, 이는 외부 자극이 

유기체에게 주는 심리적 강도, 즉 유기체를 방해하거나 정신을 깨워 

주의를 끄는 정도를 말한다. 시각적 자극의 각성 잠재력은 자극물의 

복잡성에 영향을 받으며, 시각적 복잡성은 자극에 대한 흥미를 불러 

일으켜 신경계를 흥분시킴으로써 각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Berlyne, 

1971; Zukerman, 1994). 따라서 시각적 복잡성이 낮은 점포보다 

복잡성이 높은 점포에서 소비자의 각성(EDA 반응)이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를 토대로, 패션 점포의 시각적 복잡성이 

소비자의 감정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 및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패션 점포의 시각적 복잡성이 소비자의 감정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가설 1-1. 소비자의 즐거움은 시각적 복잡성이 높은 점포보다  

시각적 복잡성이 낮은 점포에서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1-2. 소비자의 각성은 시각적 복잡성이 낮은 점포보다 

시각적 복잡성이 높은 점포에서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점포 환경에 의한 소비자의 감정 반응은 개인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여기에서 발생하는 감정적 경험의 개인차가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Mehrabian & Russell, 1974). 특정 제품이나 

상황에 대한 개인의 관여 수준은 자극에 대한 처리 과정 및 그로 인한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 점포환경의 시각적 자극에 의한 감정적 경험은 

소비자가 전달된 정보에 얼마나 흥미를 느끼고 잘 처리하는지에 영향을 

받는데, 관여도가 높은 소비자들은 관련 제품 및 상황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더 많으며 주어진 자극에 대한 정보를 보다 잘 받아들일 수 있다. 

따라서 패션 점포를 자극으로 하는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패션 관여도 

수준에 따라 소비자의 감정 반응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연구문제 

2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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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 패션 점포의 시각적 복잡성에 따른 감정반응에 대한  

소비자 패션 관여도의 조절효과를 알아본다. 

 

가설 2-1. 패션점포의 시각적 복잡성에 따른 즐거움은 소비자의 

패션 관여도 수준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가설 2-2. 패션점포의 시각적 복잡성에 따른 각성은 소비자의 

패션 관여도 수준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점포환경에 따른 소비자의 감정적 경험은 소비자의 행동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 점포환경 자극에 의한 긍정적 감정은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판단을 불러 일으켜 소비자의 접근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점포 환경이 소비자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문제 3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3. 패션 점포의 시각적 복잡성이 점포 접근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확인한다. 

 

 가설 3-1. 패션점포의 시각적 복잡성이 점포 접근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소비자의 즐거움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가설 3-2. 패션점포의 시각적 복잡성이 점포 접근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소비자의 각성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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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모형 
 

 

앞서 살펴본 연구 문제 및 가설을 바탕으로 패션 점포의 시각적 

복잡성이 소비자의 감정 반응인 즐거움, 각성을 매개로 점포 접근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 보며, 점포 내 감정 반응에 대한 소비자 패션 

관여도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모형은 [그림 3-

1]과 같다. 

 

 

[그림 3-1] 연구 모형 

 

 

 

 

 

 

 

 

 

 

 

 



 

 26 

제 2 절 연구의 구성 및 절차 
 

 

1. 실증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점포 환경에 따른 소비자 감정반응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패션 점포의 시각적 복잡성이 소비자의 즐거움과 각성에 미치는 영향 및 

감정이 점포에 대한 태도 및 행동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문지법과 함께 정신생리학적 지표의 

측정을 통해 미세한 감정적 반응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얻고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완하고자 하며, 또한 패션 소비자 반응의 이해와 

브랜드 전략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수인 소비자 패션 관여도의 

감정 반응에 대한 조절역할을 확인하고자 한다. 

실험 1은 연구문제 1, 2와 관련하여 패션 점포의 시각적 복잡성이 

소비자의 생리학적 감정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피험자가 점포 환경 자극을 보는 동안 실시간으로 정신생리학적 지표를 

측정한다. 또한 점포 환경에 따른 생리학적 감정 반응이 피험자의 패션 

관여도 수준에 의해 조절되는지 확인한다. 실험 2에서는 설문지법을 

통해 실험 1의 결과를 재 확인하고, 연구문제 3에 대해 점포환경의 

시각적 복잡성이 감정을 매개하여 점포 접근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고자 한다. 실험 1, 2는 동일한 연구 대상 집단에 대해 

동일한 설문 문항을 사용하여 시행하였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30대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자극의 시각적 복잡성 지각과 그에 따른 반응은 관찰자의 성별 

및 연령 등 개인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Wang, 2014; Zukerman, 

1994). 따라서 소비자의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령 및 성별을 

제한하여 가능한 오류를 통제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패션 점포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자극물로 여성 의류 매장을 제시하기 때문에, 패션 

산업의 주 소비자 층인 20-30대 여성을 피험자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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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문 문항의 구성 
 

 

설문지는 개인의 일반적인 특성인 패션 관여도와 점포에 대한 

행동의도인 점포 접근 의도, 그리고 점포를 보며 느낀 감정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실험 조건의 조작 점검을 위해 점포의 

시각적 복잡성에 대해 묻는 척도가 포함되었으며, 성별 및 나이 등 

간단한 인구통계적 특성에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설문지의 구성은 [표 3-1]에 제시하였다. 

 

[표 3-1] 설문지 구성 

문항 내용 문항 수 측정 방법 

인구통계적 특성 3 선다형, 개방형 

시각적 복잡성 (조작검증) 5 5점 리커트 척도 

패션 관여도 5 5점 리커트 척도 

감정 (즐거움, 각성) 8 의미 미분 척도, SAM 척도 

점포 접근의도 8 5점 리커트 척도 

 

 

(1) 인구통계적 특성  

 

 

인구통계적 특성 문항은 성별, 나이 및 인종에 대해 선다형식 및 

기술 형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2) 시각적 복잡성  

 

 

실험을 위해 제작된 점포 환경 자극물의 시각적 복잡성 조작이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Orth and Wirtz(2014)의 연구를 바탕으로 

시각적 복잡성 지각의 측정 문항을 제시하였다. 총 다섯 문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표3-2]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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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시각적 복잡성 측정문항 및 출처 

요인 문항 내용 출처 

시각적 

복잡성 

Overall, how complex does this shop environment 

appear to you? 

Orth & 

Wirtz 

(2014) 

How ambiguous is the boundary of each object in this 

environment? 

How many different objects do there seem to be? 

To what degree do there seem to be parts of the 

scene that are invisible? 

To what degree is the scene either organized or 

chaotic? 

 

 

(3) 패션 관여도 

  

 

패션 관여도의 측정 항목은 Choo et al.(2014), O’Cass(2000)의 

연구를 바탕으로 다섯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표 3-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3] 패션 관여도 측정문항 및 출처 

요인 문항 내용 출처 

패션 

관여도 

Fashion clothing is a significant part of my life. 
Choo et al. 

(2014), O’

Cass 

(2000) 

I am very interested in fashion clothing. 

Fashion clothing is an important part of my life. 

I am very much involved in/with fashion clothing. 

I pay a lot of attention to fashion cl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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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감정 

 

 

감정의 측정 문항은 Bradley and Lang(1994), Mehrabian and 

Russell(1974)의 연구를 바탕으로 즐거움 네 문항, 각성 네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각 자가 평가 마네킹 척도(self-assessment manikin, 

SAM) 한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인 문항의 내용은 [표 3-4]에 

제시되어 있다. 

 

[표 3-4] 감정 측정문항 및 출처 

요인 문항 내용 출처 

즐거움 

Unhappy – Happy 

Bradley & 

Lang(1994), 

Mehrabian & 

Russell 

(1974) 

Unsatisfied – Satisfied 

Melancholic – Contented 

Unpleasant – Pleasant (SAM) 

각성 

Relaxed – Stimulated 

Sleepy – Wide-awake 

Unaroused – Aroused 

Calm – Excited (SAM) 

 

 

(5) 점포 접근의도 

 

 

점포 접근의도는 Mattila and Wirtz (2001), Orth and Wirtz 

(2014)의 연구를 바탕으로 일곱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3-5]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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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점포 접근의도 측정문항 및 출처 

요인 문항 내용 출처 

점포 

접근 

의도 

I would enjoy shopping in this store. 

Mattila & 

Wirtz 

(2001), 

Orth & 

Wirtz 

(2014) 

I like this store environment. 

I would avoid visiting this store. 

This is a place in which I would feel friendly and 

talkative to a stranger who happens to be next to me. 

This is a place where I would try to avoid people and 

avoid talking to them. 

I would like to spend time browsing in this store. 

I want to avoid looking around or exploring the store. 

 

 

제 3 절 자극물 제작 
 

 

본 연구는 보다 현실감 있는 자극물을 제시하여 점포환경 연구의 

생태학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3D 모델링 프로그램인 스케치업 

(SketchUp)과 브이레이(V-Ray)를 사용하여 가상 점포 자극물을 

제작하였다. 스케치업은 구글(Google)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존의 

복잡한 그래픽 디자인 소프트웨어보다 빠르고 쉽게 현실감 있는 3D 

환경을 제작,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Lloret et al., 2008). 3ds Max, 

AutoCAD 등 다른 프로그램과 호환성이 좋으며 초보자들도 쉽게 다룰 

수 있어 작업성이 좋고 평면, 3차원 이미지, 동영상 등 다양한 형식으로 

최종 파일을 생성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학계 및 실무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이승희, 2012; 한정훈, 2012). 브이레이는 스케치업으로 

제작한 이미지를 사실적으로 만드는 렌더링 프로그램으로, 스케치업에 

플러그 인 형식으로 지원된다(한정훈, 2012).  

본 연구를 위해 인테리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시각적 복잡성이 

서로 다른 두 개의 패션 점포 자극물을 제작하였으며, 최종 자극물은 

고해상도 이미지로 제시되었다. 구체적인 자극물 제작 과정 및 예비 

조사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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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극물 제작 방법 
 

 

점포 환경의 시각적 복잡성은 벽, 바닥, 천장, 가구, 설치물 등의 

디자인과 매장 내 밀집도 및 레이아웃, 그리고 구색 제시의 다양성으로 

정의된다(Orth & Wirtz, 2014). Baker(1986)는 점포 환경의 시각적 

디자인 요인을 미적 차원과 기능적 차원으로 구분하였는데, 기능적 

차원은 공간의 배치 및 정렬과 관련된 점포 레이아웃을 포함하며 미적 

차원은 색상, 패턴 등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연구를 

참고하여 점포환경의 시각적 복잡성을 미적 차원으로서의 장식적 패턴의 

유무, 기능적 차원으로서 점포 레이아웃 유형을 이용해 조작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점포 내 제품 구색의 다양성 및 수량을 조작적 

정의에 포함시켜 시각적 복잡성이 높은 점포 자극에 더 다양한 제품들이 

더 많은 수량으로 제시되도록 조작하였으나, 점포의 제품 구색은 그 

자체로 점포 선택 및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Arnold, 

Oum & Tigert, 1983; Craig, Ghosh & McLafferty, 1984) 구색의 

크기가 크고 다양성이 높게 지각될수록 소비자의 선호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Hoch et al., 1999; Morales et al.,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품 구색 요인과 같이 소비자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배제하고 한정된 공간에서 점포 환경의 시각적 

디자인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기 위해, 각 자극물의 점포 

사이즈와 점포 내 제품 및 집기의 구색과 수량을 모두 동일하게 

통제하였다. 

자극물 제작에 있어 점포 환경의 현실감 및 외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매장을 참고하여 유사하게 구현하고자 하였다. 시각적 

복잡성이 높은 점포 자극물에서 장식적 패턴은 점포의 천장, 벽뿐만 

아니라 진열대, 의자, 바닥에 깔린 카펫 등 인테리어 소품 디자인에도 

적용되었으며, 복잡성이 낮은 점포의 제작에 있어서는 각 부분의 평균 

색상을 추출하여 단색으로 적용하였다. 예를 들어, 복잡한 점포의 

패턴으로 도배된 벽면에서 추출된 하나의 평균 색상으로 시각적 

복잡성이 낮은 점포의 벽을 도배하는 방식으로 장식적 패턴의 유무를 

조작하였다.  

점포의 레이아웃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격자형 배치(그리드 레이아웃, Grid Layout)는 반복적이고 대칭적인 

직사각형으로 통로가 구성되어 효율적이고 빠른 쇼핑을 가능하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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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형 배치(프리폼 레이아웃, Free-Form Layout)는 통로, 디스플레이, 

선반 등이 격자형이 아닌 자유 형식으로 배치되어 흥미를 일으키며 

다양한 매장 구성이 가능하다(Ebster & Garaus, 2011). Orth and 

Wirtz (2014)의 연구에서도 점포 레이아웃에 있어 복잡성이 낮은 

점포는 구성요소들이 행렬을 맞춰 배열된 반면 복잡성이 높은 점포는 

불규칙한 방식으로 배열되었으며, 이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시각적 

복잡성이 낮은 점포는 격자형 배치, 복잡성이 높은 점포는 자유형 

배치를 사용하여 레이아웃 유형을 조작하였다. 

 

 

2. 자극물 조작 점검을 위한 예비 조사 
 

 

제작된 가상 점포의 시각적 복잡성 조작이 잘 이루어 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 리서치 기관인 마이크로밀 

엠브레인을 통해 2015년 9월 10일 하루 동안 63명의 실험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피험자는 20대 여성으로 평균 연령은 24세이며, 20세부터 

29세까지 고르게 분포되었다. 각 피험자는 2개의 조건(복잡성-고, 

복잡성-저) 중 한가지 조건에 무작위로 배정되었으며, 제시된 점포환경 

자극물을 10초 이상 충분히 본 뒤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시각적 

복잡성이 낮은 점포환경 조건에 30명, 시각적 복잡성이 높은 점포환경 

조건에 33명의 피험자가 배정되어 설문에 응답하였다.  

설문지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나이와 연령, 점포 개성 일곱 문항, 

구색 다양성 세 문항, 현실감 한 문항 및 시각적 복잡성 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보다 세밀한 자극물 조작 점검을 위해 7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영문 문항은 한국어, 영어 모두 자유롭게 구사하는 4명의 

이중 언어 사용자 패널 및 4명의 관련 분야 대학원생 패널을 통해 

한국어로 번역, 감수를 거쳐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의 내용 및 

출처는 [표 3-6]에 제시되어 있다. 수집된 응답은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해 통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 방법으로는 빈도 

분석, 요인 분석, 신뢰도 분석 및 기본적 기술통계, 조작 점검을 위한 

t-검정 등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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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자극물 조작 점검을 위한 예비 조사 설문지 구성 

요인 문항 내용 출처 

인구통계적 

특성 
성별 (선다형), 연령 (개방형)  

점포 개성 

성실한 이미지 

Brengman 

& Willems 

(2009), 

Willems et 

al.(2011) 

빈티지한 이미지 

세련된 이미지 

따뜻한 이미지 

강인한 이미지 

차가운 이미지 

모던한 이미지 

구색 

다양성 

이 매장에 제시된 제품의 구색은 다양하다. 

Townsend 

& Kahn 

(2014) 

이 매장에 디스플레이 된 제품들 중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적어도 하나 이상 있다. 

이 매장에서 제공하는 제품의 구색은 얼마나 

다양하다고 생각하는가? 

현실감 
이 매장은 얼마나 현실적으로 보이는가?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 ~ 매우 현실적이다) 

Hwang, 

Yoon, & 

Bendle 

(2012) 

시각적 

복잡성 

전반적으로, 이 매장의 환경은 얼마나 복잡해 

보이는가? (전혀 복잡하지 않다 ~ 매우 복잡하다) 

Orth & 

Wirtz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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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비 조사 분석결과 및 최종 자극물 제작 
 

 

(1) 점포 개성 

 

 

시각적 복잡성이 낮게 조작된 자극물과 시각적 복잡성이 높게 

조작된 자극물이 연구 참여자에게 동일한 점포 이미지를 전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점포 개성의 일곱 항목에 대해 각각 t-검정을 

실시하였다. 모든 항목에서 두 조건의 자극물에 대한 점포 개성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따라서 두 자극물이 동일한 점포 

개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를 위해 제작된 

점포환경은 세련된 이미지(M복잡성-저=4.77, M복잡성-고=4.42), 차가운 

이미지(M복잡성-저=4.30, M복잡성-고=4.21), 모던한 이미지(M복잡성-저=4.77, 

M복잡성-고=4.42)가 높게 지각되었다.  

 

[표 3-7] 자극물 간 점포 개성 비교 

요인 

(점포 개성) 
집단 N 평균a 

표준 

편차 

평균들의 동일성에 관한 t-검정 

t값 
자유

도 

유의수준 

(양쪽) 

성실한 
저 30 3.33 1.124 

.864 61 .391 
고 33 3.09 1.100 

빈티지한 
저 30 2.63 1.245 

-1.086 61 .282 
고 33 2.97 1.212 

세련된 
저 30 4.77 1.278 

1.023 61 .310 
고 33 4.42 1.370 

따뜻한 
저 30 3.13 1.479 

.402 61 .689 
고 33 3.00 1.146 

강인한 
저 30 3.63 1.474 

-.762 61 .449 
고 33 3.91 1.400 

차가운 
저 30 4.30 1.489 

.239 61 .812 
고 33 4.21 1.431 

모던한 
저 30 4.93 1.413 

1.105 61 .273 
고 33 4.55 1.371 

a: 7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7: 매우 그렇다)로 측정한 문항의 평균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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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색 다양성 

 

 

구색 다양성에 관한 세 개의 측정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요인부하량이 .80 이상으로 나타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고유치 역시 1 이상의 값을 가지며, 신뢰성 분석 

결과 신뢰도 계수(Cronbach’s α)가 .837로 나타나 높은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이에 세 측정 문항의 평균값을 통계적 분석에 이용하였다. 

두 조건의 가상점포에서 피험자가 지각한 구색 다양성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두 조건의 자극물에 대한 

구색 다양성 지각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t=-.481, 

p=.632), 따라서 두 자극물의 구색 다양성이 동일하게 지각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8] 자극물 간 구색 다양성 비교 

요인 집단 N 평균a 
표준 

편차 

평균들의 동일성에 관한 t-검정 

t값 자유도 
유의수준 

(양쪽) 

구색 다양성 
저 30 4.10 1.185 

-.481 61 .632 
고 33 4.24 1.165 

a: 7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7: 매우 그렇다)로 측정한 문항의 평균 값 

 

 

(3) 현실감 

 

 

자극물의 현실감 정도를 확인하고, 두 자극물에 대해 피험자가 

느끼는 현실감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피험자들이 자극물에 대해 느끼는 현실감은 보통 수준이었으며(M복잡성-

저=4.03, M복잡성-고=3.76), 두 조건의 자극물에 대한 현실감 지각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t=.937, p=.352) 현실감 수준이 

동일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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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자극물 간 현실감 비교 

요인 집단 N 평균a 
표준 

편차 

평균들의 동일성에 관한 t-검정 

t값 자유도 
유의수준 

(양쪽) 

현실감 
저 30 4.03 1.033 

.937 61 .352 
고 33 3.76 1.275 

a: 7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7: 매우 그렇다)로 측정한 문항의 평균 값 

 

 

(4) 시각적 복잡성 

 

 

가상 점포의 시각적 복잡성 조작 확인을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시각적 복잡성이 높은 조건의 점포에서 피험자들이 지각한 복잡성 

평균은 5.03, 시각적 복잡성이 낮은 조건의 점포에서 피험자들이 지각한 

복잡성 평균은 4.43으로 나타났다. t-검정 결과에서도 두 조건에 대한 

복잡성 지각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1.658, p=.103). 

자극물 제작 시 과도한 복잡성으로 인해 혼잡도(clutter)로 연결 되거나 

과도한 단순성으로 현실감을 저해시키고 지루함을 유발할 경우 

소비자들에게 부정적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였으나, 분석 결과 두 조건에 대한 

피험자의 시각적 복잡성 지각 차이가 크지 않아 조작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자극물을 

수정, 보완하여 자극물 조작을 위한 2차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3-10] 자극물의 시각적 복잡성 조작 검증 결과 

요인 집단 N 평균a 
표준 

편차 

평균들의 동일성에 관한 t-검정 

t값 자유도 
유의수준 

(양쪽) 

시각적 

복잡성 

저 30 4.43 1.455 
-1.658 61 .103 

고 33 5.03 1.403 
a: 7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7: 매우 그렇다)로 측정한 문항의 평균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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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차 예비 조사 및 최종 자극물 제작 

 

 

수정된 자극물의 시각적 복잡성 조작이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2차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편의 표집법을 통해 2015년 9월 

14일 하루 동안 34명의 실험 참가자를 모집하였으며, 설문은 서베이 

플랫폼을 제공하는 Qualtics.c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지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나이와 연령 및 현실감 한 문항, 시각적 

복잡성 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피험자는 20대 여성으로 평균 연령은 

25.56세이며, 시각적 복잡성이 낮은 점포환경 조건에 17명, 복잡성이 

높은 점포환경 조건에 17명의 피험자가 무작위로 배정되었다. 

수정된 자극물에 대해 피험자들이 느끼는 현실감은 1차 예비조사와 

같이 보통 수준이었으며(M복잡성-저=4.00, M복잡성-고=3.59), t-검정을 

통해 두 조건의 자극물에서 느끼는 현실감이 동일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t=.759, p=.454). 

두 조건 간 피험자 그룹의 시각적 복잡성 지각에 대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시각적 복잡성이 높은 조건의 점포에서 피험자들이 지각한 

복잡성 평균은 5.76, 시각적 복잡성이 낮은 조건에서의 평균은 4.29로 

나타났다. 또한 두 그룹 간 가상 점포환경 자극물 조건에 따른 시각적 

복잡성 지각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t=-2.771, p<.01). 

이에 수정된 자극물을 최종 자극물로 선정하여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최종 자극물의 이미지는 [그림 3-2]에 제시되어 있다. 

 

[표 3-11] 수정된 자극물의 시각적 복잡성 조작 검증 결과 

요인 집단 N 평균a 
표준 

편차 

평균들의 동일성에 관한 t-검정 

t값 자유도 
유의수준 

(양쪽) 

시각적 

복잡성 

저 17 4.29 1.532 
-2.771 32 .009 

고 17 5.76 1.562 
a: 7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7: 매우 그렇다)로 측정한 문항의 평균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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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시각적 복잡성 수준에 따른 가상 점포 자극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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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험 1: 패션 점포의 시각적 복잡성이 

소비자의 생리학적 감정반응에 미치는 영향 검증 
 

 

제 1 절 연구 가설 
 

 

실험 1은 패션 점포의 시각적 복잡성이 소비자의 생리학적 감정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정신생리학적 지표의 측정을 통한 

실험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실험 1을 통해 연구 가설 1과 2를 

검정하였다. 

 

가설 1-1. 소비자의 즐거움은 시각적 복잡성이 높은 점포보다  

시각적 복잡성이 낮은 점포에서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1-2. 소비자의 각성은 시각적 복잡성이 낮은 점포보다 

시각적 복잡성이 높은 점포에서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2-1. 패션점포의 시각적 복잡성에 따른 즐거움은 소비자의 

패션 관여도 수준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가설 2-2. 패션점포의 시각적 복잡성에 따른 각성은 소비자의 

패션 관여도 수준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그림 4-1] 실험 1의 연구모형 



 

 40 

제 2 절 자료수집 및 분석 계획 

 

 

1. 실험환경 조성 및 피험자 선정 

 

본 연구의 실험은 미국 코넬 대학교(Cornell Univeersity)의 

D.U.E.T Lab(Design, User Experience, Technology Lab)에서 

시행되었다. 해당 실험실은 정신생리학적 지표의 측정에 사용되는 각종 

기기 및 비품과 65” 사이즈의 고해상도 TV 모니터를 갖추고 있다. 본 

조사를 시행하기 이전에 연구자는 실험환경을 조성하고, 정신생리학적 

지표를 사용한 연구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험 절차 및 

분석법에 관한 연수를 거쳤다.  

 

 

(1) 실험 환경 조성 

 

 

사전 연수를 통해 실험에 사용되는 기기 및 소프트웨어 사용법에 

대해 학습한 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실험 환경을 

조성하였다. 정신생리학적 지표의 측정을 위해 BIOPAC 사의 MP150 

System과, BIOPAC 기기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의 저장과 가공 및 

분석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인 AcqKnowledge Software(BIOPAC 

Systems Inc., USA)를 이용하였다.  

BIOPAC 기기는 정신생리학적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피험자의 신체에 부착된 전극을 통해 들어오는 근전도 및 피부 

전기전도도 신호는 MP150 System으로 전송되어 디지털 신호로 

변환되며, 이 신호는 BIOPAC 기기와 연결된 노트북으로 전송되어 

AcqKnowledge Software에 기록된다. 데스크탑 컴퓨터는 자극물을 

제시하는 기능과 BIOPAC 기기에 디지털 신호를 전송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센서를 부착한 이후 지속적으로 피험자의 

정신생리학적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피험자가 자극물을 보고 있는 

동안의 데이터가 분석에 사용되기 때문에 자극물이 제시되고 끝나는 

시점을 정확히 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MediaLab Software 

(Empirisoft Corporation, USA)를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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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Lab은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통해 연구자가 원하는 대로 실험 및 

설문조사를 설계하여 피험자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로, 

이미지나 동영상 자극물을 원하는 시간 동안 노출 시키거나 마우스 또는 

키보드를 이용해 개방형, 5점 리커트 척도 등 다양한 형태로 설문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실험연구를 위한 다양한 기능들이 

제공되며, 원하는 시점에서 디지털 신호를 송출할 수 있는 기능 또한 

포함되어 있다. 실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스크린에 자극물이 

제시되거나 끝나는 순간 BIOPAC 기기로 디지털 신호를 송출하도록 

설정해 놓으면, AcqKnowledge 소프트웨어가 해당 신호를 인식하여 

정신생리학적 데이터와 함께 기록하게 된다.  

실험실은 파티션을 통해 두 개의 공간으로 구분되었다. 데스크탑 

컴퓨터의 본체에 연구자가 사용하는 모니터와 자극물 제시용 대형 TV 

스크린이 연결되었으며, 두 개의 스크린에 똑같은 화면이 나타나도록 

설정하였다. 가상 점포 환경에서의 실재감을 높이기 위해, 피험자의 

시야를 채우는 65” 사이즈의 고해상도(4K resolution) TV 스크린을 

통해 자극물을 보다 선명하고 생생하게 제시하였다. 피험자는 연구자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편안하게 자극물을 보며 설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구자는 모니터를 통해 전체적인 실험 과정을 

지휘하면서 피험자의 진행 상황 및 생리학적 데이터 신호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실험 환경의 간략한 도식화를 [그림4-2]에 제시하였다. 

 

 

[그림 4-2] 실험 환경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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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험자 선정 

 

 

교내 홍보를 통해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피험자를 모집하였다. 

코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들 중 실험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학생들이 온라인 링크를 통해 지원하였으며, 연구자가 

설정한 실험 일정을 참고하여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해 참여하도록 

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5년 10월 15일부터 2015년 11월 4일 까지 

주말을 제외한 15일 간 진행되었으며, 총 32명의 학생이 실험에 

참여하였다. 

 

 

2. 실험 절차 

 

 

피험자는 실험실에 들어온 직후, 책상에 앉아 실험 참여 확인서와 

실험 설명서 및 동의서를 읽고 서명하였다. 실험 설명서에는 연구의 

간략한 목적과 내용, 연구 절차 및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안내가 

포함되었으며, 피험자가 설명서를 숙지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뒤 실험이 

진행되었다. 연구자가 피험자에게 고유 코드를 부여한 뒤, 먼저 

일반적인 개인 특성을 묻는 사전 설문을 진행하였다. 출력된 설문지를 

이용해 나이, 성별, 인종 등 간략한 인구통계적 특성과 패션 관여도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사전 설문이 진행되는 동안 연구자는 실험에 

사용될 기기 및 센서를 준비하였다. 

사전 설문이 완료되고 나서, 피험자는 실험실 안쪽 공간으로 

이동하여 TV 스크린 앞쪽에 고정된 안락의자에 앉아 센서 부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피부결을 정리한 뒤, 총 네 개의 센서를 부착하였다. 

안면 근전도 측정을 위해 왼쪽 볼의 큰 광대근 위치에 두 개의 센서를 

부착한다. 첫 번째 센서는 귓바퀴와 입꼬리를 잇는 직선의 중앙에 

부착하며, 두 번째 센서를 첫번째 센서로부터 1cm 아래, 1cm 앞쪽으로 

이동한 위치에 부착한다. 피부 전기 전도성 측정에는 두 개의 센서를 

사용한다. 왼손바닥의 새끼 손가락에서 직선으로 내려온 위치에 첫 번째 

센서를 부착하고, 바로 왼쪽 옆에 두 번째 센서를 부착한다. 자세한 

센서 부착 위치는 [그림4-3]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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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센서 부착 위치 

센서를 모두 부착하고 생리학적 신호가 원활히 수신되는 것을 

확인한 뒤, 본 실험이 진행되었다. 피험자는 두 개의 실험 조건(복잡성-

고, 복잡성-저) 중 하나에 무작위로 배정되었으며, 해당 가상 점포 

이미지를 11초간 응시하였다. 피험자가 가상 점포를 보는 동안의 

생리학적 데이터가 기록되었으며, 자극물을 보고 난 뒤 조작 점검을 

위한 점포의 시각적 복잡성 문항에 응답하였다. 이후 센서를 제거하고, 

모든 피험자는 실험 참여에 대한 소정의 보상으로 10$의 Amazon Gift 

card와 추가 수업 학점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지급받았다. 

 

 

3. 분석 방법 

 

 

통계적 분석을 위해 AcqKnowledge Software를 이용해 생리학적 

데이터를 추출하였으며, 피험자가 자극물을 보는 동안의 생리학적 

수치가 1초 단위마다 숫자로 표시되었다. 자극물이 제시된 직후 첫 1초 

간의 수치를 기준치로 설정하였다. 점수 변환법(change scores method, 

Potter & Bolls, 2012)을 사용하여, 이후 10초 동안의 데이터를 

기준치로부터의 수치 변화량으로 변환하였다. 즉, 한 피험자 당 안면 

근전도와 피부 전기 전도도 데이터가 각각 열 개의 숫자로 정리되었으며, 

이를 설문 응답 데이터에 추가하였다. 불량 데이터 여덟 개를 제외하고, 

총 24 개의 데이터가 SPSS 2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한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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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분석 결과 및 논의 
 

 

본 절에서는 실험 1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다룬다.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패션 점포의 시각적 복잡성이 소비자의 

감정 반응인 즐거움, 각성에 미치는 영향을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통해 

확인한다. 다음으로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패션 점포의 시각적 

복잡성이 감정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소비자 패션 관여도의 

조절효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측정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1) 시각적 복잡성 

 

 

조작검증 문항인 시각적 복잡성을 구성한 다섯 개의 측정 문항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섯 개의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그러나, 4번 문항(To what degree do there seem to be 

parts of the scene that are invisible?)의 경우 공유치가 .40 미만, 

요인부하량이 .50 미만으로 기준치에 부합하지 않아 삭제하였다. 4번 

문항을 제외한 네 개의 문항으로 요인분석을 다시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모든 문항의 공유치가 .40 이상, 

요인부하량이 .60 이상의 값을 나타내었다. 고유치 역시 1 이상의 값을 

가지며, 신뢰성 분석 결과 신뢰도 계수(Cronbach’s α)가 .860으로 

나타나 높은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이에 측정문항 네 개의 평균값을 

통계적 분석에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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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 시각적 복잡성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결과 

요인 문항 내용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누적) 
신뢰도 

시각적 

복잡성 

Overall, how complex does this 

shop environment appear to 

you? 

.933 

2.846 71.157 .860 

How ambiguous is the boundary 

of each object in this 

environment? 

.689 

How many different objects do 

there seem to be? 
.832 

To what degree is the scene 

either organized or chaotic? 
.900 

 

 

(2) 패션 관여도 

 

 

패션 관여도를 구성하는 다섯 개의 측정 문항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섯 개의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모든 

문항의 공유치가 .80 이상, 요인부하량이 .90 이상의 값을 나타내었으며, 

고유치도 1 이상으로 나타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신뢰성 분석 결과 

신뢰도 계수(Cronbach’s α)가 .965로 높은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이에 측정 문항의 평균값을 계산하고, 중위수를 기준으로 두 

그룹(고, 저)으로 나누어 통계적 분석에 이용하였다. 빈도분석 결과 

중위수는 3.60이었으며, 평균값은 2.00부터 5.00까지 분포되었다. 패션 

관여도 문항에 대한 평균이 3.60 이하의 값을 나타낸 14명의 피험자가 

패션관여도-저 그룹으로 분류되었고, 평균값이 3.60보다 큰 나머지 

10명의 피험자가 패션관여도-고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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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2] 패션 관여도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결과 

요인 문항 내용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누적) 
신뢰도 

패션 

관여도 

Fashion clothing is a significant 

part of my life. 
.970 

4.388 87.758 .965 

I am very interested in fashion 

clothing. 
.947 

Fashion clothing is an important 

part of my life. 
.915 

I am very much involved in/with 

fashion clothing. 
.948 

I pay a lot of attention to fashion 

clothing. 
.902 

 

 

2. 집단 간 동질성 검증 

 

 

두 가지 자극물 조건에 따른 연구 참여자 집단 간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서로 차이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통계적 검증을 수행하였다. 

각 자극물 조건에 따른 표본의 연령, 인종에 대해 카이제곱 (χ2) 양측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자극물 조건에 따른 각 표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극물 조건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있어 표본들이 서로 동질한 집단임이 검증되었다.  

 

[표 4-3] 실험 1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교차분석 결과 

항목 세부 범주 
복잡성-저 복잡성-고 

χ2 p 
빈도 빈도 

연령 
25세 미만 11 10 

0.381 .537 
25세 이상 1 2 

인종 

White 8 7 

1.567 .457 Asian 3 5 

Other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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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작 검증 

 

 

가상 점포 환경의 시각적 복잡성 수준에 대한 조작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조작 검증 결과, 

가상 점포환경 자극물 조건에 따른 시각적 복잡성 지각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t=-9.066, p<.001). 시각적 복잡성이 높은 조건의 

점포에서 피험자들이 지각한 복잡성 평균은 4.46, 시각적 복잡성이 낮은 

조건에서의 평균은 2.58로 나타나 가상 점포 환경의 시각적 복잡성 

수준이 적절하게 조작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표 4-4] 자극물 조작 검증 결과 

요인 집단 N 평균a 
표준 

편차 

평균들의 동일성에 관한 t-검정 

t값 자유도 
유의수준 

(양쪽) 

시각적 

복잡성 

저 12 2.58 .625 
-9.066 22 .000 

고 12 4.46 .351 
a: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측정한 문항의 평균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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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패션 점포의 시각적 복잡성이 소비자의 감정반응에 미치는 

영향 검증 

 

 

(1) 패션 점포의 시각적 복잡성이 즐거움에 미치는 영향 

 

 

가설 1-1과 가설 2-1의 검증을 위해, 패션 점포환경의 시각적 

복잡성(고, 저)과 소비자 패션 관여도(고, 저)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즐거움(EMG 반응)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반복측정 이원분산분석 

(two-way repeated measures ANOVA)을 실시하였다. 반복측정 

분산분석은 집단 내 설계를 통해 여러 개의 종속 변수를 측정한 경우 

집단 간 차이를 검정하는 분석법이다.  

자기보고 방식의 설문 응답은 자극물에 대한 처리가 끝난 후에 

응답하게 되므로 자극에 대한 전체적 반응 보다는 특정한 극단적 부분에 

대한 반응에 한정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정신생리학적 지표의 측정은 

자극에 노출되는 과정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시간 

경과에 따른 반응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Bolls, Lang, & Potter, 

2001; Ravaja, 2004). 따라서 분석 결과의 해석에 있어서도 시간 

변수를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자극물에 노출된 동안의 전체 

데이터를 축약하여 평균치와 같은 하나의 대표값으로 분석하는 경우 각 

조건 간 노출 시간에 따른 반응 추이가 다른 경우에도 전체 평균치는 

유사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Potter and Bolls(2012, p.32-34)는 시간에 따른 변화에 주목하여 

결과를 추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의 실험에서도 피험자가 

점포환경 자극을 보는 동안 정신생리학적 반응이 1초 단위의 종속변수 

10개로 측정 되었으며,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통해 반응의 추이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4-5]와 [그림 4-4]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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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패션 점포환경의 시각적 복잡성에 따른 즐거움 반응에 대한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평균제곱 F p 

즐거움 

(EMG 반응) 

시각적 복잡성 .003 .002 .964 

패션 관여도 3.738 2.919 .103 

시각적 복잡성*패션 관여도 4.215 3.292 .085 

 

 

[그림 4-4] 패션 점포환경의 시각적 복잡성과 소비자 패션 관여도 수준에 

따른 즐거움 반응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시각적 복잡성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p=.964), 소비자의 즐거움은 시각적 복잡성이 낮은 

점포에서 더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 1-1이 기각되었다. 패션 

관여도의 주효과도 유의하지 않았다(p=.103). 한 편, 시각적 복잡성과 

소비자 패션 관여도의 상호작용이 한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F(1, 

20)=3.292, p=.085) 패션 관여도의 조절효과에 대한 가설 2-1이 

지지되었다.  

구체적으로 패션 관여도가 낮은 소비자들은 복잡성이 높은 매장보다 

복잡성이 낮은 매장에서 더 큰 즐거움을 보였다. 점포환경 자극물에 

노출된 직후 복잡성이 낮은 매장 조건에서는 안면 근전도가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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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7초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나, 10초에 

이르러서도 노출 직후보다 높은 근전도 반응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복잡성이 높은 매장 조건에서는 근전도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약간 감소하다가 10초에 이르러 다시 노출 직후와 비슷한 수준의 값을 

보였으며, 전체 노출시간 동안 복잡성이 낮은 매장 조건보다 활성화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패션 관여도가 높은 소비자들은 반대로 복잡성이 

낮은 매장보다 복잡성이 높은 매장에서 즐거움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적 복잡성이 높은 조건에서 점포환경 자극에 노출된 직후 

안면 근전도 반응이 활성화된 반면, 복잡성이 낮은 매장 조건에서는 

노출 직후 꾸준히 감소하여 10초에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으며 

전체 노출 시간 동안 복잡성이 높은 매장 조건보다 활성화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점포환경의 시각적 복잡성이 소비자의 감정반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Orth & Wirtz, 2014)의 결과와 달리, 특정 

소비자 집단에게는 시각적 복잡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보 이론 맥락에서(Huffman & Khan, 1998), 패션 점포의 

시각적 복잡성이 높은 경우 패션 관여도가 낮은 소비자들은 주어진 

정보의 처리에 어려움을 느껴 긍정적 반응으로 이어지지 않는 반면, 

패션 관여도가 높은 소비자들은 환경 정보를 더 원활히 처리하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 감정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시각적 복잡성이 낮은 점포환경에서 패션 관여도가 높은 소비자들의 

즐거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해당 자극과 관련된 경험이 

많을수록 선호하는 최적 복잡성 수준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연결 지어 볼 수 있으며(Cox & Cox, 2002; Reber, Schwarz, & 

Winkielman, 2004; Vitz, 1966), 이들에게는 해당 점포가 제공하는 

환경의 정보량이 부족하여 불확실성과 모호함이 발생하고 긍정적 

감정으로 연결될 정도의 충분한 자극이 주어지지 못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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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패션 점포의 시각적 복잡성이 각성에 미치는 영향 

 

 

각성 반응에 대한 가설 1-2과 가설 2-2의 검증을 위해, 패션 

점포환경의 시각적 복잡성(고, 저)과 소비자 패션 관여도(고, 저)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각성(EDA 반응)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반복측정 

이원분산분석 (two-way repeated measures 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6] 패션 점포환경의 시각적 복잡성에 따른 각성 반응에 대한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평균제곱 F p 

각성 

(EDA 반응) 

시각적 복잡성 4.538 4.639 .044 

패션 관여도 .034 .035 .854 

시각적 복잡성*패션 관여도 .034 .035 .854 

 

 

[그림 4-5] 패션 점포환경의 시각적 복잡성과 소비자 패션 관여도 수준에 

따른 각성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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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분석 결과, 각성 반응에 대한 시각적 복잡성의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F(1, 20)=4.639, p < .05) 가설 1-2가 지지되었다. 

패션 관여도의 주효과(p=.854)와 시각적 복잡성과 패션 관여도의 

상호작용(p=.854)은 유의하지 않아, 각성 반응에 있어 소비자 패션 

관여도의 조절역할에 관한 가설 2-2는 기각되었다.  

소비자의 패션 관여도 수준에 관계없이 피험자들은 시각적 복잡성이 

높은 점포환경에서 더 큰 각성 반응을 보였다. 시각적 복잡성이 높은 

조건의 자극에 노출된 직후 약 3초 동안 피험자들의 피부 전기활동이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시각적 

복잡성이 낮은 조건에서는 노출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두 조건의 집단에서 모두 전체 노출 시간 동안 

복잡성이 낮은 매장보다 높은 매장 조건에서 활성화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Berlyne(1971)에 의하면 시각적 자극물에 대한 관찰자의 

각성 반응은 자극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각성 잠재력에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각성 잠재력은 자극물의 시각적 복잡성에 따른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소비자의 개인특성인 패션 관여도 수준에 따른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점포 환경 자극에 따른 각성 반응은 시각적 복잡성 

수준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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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실험 2: 패션 점포의 시각적 복잡성이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 및 경로 검증 
 

 

제 1 절 연구 가설 
 

 

실험 2는 설문조사를 통해 실험 1의 결과를 재확인하고, 추가로 

점포의 시각적 복잡성이 감정반응을 거쳐 소비자의 접근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험 2는 연구 가설 1, 2, 

3을 모두 검정하도록 설계되었다. 

 

가설 1-1. 소비자의 즐거움은 시각적 복잡성이 높은 점포보다  

시각적 복잡성이 낮은 점포에서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1-2. 소비자의 각성은 시각적 복잡성이 낮은 점포보다 

시각적 복잡성이 높은 점포에서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2-1. 패션점포의 시각적 복잡성에 따른 즐거움은 소비자의 

패션 관여도 수준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가설 2-2. 패션점포의 시각적 복잡성에 따른 각성은 소비자의 

패션 관여도 수준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가설 3-1. 패션점포의 시각적 복잡성이 점포 접근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소비자의 즐거움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가설 3-2. 패션점포의 시각적 복잡성이 점포 접근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소비자의 각성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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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실험 2의 연구모형 

 

 

제 2 절 자료수집 및 분석 계획 
 

 

1. 피험자 선정 

 

 

실험 1의 피험자 집단이 미국 거주자인 점을 고려하여, 본 설문은 

아마존(Amazon)이 제공하는 온라인 조사 웹 서비스인 Mechanical 

Turk(MTurk)을 이용해 20-30대의 미국 거주자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6년 2월 26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사흘 간 진행되었으며, 총 284명의 피험자가 설문에 응답하였다. 

MTurk은 세계 최초이자 미국 최대의 인터넷 서점 및 종합 

쇼핑몰인 Amazon.com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노동 시장이다. 아마존의 

수 많은 고객을 대상으로 하여 낮은 비용으로 효과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학, 심리학, 경영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다(Buhrmester, Kwang, & Gosling, 2011). Buhrmester et 

al.(2011)에 따르면, Mturk은 기존의 인터넷 기반 설문조사 또는 편의 

표집법에 의한 대학생 표본을 사용한 설문조사에 비해 인구통계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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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다양한 표본을 수집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기여한다. 또한 

Mturk를 활용한 연구 결과가 기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행해지는 조사 

방법을 통해 얻은 결과와 비교했을 때에도 타당성과 신뢰성을 지닌다는 

점이 확인된 바 있다(Buhrmester, Kwang, & Gosling, 2011; Paolacci, 

Chandler, & Ipeirotis, 2010).  

 

 

2. 실험 절차 

 

 

설문에 참여하는 피험자는 두 개의 조건(복잡성-고, 복잡성-저) 중 

하나에 무작위로 배정되었으며, 먼저 피험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개인 특성인 패션 관여도 문항에 응답하였다. 이후 가상 패션 점포 

이미지를 제시하였으며, 이미지를 충분히 보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를 

막기 위해, 점포 자극물이 제시된 페이지를 12초 이상 보지 않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없도록 시간 제한을 두었다. 가상 패션 점포를 

살펴본 뒤 해당 점포에 대한 점포 접근의도, 점포를 보는 동안의 감정인 

즐거움과 각성, 마지막으로 조작 검증을 위한 시각적 복잡성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응답이 끝나고 나서, 모든 피험자는 설문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0.60$을 지급받았다. 

 

 

3. 분석 방법 

 

 

본 설문을 통해 수집된 응답 자료는 불성실한 응답 21개를 

제외하고 총 263개의 데이터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SPSS 2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요인 분석, 신뢰도 분석, 빈도 분석, 카이제곱 

검정, t-검정, 분산분석과 SPSS Macro Process(Hayes, 2013)를 

이용한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 검정에 앞서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통해 측정 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집단간 동질성 확인을 위해 

인구통계학적 문항에 대한 빈도분석과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연구자의 의도 대로 가상 점포 자극물의 조작이 잘 이루어졌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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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기 위해 t-검정을 통해 조작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 가설 1, 2의 검정을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시행하여, 패션 점포 

환경의 시각적 복잡성이 소비자 감정반응에 미치는 영향 및 패션 

관여도의 조절역할을 확인하였다. 연구 가설 3의 검정을 위해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패션 점포 환경의 시각적 복잡성이 감정반응을 

거쳐 접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및 감정반응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제 3 절 분석 결과 및 논의 
 

 

본 절에서는 실험 2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다룬다. 연구문제 1, 2와 관련하여 실험 1에서 정신생리학적 지표의 

측정을 통해 얻은 결과를 실험 2의 자기보고식 설문 데이터를 통해 재 

확인한다. 다음으로 연구문제 3과 관련하여 패션점포의 시각적 복잡성이 

소비자 감정반응을 매개하여 점포 접근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확인하고자 한다.  

 

 

1. 측정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1) 시각적 복잡성 

 

 

조작검증 문항인 시각적 복잡성을 구성한 다섯 개의 측정 문항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섯 개의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그러나, 실험 1과 마찬가지로 4번 문항(To what degree 

do there seem to be parts of the scene that are invisible?)은 

공유치 .40 미만, 요인부하량이 .50 미만으로 기준치에 부합하지 않아 

삭제하였다.  

4번 문항을 제외한 네 개의 문항으로 요인분석을 다시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모든 문항의 공유치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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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요인부하량이 .60 이상의 값을 나타내었다. 고유치 역시 1 이상의 

값을 가지며, 신뢰성 분석 결과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가 .760으로 나타나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이에 측정문항 네 개의 

평균값을 통계적 분석에 이용하였다. 

 

 [표 5-1] 시각적 복잡성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결과 

요인 문항 내용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누적) 
신뢰도 

시각적 

복잡성 

Overall, how complex does this 

shop environment appear to 

you? 

.844 

2.334 58.346 .760 

How ambiguous is the 

boundary of each object in this 

environment? 

.736 

How many different objects do 

there seem to be? 
.644 

To what degree is the scene 

either organized or chaotic? 
.814 

 

 

(2) 패션 관여도 

 

 

패션 관여도를 구성하는 다섯 개의 측정 문항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섯 개의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모든 

문항의 공유치가 .80 이상, 요인부하량이 .90 이상의 값을 나타내었으며, 

고유치도 1 이상으로 나타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신뢰성 분석 결과 

신뢰도 계수(Cronbach’s α) 값이 .966으로 나타나 높은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이에 측정 문항의 평균값을 통계적 분석에 이용하였다. 빈도분석 

결과 평균값은 1.0부터 5.00까지 분포되었고 중위수는 3.20이었으며, 

이를 기준으로 두 그룹(고, 저)으로 분류하였다. 패션 관여도 문항에 

대한 평균이 3.20 이하의 값을 나타낸 139명의 피험자가 패션관여도-

저 그룹으로 분류되었고, 평균값이 3.20보다 큰 나머지 124명의 

피험자가 패션관여도-고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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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2] 패션 관여도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결과 

요인 문항 내용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누적) 
신뢰도 

패션 

관여도 

Fashion clothing is a significant 

part of my life. 
.934 

4.401 88.030 .966 

I am very interested in fashion 

clothing. 
.925 

Fashion clothing is an important 

part of my life. 
.956 

I am very much involved in/with 

fashion clothing. 
.931 

I pay a lot of attention to fashion 

clothing. 
.945 

 

 

(3) 즐거움 

 

 

즐거움을 구성하는 네 개의 측정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네 개의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모든 문항의 

공유치가 .70 이상, 요인부하량이 .80 이상의 값을 가지며, 고유치도 1 

이상으로 나타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신뢰성 분석 결과 신뢰도 

계수(Cronbach’s α)가 .932로 충분히 높아 측정 문항의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이에 측정 문항의 평균값을 통계적 분석에 이용하였다. 

 

[표 5-3] 즐거움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결과 

요인 문항 내용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누적) 
신뢰도 

즐거움 

Unhappy – Happy .938 

3.332 83.289 .932 
Unsatisfied – Satisfied .919 

Melancholic – Contented .900 

Unpleasant – Pleasant (SAM) .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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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성 

 

 

네 개의 측정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실시 결과,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모든 문항의 공유치가 .40 이상, 요인부하량 .6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고유치도 1 이상으로 나타났다. 신뢰성 분석 결과 신뢰도 

계수(Cronbach’s α)가 .824로 충분히 높아 측정 문항의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이에 측정 문항의 평균값을 통계적 분석에 이용하였다. 

 

[표 5-4] 각성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결과 

요인 문항 내용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누적) 
신뢰도 

각성 

Relaxed – Stimulated .873 

2.657 66.413 .824 
Sleepy – Wide-awake .857 

Unaroused – Aroused .836 

Calm – Excited (SAM) .679 

 

 

(5) 점포 접근의도 

 

 

점포 접근의도에 관한 일곱 개의 측정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모든 문항의 공유치는 .50 

이상, 요인부하량이 .7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고유치 또한 1 이상의 

값을 보였다.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18로 나타나 측정 

문항의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이에 측정 문항의 평균값을 통계적 분석에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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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점포 접근의도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결과 

요인 문항 내용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누적) 
신뢰도 

점포 

접근 

의도 

I would enjoy shopping in this 

store. 
.901 

4.721 67.436 .918 

I like this store environment. .875 

I would avoid visiting this store. .822 

This is a place in which I would 

feel friendly and talkative to a 

stranger who happens to be 

next to me. 

.776 

This is a place where I would 

try to avoid people and avoid 

talking to them. 

.728 

I would like to spend time 

browsing in this store. 
.870 

I want to avoid looking around 

or exploring the store. 
.761 

 

 

2. 집단 간 동질성 검증 

 

 

두 가지 자극물 조건에 따른 연구 참여자 집단 간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서로 차이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통계적 검증을 수행하였다. 

각 자극물 조건에 따른 표본의 연령, 인종에 대해 카이제곱 (χ2) 양측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자극물 조건에 따른 각 표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극물 조건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있어 표본들이 서로 동질한 집단임이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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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실험 2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교차분석 결과 

항목 세부 범주 
복잡성-저 복잡성-고 

χ2 p 
빈도 빈도 

연령 
20대 74 61 

2.373 .123 
30대 58 70 

인종 

White 100 102 

4.188 .381 

Hispanic/Latino 7 6 

Black/African 12 9 

Asian 11 7 

Others 2 7 

 

 

3. 조작 검증 

 

 

가상 패션 점포의 시각적 복잡성 수준이 적절히 조작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자극물 조건에 따른 시각적 

복잡성 지각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t=-9.160, p<.001). 

시각적 복잡성이 높은 조건의 점포에서 피험자들이 지각한 복잡성 

평균은 3.72, 시각적 복잡성이 낮은 조건에서의 평균은 2.80으로 

나타나 가상 점포 환경의 시각적 복잡성 수준이 적절하게 조작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표 5-7] 자극물 조작 검증 결과 

요인 집단 N 평균a 
표준 

편차 

평균들의 동일성에 관한 t-검정 

t값 자유도 
유의수준 

(양쪽) 

시각적 

복잡성 

저 132 2.80 .773 
-9.160 261 .000 

고 131 3.72 .849 
a: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측정한 문항의 평균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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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패션 점포의 시각적 복잡성이 소비자의 감정반응에 미치는 

영향 검증 

 

실험 2에서는 자기보고식 설문 데이터를 이용해 정신생리학적 

지표의 측정을 통해 얻은 실험 1의 결과를 재확인하고 비교분석 하고자 

하였다. 패션 점포환경의 시각적 복잡성 수준에 따른 소비자의 

감정반응에 대한 가설 1과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 패션 점포환경의 

시각적 복잡성(고, 저)과 소비자 패션 관여도(고, 저)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즐거움과 각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이원분산분석(two-

way ANOVA)을 실시하였다.  

 

 

(1) 패션 점포의 시각적 복잡성이 즐거움에 미치는 영향 

 

 

패션 점포환경의 시각적 복잡성이 소비자의 즐거움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시각적 복잡성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p=.134) 연구가설 1-1이 기각되었다. 패션 관여도의 주효과가 

유의하였으며(F(1, 259)=21.857, p < .001), 패션 관여도가 높은 

소비자들이 즐거움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M관여도-저=3.17, 

M관여도-고=3.77). 또한 시각적 복잡성과 패션 관여도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여(F(1, 259)=8.416, p < .01) 패션 관여도의 조절효과에 대한 

가설 2-1이 지지되었으며, 이는 실험 1의 결과와 일치한다. 

 

[표 5-8] 패션 점포환경의 시각적 복잡성에 따른 즐거움 반응 분산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평균제곱 F p 

즐거움 

시각적 복잡성 2.391 2.255 .134 

패션 관여도 23.173 21.857 .000 

시각적 복잡성*패션 관여도 8.923 8.416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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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패션 점포환경의 시각적 복잡성과 소비자 패션 관여도 수준에 

따른 즐거움 반응 

 

패션 점포환경의 시각적 복잡성 수준과 소비자 패션 관여도 수준에 

따른 집단 별 즐거움 반응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과 단순 주효과(simple main effect) 분석을 통한 대응별 

비교(pairwise comparison)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패션 관여도가 낮은 

소비자들은 복잡성이 높은 매장보다 복잡성이 낮은 매장에서 더 큰 

즐거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M복잡성-저=3.45, M복잡성-고=2.90; 

F(1, 259)=10.280, p < .01), 패션 관여도가 높은 소비자들은 두 

조건의 매장에서 느끼는 즐거움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M복잡성-저=3.68, 

M복잡성-고=3.86; F(1, 259)=.926, p=.337). 또한 시각적 복잡성이 낮은 

매장에서는 패션 관여도 수준에 따른 두 소비자 그룹 간의 즐거움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M관여도-저=3.45, M관여도-고=3.68; F(1, 

259)=1.582, p=.210), 시각적 복잡성이 높은 매장에서는 패션 

관여도가 높은 소비자들이 관여도가 낮은 소비자들보다 즐거움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M관여도-저=2.90, M관여도-고=3.86; F(1, 

259)=28.553, p < .001). 따라서 패션 점포환경의 시각적 복잡성이 

즐거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소비자 패션 관여도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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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시각적 복잡성과 패션 관여도에 따른 즐거움의 단순주효과분석 결과 

집단  평균제곱 F p 

관여도(저), 복잡성(저) : 관여도(저), 복잡성(고) 10.899 10.280 .002 

관여도(고), 복잡성(저) : 관여도(고), 복잡성(고) .982 .926 .337 

복잡성(저), 관여도(저) : 복잡성(저), 관여도(고) 1.677 1.582 .210 

복잡성(고), 관여도(저) : 복잡성(고), 관여도(고) 30.272 28.553 .000 

 

 

(2) 패션 점포의 시각적 복잡성이 각성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의 각성 반응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시각적 복잡성의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F(1, 259)=20.375, p < .001) 가설 1-2가 

지지되었다. 시각적 복잡성과 패션 관여도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아(p=.703), 각성 반응에 있어 소비자 패션 관여도의 조절효과에 

관한 가설 2-2는 기각되었다. 패션 관여도의 주효과(F(1, 259)=4.820, 

p < .05)에 있어 패션 관여도가 높은 집단이 더 큰 각성 반응을 

보였다(M관여도-저=3.42, M관여도-고=3.65). 시각적 복잡성의 주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패션 관여도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실험 1과 마찬가지로 점포 환경 자극에 따른 각성 반응에 

시각적 복잡성이 영향을 미친 것임을 확인하였다.  

 

[표 5-10] 패션 점포환경의 시각적 복잡성에 따른 각성 반응 분산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평균제곱 F p 

각성 

시각적 복잡성 14.651 20.375 .000 

패션 관여도 3.466 4.820 .029 

시각적 복잡성*패션 관여도 .105 .146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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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패션 점포환경의 시각적 복잡성과 소비자 패션 관여도 수준에 

따른 각성 반응 

 

패션 점포환경의 시각적 복잡성 수준과 소비자 패션 관여도 수준에 

따른 집단 별 각성 반응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원분산분석과 단순 

주효과 분석을 통한 대응별 비교를 실시하였다. 패션 관여도가 낮은 

집단(M복잡성-저=3.20, M복잡성-고=3.64; F(1, 259)=9.053, p < .01), 높은 

집단(M복잡성-저=3.39, M복잡성-고=3.91; F(1, 259)=11.338, p < .01) 

모두 복잡성이 낮은 매장보다 복잡성이 높은 매장에서 각성 반응이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시각적 복잡성이 낮은 매장과(M관여도-저=3.20, 

M관여도-고=3.39; F(1, 259)=1.653, p=.200) 시각적 복잡성이 높은 

매장 (M관여도-저=3.64, M관여도-고=3.91; F(1, 259)=3.305, p=.070) 

모두 패션 관여도 수준에 따른 두 소비자 그룹 간의 각성 반응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5-11] 시각적 복잡성과 패션 관여도에 따른 각성의 단순주효과분석 결과 

집단  평균제곱 F p 

관여도(저), 복잡성(저) : 관여도(저), 복잡성(고) 6.509 9.053 .003 

관여도(고), 복잡성(저) : 관여도(고), 복잡성(고) 8.152 11.338 .001 

복잡성(저), 관여도(저) : 복잡성(저), 관여도(고) 1.188 1.653 .200 

복잡성(고), 관여도(저) : 복잡성(고), 관여도(고) 2.377 3.305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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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패션 점포의 시각적 복잡성이 소비자의 점포 접근의도에 

미치는 영향 및 경로 검증 

 

 

감정반응의 매개효과와 관련된 연구가설 3의 검증을 위해, SPSS 

Macro Process(Hayes, 2013)를 이용하여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주로 Baron and Kenny(1986) 또는 

Sobel(1982)이 제안한 방법이 사용되어 왔으나, 표본 수가 작거나 

표본의 분포가 비대칭적인 경우, 다중매개나 이중매개 등 보다 정교한 

매개모형을 검증해야 하는 경우 등에서는 한계점을 가진다(Bauer, 

Preacher, & Gil, 2006; Hayes, 2013; 이형권, 2016; 허원무, 2013). 

이에 표본의 반복적인 재표본추출법인 부트스트랩 방법을 사용해 기존 

방법론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보다 다양한 형태의 경로 모형에 대해 

정교한 검증이 가능한 방법론으로써 매크로 기반 프로그램인 

Process(Hayes, 2013)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구동모, 2013).  

단순매개모형의 경우, 독립변수(X)에서 매개변수(M)로 이어지는 

경로의 효과계수인 a와 매개변수(M)에서 종속변수(Y)로 이어지는 

경로의 효과계수인 b를 곱하여 산출되는 값인 간접효과의 효과계수 

ab의 유의도를 통해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 독립변수(복잡성)에서 

종속변수(접근의도)로 이어지는 경로의 효과계수인 c’는 제안된 모형이 

완전매개인지 부분매개인지 매개의 유형을 판단하는 지표가 되며, ab와 

c’를 더한 값인 C는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총 효과, 즉 제안된 

모형의 총 효과를 의미한다(Preacher & Hayes, 2004).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신뢰도 구간을 95%로 설정하고, 부트스트랩 샘플 

수를 5,000으로 지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Hayes, 2012; Preacher 

& Hayes, 2004; 구동모, 2013). 

 

[그림 5-4] 단순매개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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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패션 점포의 시각적 복잡성이 소비자의 점포 접근의도에 

미치는 영향 

 

 

매개효과 검증에 앞서, 패션 점포의 시각적 복잡성 수준에 따라 

소비자의 점포 접근의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점포의 시각적 복잡성 수준에 따라 소비자의 

접근의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290, p < .05). 

시각적 복잡성이 높은 조건의 점포에 대한 접근의도 평균은 3.08, 

시각적 복잡성이 낮은 조건에서의 평균은 3.36으로 나타나 시각적 

복잡성이 낮은 매장에 대한 접근의도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시각적 복잡성의 부정적 효과와 일치하는 

결과이지만, 본 연구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패션 관여도가 낮은 

소비자들의 복잡성이 높은 매장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전체 평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소비자 패션 관여도 수준에 따라 

각 집단의 접근의도를 분석한 결과 관여가 낮은 소비자들은 복잡성이 

낮은 매장에 대한 접근의도가 유의하게 더 높았으나(t=2.862, p<.01), 

관여가 높은 소비자들은 점포의 시각적 복잡성에 따른 접근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282, p=.778). 이에 S-O-R 

모델에 기반하여 패션 점포환경의 시각적 복잡성이 점포 접근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매커니즘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감정반응을 

매개변수로 투입하여 경로 모형을 검증하고자 한다. 

 

[표 5-12] 시각적 복잡성에 따른 점포 접근의도의 t-검정 결과 

요인 집단 N 평균a 
표준 

편차 

평균들의 동일성에 관한 t-검정 

t값 자유도 
유의수준 

(양쪽) 

시각적 

복잡성 

저 132 3.36 .881 
2.290 250 .023 

고 131 3.08 1.081 
a: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측정한 문항의 평균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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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패션 점포의 시각적 복잡성이 소비자의 점포 접근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즐거움의 매개효과 

 

 

연구가설 3-1의 검증을 위해, 즐거움을 매개변수로 투입한 경로 

모형에 대해 부트스트랩 분석을 실시하였다. 부트스트랩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신뢰구간의 최소값(LLCI)과 최대값(ULCI)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간접효과가 없다는 영가설이 기각되고 간접효과가 

있다는 대립가설이 지지된다. 또한 간접효과에 대해 Sobel Test 결과가 

함께 제시되어 유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패션 점포의 시각적 복잡성이 즐거움을 매개하여 점포 접근의도로 

이어지는 모형에서 간접효과 계수는 -.17의 값을 보였으며, 간접경로에 

대한 95% 신뢰구간은 LLCI=-.3786 ~ ULCI=.0267로 나타나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었으므로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Sobel Test 결과 또한 Z값이 -1.6268, p값이 .1038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5-5] 복잡성이 즐거움을 매개하여 접근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모형 

 

[표 5-13] 즐거움을 매개하는 경로모형의 효과 계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a×b) 

총효과 

(C) 

매개 

유형 a b c’ 

-.22 .77*** -.11 
-.17 

[-.3786, .0267] 
-.28* 

유의하지 

않음 

*p<.05, **p<.01, ***p<.001, 간접효과(a×b)에서 괄호 [] 안의 값은 LLCI, UL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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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패션 점포의 시각적 복잡성이 즐거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소비자 패션 관여도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에 매개 모형에 

조절변수로 패션 관여도를 추가하여 조절된 매개효과(Moderated-

Mediation) 또는 조건적 간접효과(Conditional indirect effect)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사이의 관계에 

조절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림 5-6]에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림 5-6] 복잡성이 패션 관여도에 의해 조절된 즐거움을 매개하여 

접근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모형 

 

[표 5-14] 즐거움을 매개하는 경로모형의 효과 계수 (조절변수: 패션 관여도) 

직접효과 

간접효과(a3×b) 매개 유형 
a1 a2 a3 b c’ 

-.19 .30*** .38*** .77*** -.11 
.29 

[.1224, .4509] 
조절된 매개 

*p<.05, **p<.01, ***p<.001, 간접효과(a3×b)에서 괄호 [] 안의 값은 LLCI, UL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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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소비자 패션 관여도에 의해 조절된 즐거움의 매개 

효과인 간접효과의 계수는 .29였으며 간접경로에 대한 95% 신뢰구간이 

LLCI=.1224 ~ ULCI=.4509로,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점포의 시각적 복잡성과 소비자 

패션 관여도의 상호작용항이 즐거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a3, 

t=3.4087, p<.001, LLCI=.1584 ~ ULCI=.5916), 즐거움이 점포 

접근의도에 미치는 영향 또한 유의하게 나타나(b, t=26.3437, p<.001, 

LLCI=.7129 ~ ULCI=.8281) 패션 관여도에 의해 조절된 즐거움의 

매개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에 연구가설 3-1이 지지되었다. 

소비자 패션 관여도에 의한 조건적 간접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패션 관여도가 낮은 소비자의 경우, 95% 신뢰 

수준에서 점포의 시각적 복잡성이 즐거움을 매개하여 점포 접근의도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효과값 -.4798, LLCI=-.7365 ~ ULCI=-.2119). 

반면 패션 관여도가 높은 소비자의 경우 경로가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점포의 시각적 복잡성이 접근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정적 방향성(+)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효과값 .1812, LLCI=-.0763 ~ ULCI=.4557). 

이는 점포의 시각적 복잡성이 소비자 감정 및 행동반응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Orth and Wirtz(2014)의 연구결과가 패션 쇼핑 맥락에서 

관여도가 낮은 소비자에게는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시각적 

복잡성이 접근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c’, 

t=-1.7048, p=.089, LLCI=-.2367 ~ ULCI=.0170). 본 연구는 

소비자의 패션 관여성 조건에 따라 즐거움이 부분적으로 매개역할을 

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통해 시각적 복잡성의 수준을 보다 

세분화하여 소비자 반응을 살펴보고, 관여도가 높은 소비자들의 즐거움 

반응에 대한 메커니즘을 더욱 면밀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패션 점포의 시각적 복잡성이 소비자의 점포 접근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각성의 매개효과 

 

 

가설 3-2의 검증을 위해, 각성을 매개변수로 투입하여 부트스트랩 

분석을 실시하였다. 패션 점포의 시각적 복잡성이 각성을 매개하여 점포 

접근의도로 이어지는 모형에서 간접효과 계수는 .23의 값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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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경로에 대한 95% 신뢰구간은 LLCI=.1264 ~ ULCI=.3549로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Sobel Test 결과 또한 Z값이 

3.7816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p<.001). 따라서, 

각성의 매개효과에 대한 가설 3-2가 지지되었다. 

 

 

[그림 5-7] 복잡성이 각성을 매개하여 접근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모형 

 

[표 5-15] 각성을 매개하는 경로모형의 효과 계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a×b) 

총효과 

(C) 

매개 

유형 a b c’ 

.47*** .49*** -.51*** 
.23***  

[.1264, .3549] 
-.28* 부분매개 

*p<.05, **p<.01, ***p<.001, 간접효과(a×b)에서 괄호 [] 안의 값은 LLCI, ULCI 

 

구체적으로, 패션 점포환경의 시각적 복잡성이 각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a, t=4.4316, p<.001, LLCI=.2600 ~ ULCI=.6758) 

각성이 점포 접근의도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정적으로 유의하였다(b, 

t=7.4358, p<.001, LLCI=.3618 ~ ULCI=.6224). 시각적 복잡성이 

소비자의 접근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경로에서는 부적인 영향이 

확인되었다 (c’, t=-2.2813, p<.05, LLCI=-.5190 ~ ULCI=-.0381). 

이는 패션 점포의 시각적 복잡성만으로는 접근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소비자가 각성을 경험하게 되면, 즉 시각적으로 복잡한 

점포 환경으로 인해 흥분되고 자극에 깨어 있는 상태를 경험할 경우 

점포 접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각성 반응의 

경우 소비자의 패션 관여도 수준에 관계 없이 점포 접근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시각적으로 복잡한 환경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각성반응이 중요한 매개적 역할을 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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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각성 수준이 너무 낮거나 과도하게 

높을 경우 환경에 대한 회피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하였으므로(Berlyne, 

1971; Mehrabian & Russell, 1974), 패션 점포환경의 조성에 있어 

적절한 수준의 각성을 유도할 수 있는 시각적 복잡성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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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점포는 소비자의 다양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소비자는 

점포 내 감각적 경험을 통해 매장 및 제품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고, 

이는 점포 접근이나 구매와 같은 행동반응으로 연결된다. 리테일러들은 

소비자의 관심을 끌고 극대화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제품 및 

환경 요소들을 활용해 점포를 디자인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시각적 

복잡성이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학술적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패션 점포환경의 시각적 복잡성에 따른 소비자의 감정과 

행동 반응에 대해 탐구하였다. 점포환경에 따른 소비자 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감정반응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 자기보고식 

설문과 함께 정신생리학적 지표를 측정하여 비교분석하고, 감정을 

매개하여 점포 접근행동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실험 1에서는 패션 점포의 시각적 복잡성이 소비자의 생리학적 

감정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패션 점포 자극물을 보는 동안 

피험자 24명의 안면 근전도와 피부 전기전도도가 각각 즐거움과 

각성반응의 지표로 측정되었으며,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통해 결과를 

분석하였다.  

점포의 시각적 복잡성이 소비자의 즐거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라 복잡성이 낮은 환경에서 즐거움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하였으나, 패션 점포의 복잡성 수준에 따른 

즐거움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각적 복잡성과 소비자 패션 

관여도의 상호작용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패션 관여도가 낮은 

소비자의 경우 시각적 복잡성이 낮은 패션 매장에서 더 큰 즐거움을 

느끼는 반면 패션 관여도가 높은 소비자는 복잡성이 높은 매장에서 

즐거움 반응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점포의 시각적 

복잡성이 소비자 반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가 

소비자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각성에 대한 

분석 결과 피험자들은 시각적 복잡성이 높은 패션 점포에서 더 큰 각성 

반응을 보였으며, 소비자의 패션 관여도 수준에 따른 조절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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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소비자 특성에 관계 없이 시각적 복잡성이 

각성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실험 2에서는 263명의 설문 데이터를 통해 패션 점포의 시각적 

복잡성이 소비자 감정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점포환경 특성이 감정반응을 매개하여 점포 접근의도에 미치는 경로를 

검증하였다. 

먼저 패션 점포의 시각적 복잡성 수준과 소비자 패션 관여도를 

독립변수로, 즐거움과 각성을 각각 종속변수로 투입하여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즐거움 반응에 대한 분석 결과, 점포의 시각적 복잡성 

수준에 따른 즐거움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복잡성 수준과 소비자 

패션 관여도의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패션 관여도가 낮은 

소비자는 실험 1의 결과와 같이 시각적 복잡성이 낮은 점포에서 더 큰 

즐거움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패션 관여도가 높은 소비자 

집단에서는 시각적 복잡성 조건에 따른 즐거움 반응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관여도가 높은 소비자들은 복잡성이 낮은 

매장보다 복잡성이 높은 매장에서 즐거움의 평균값이 더 높았으며, 

시각적 복잡성이 높은 매장에서 관여도가 낮은 소비자들보다 관여도가 

높은 소비자들이 느끼는 즐거움이 더 크게 나타나 결과의 방향성이 실험 

1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각성 반응에 대한 분석결과 또한 소비자 

패션 관여도와 관계 없이 시각적 복잡성이 높은 점포에서 더 높은 각성 

반응을 보여, 정신생리학적 지표의 측정을 통해 얻은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점포의 시각적 복잡성이 감정반응을 매개하여 점포 

접근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분석을 

실시하였다. 즐거움을 매개하는 경로 모형의 분석 결과, 소비자 패션 

관여도에 의해 조절된 즐거움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패션 관여도가 

낮은 소비자의 경우, 패션 점포의 시각적 복잡성이 즐거움을 매개하여 

점포 접근의도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반면 패션 관여도가 높은 

소비자의 경우 즐거움의 매개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점포의 

시각적 복잡성이 접근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경로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성을 매개하는 경로 모형의 분석 결과, 직접경로와 

간접경로가 모두 유의하여 각성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직접 

경로에서는 점포의 시각적 복잡성이 소비자의 접근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각성을 매개하는 간접경로에서는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소비자가 점포환경의 시각적 복잡성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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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분을 느끼고 쇼핑상황에 몰입하게 되면 긍정적 반응을 보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6-1] 연구가설 검증 결과 요악 

연구가설 실험 결과 

1-1 

소비자의 즐거움은 시각적 복잡성이 높은 

점포보다 시각적 복잡성이 낮은 점포에서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실험1  

실험2 
기각 

1-2 

소비자의 각성은 시각적 복잡성이 낮은 

점포보다 시각적 복잡성이 높은 점포에서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실험1 

실험2 
지지 

2-1 

패션점포의 시각적 복잡성에 따른 즐거움은 

소비자의 패션 관여도 수준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실험1 

실험2 
지지 

2-2 

패션점포의 시각적 복잡성에 따른 각성은 

소비자의 패션 관여도 수준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실험1 

실험2 
기각 

3-1 

패션점포의 시각적 복잡성이 점포 접근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소비자의 즐거움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실험2 지지 

3-2 

패션점포의 시각적 복잡성이 점포 접근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소비자의 각성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실험2 지지 

 

 

 

 

 

 

 

 

 

 

 

 



 

 76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1. 학문적 시사점 

 

 

본 연구는 패션 점포환경의 시각적 복잡성이 소비자의 감정 및 행동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규명하였다. 최근 오프라인 점포의 개념과 

가치가 변화하고 소비자 예측이 어려워지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점포환경에 다양한 요소들이 도입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야기된 점포의 

복잡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점포환경의 시각적 

복잡성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식품 리테일 맥락에서만 진행되었다는 

한계점을 가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시각적 심미성이 핵심 가치인 패션 

점포환경 맥락에서 관련 소비자 변수인 패션 관여도를 도입하여 소비자 

반응을 살펴보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슈퍼마켓과 같은 식료품점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점포의 

시각적 복잡성이 소비자 반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으나,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패션 점포의 시각적 복잡성은 

소비자의 각성 경험을 통해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패션 관여도가 

높은 소비자에게는 시각적 복잡성이 높은 점포가 더 선호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점포환경의 시각적 복잡성이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제품 및 소비자 특성에 따른 경계조건을 

발견하는 데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점포 내에서 경험한 감정이 행동 

반응으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S-O-R 모델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동안 점포환경이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즐거움이 

환경에 대한 행동반응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어 왔으나, 각성반응과 쇼핑 

행동간의 상관관계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설문과 SAM 척도, 정신생리학적 지표의 측정을 이용하여 

소비자 반응에 대한 각성의 역할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방법론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기존 점포환경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3D 가상 점포 자극물을 제작하고 고해상도 TV 

스크린으로 제시하여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높였다. 점포의 시각적 

복잡성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사진 자극물을 사용하였으며 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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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제품 구색의 수준 또한 달리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으나, 이 경우 

제품 구색뿐 아니라 사진의 명도 및 채도, 시점과 같이 소비자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통제되지 않았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사용해 두 조건의 이미지 품질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제품 구색의 효과를 배제한 점포환경의 영향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소비자 감정반응의 측정에 있어, 자기보고식 설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감정반응 측정을 위해 

자기보고식 설문과 함께 정신생리학적 지표를 활용하였다. 정신생리학적 

지표의 측정을 통해 피험자가 자극물을 보는 동안의 미세한 정서적 

반응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생리학적 지표의 경우 

적은 수의 데이터를 통해 가설에 대한 유의한 결과를 확보하였다. 두 

종류의 데이터를 통해 얻은 결과의 방향성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따라서 정신생리학적 지표가 감정반응의 측정에 있어 효율적이면서도 

객관적이고 강력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측정 도구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의의가 있다. 

 

 

2.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는 점포의 시각적 디자인 전략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점포환경을 조성함에 있어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리테일러는 

한정된 공간과 제품 구색을 활용하여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점포 내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 점포의 사이즈와 점포 내 

제품 및 집기의 구색과 수량을 통제하고, 미적 차원인 장식적 패턴의 

사용과 기능적 차원인 점포 레이아웃 유형을 통해 시각적 복잡성 수준을 

조작하였다. 이러한 장식적 요소의 활용과 구획 구성은 점포의 비주얼 

머천다이징 과정에서 점포 이미지 구축 및 공간 활용을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실무자들이 점포 디자인을 수행함에 있어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점포의 벽, 바닥, 천장 및 집기에 장식적 패턴이 

사용되고 환경 내 요소들이 자유롭게 배치될 경우 소비자들은 점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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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 복잡성을 높게 지각하게 된다. 반대로 장식적 패턴이 없이 

단색으로 점포환경을 구성하고 행렬을 맞춰 환경 요소들을 배열할 경우 

소비자가 지각하는 시각적 복잡성이 낮아지지만, 지나치게 단조로운 

환경에서는 소비자들이 흥미를 잃고 지루함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장식적 패턴을 통해 시선을 끌거나 환경 요소들을 자유롭게 

배치함으로써 적정 수준의 시각적 복잡성을 제공하여, 소비자가 각성 

반응을 통해 긍정적인 흥분을 경험하고 쇼핑 상황에 몰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집단을 패션 관여도 수준에 따라 두 

집단으로 나누어 점포환경의 시각적 복잡성에 대한 서로 다른 반응을 

확인하였다. 패션 관여도가 낮은 집단은 시각적 복잡성이 높은 점포보다 

낮은 점포에서 더 큰 즐거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관여 집단은 

패션 제품 선호 및 선택에 있어 유행보다 실용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점포 선택 시에도 제품 가격이나 품질 및 구색 다양성을 

중요하게 여긴다(류은정, 1991; 박성은, 임숙자, 1999). 따라서 주요 

품목이 클래식한 기본 아이템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넓은 소비자층을 

타겟으로 하는 점포의 경우, 장식적 패턴의 과도한 사용을 줄이고 

격자형 배치를 통해 소비자들이 효율적으로 쇼핑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점포환경의 시각적 복잡성을 낮추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패션 관여도가 높은 집단의 경우 점포환경의 시각적 복잡성이 

즐거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제품의 

유행성 및 디자인과 점포 분위기를 중시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점포 

탐색 행동을 보이므로(구양숙, 추태귀, 1996; 박성은, 임숙자, 1999), 

유행성이 높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제품의 종류가 다양한 편집 매장과 

같은 경우 점포 환경의 심미적인 디자인과 자유형 배치를 통해 관심을 

끌고 다양한 정보와 재미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패션 관여도는 소비자 

집단 세분화에 따른 마케팅 전략 수립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활용되기 

때문에, 점포의 타겟 소비자 특성에 따른 반응을 이해하고 점포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본 연구 결과가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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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는 점포환경의 시각적 복잡성이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패션 리테일 맥락에 적용하여 살펴보았으며, 선행 연구의 

방법론적 한계점을 보완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본 절에서는 연구가 

가지는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통해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패션 점포의 시각적 복잡성이 소비자의 즐거움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복잡성 수준에 따른 즐거움의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패션 관여도가 높은 소비자의 경우 복잡성이 높은 환경에서 

즐거움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방향성은 확인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시각적 복잡성이 높음, 

낮음의 두 가지 수준으로만 제시되어 복잡성이 높은 조건에서도 패션 

관여도가 높은 소비자들이 추구하는 최적의 복잡성 수준보다 낮은 

자극이 주어졌기 때문일 수 있으며, 따라서 추후 점포의 시각적 복잡성 

수준을 보다 세분화하여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각적 복잡성이 소비자의 즐거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정보 처리 특성 및 성향, 쇼핑 성향이나 상황적 특성과 같은 

다른 요인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정신생리학에서 자극에 대한 

처리는 감정과 관련되는데, 원활한 자극의 처리는 오류 없는 처리과정, 

자극에 대한 성공적인 식별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극에 대해 

평가할 때에 그들은 원활한 처리 과정으로 야기된 긍정적 감정 반응에 

기인하여 해당 자극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리게 된다(Reber, Schwarz, 

and Winkielman 2004). 관련 선행연구에서도 자극에 대한 처리 

유창성(processing fluency)과 개인의 정보처리 성향, 또는 쇼핑 목적 

등이 시각적 복잡성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으며,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수의 도입을 통해 점포의 시각적 복잡성이 

소비자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자극의 

시각적 복잡성 지각과 그에 따른 반응은 관찰자의 성별 및 연령과 같은 

개인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점을 

지닌다. 특히 개인의 신체 및 자아와 밀접하게 관련되고 상징적 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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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패션 제품의 특성상 무수히 많은 소비자 세부 집단이 존재하므로 

다양한 소비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최적 각성 수준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최근 패션 소비에 있어서도 남성 소비자들이 

여성과 같이 다양한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연구 대상을 

확대하여 남성과 여성 패션 소비자의 반응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 

또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미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문화나 

국가적 성향에 따른 소비자 반응의 차이를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며, 한국 

소비자에게 적용시키는 데에도 한계를 가진다. 현대 소비자들은 거리와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전 세계의 패션 트렌드를 실시간으로 탐색하고 

소비하며, 이에 다양한 문화적 기반을 지닌 소비자 특성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마케팅 전략에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따라서 향후 

한국을 비롯한 주요 패션 시장을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를 통해 서로 

다른 문화권의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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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연구 연장 승인서 (I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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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실험 1에서 사용한 설문지 

 

 

---------------------------------------------------------------------------------------------------- 

 
Fall 2015 experiment questionnaire 

 
 

PART 1: Demographic Information  

1. What is your gender:             Male           female         

2. What is your age: _____________ 

3. What is your ethnic background:  

 White    Hispanic/Latino    Black/ African American         

 Asian    Other 

 

PART 2 

Following are the questions of your general attitude toward fashion clothing.  
Please indicate the extent to which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statements.  
 
 Strongly 

Disagree 
Disagree Neutral Agree Strongly 

Agree 

Fashion clothing is a significant 
part of my life. 

     

I am very interested in fashion 
clothing. 

     

Fashion clothing is an important 
part of my life. 

     

I am very much involved in/with 
fashion clothing. 

     

I pay a lot of attention to fashion 
cloth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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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In this section, you will be looking at a pictures of a fashion store.  
Please take a look at the pictures and then respond to the following 
questionnaire about how would you feel as a shopper in that pictured 
place. 
 
---------------------------------------------------------- 

 

[ Stimuli presented ] 

 

---------------------------------------------------------- 

 

 

★ Following questions are about your perception toward this store. 

Please concentrate on the store environment and check on the 
number that you agree on. 
 
 Not 

complex 
at all 

----- Neutral ----- Very 
complex 

Overall, how complex does this shop 
environment appear to you? 

     
 

 Not 
ambiguous 

at all 
----- Neutral ----- Very 

ambiguous 

How ambiguous is the boundary of 
each object in this environment? 

     
 

 Not 
at all 

----- Neutral ----- Very 
many 

How many different objects do there seem 
to be? 

      
 

 Not 
at all 

----- Neutral ----- Very 
much 

To what degree do there seem to be parts 
of the scene that are invisible? 

      
 

 Very 
Organized 

----- Neutral ----- Very 
Chaotic 

To what degree is the scene either 
organized or chaotic? 

     

 
 
---------------------------------------------------------------------------------------------------- 

 

This is the end of the survey. Thank you for your particip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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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실험 2에서 사용한 설문지 

 

 

---------------------------------------------------------------------------------------------------- 
 
Thank you so much for participating in this research experiment. 
 
Your individual responses will play a very important role in this study. 
Therefore, we kindly ask you to answer every single questions 
presented. 
Your answer will be used anonymously, and will not be used for other 
purposes besides this research. Thus, be as honest as you can.  
 
Thank you! 
 
---------------------------------------------------------------------------------------------------- 

[Session 1] 

PART 1: Demographic Information  

1. What is your gender:             Male           female         

2. What is your age: _____________ 

3. What is your ethnic background:  

 White    Hispanic/Latino    Black/ African American     

Asian   Other 

---------------------------------------------------------------------------------------------------- 

PART 2: Background Information 

Following are the questions of your general attitude toward fashion clothing.  
Please indicate the extent to which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statements.  
 Strongly 

Disagree 
Disagree Neutral Agree Strongly 

Agree 

Fashion clothing is a significant 
part of my life. 

     

I am very interested in fashion 
clothing. 

     

Fashion clothing is an important 
part of my life. 

     

I am very much involved in/with 
fashion clothing. 

     

I pay a lot of attention to fashion 
cl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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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sion 2] 

In this section, you will be looking at a pictures of a fashion store.  

Please take a look at the pictures while 10 seconds and then respond 
to the following questionnaire about how would you feel or act as a 
shopper in that pictured place. 

When you are ready, please go to the next page. 

 

---------------------------------------------------------------------------------------------------- 
 
 

[ Stimuli presented ] 
 
 
---------------------------------------------------------------------------------------------------- 
 
 
Q1. Following are the questions of your attitude and intention of behavior 
toward this store. 
 
 Strongly 

Disagree 
Disagree Neutral Agree Strongly 

Agree 

I would enjoy shopping in this 
store. 

     

I like this store environment.      

I would avoid visiting this store.      

This is a place in which I would feel 
friendly and talkative to a stranger 
who happens to be next to me. 

     

This is a place where I would try to 
avoid people and avoid talking to 
them. 

     

I would like to spend time browsing 
in this store. 

     

I want to avoid looking around or 
exploring the st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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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Following are the questions of your emotional reaction toward this store. 
Please check on the box that you mostly agree on. 
 
How would you feel in this store? 

Unhappy      Happy 

Unsatisfied      Satisfied 

Melancholic      Contented 

Relaxed      Stimulated 

Sleepy      Wide-awake 

Unaroused      Aroused 

 
 
Select your answer using the following figures indicating Calm vs. Excited  
 
 
 
 
 
 
 
 
 
Select your answer using the following figures indicating  
Unpleasant vs. Pleasant  
 

Unpleasant ….. Pleasant 

 

                      

 
 
---------------------------------------------------------------------------------------------------- 
 
 
 
 

Calm  ….. Exc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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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 Following questions are about your perception toward this store. 
 
 Not 

complex 
at all 

 
----- Neutral ----- Very 

complex 

Overall, how complex does this shop 
environment appear to you? 

 
 

    
 

 Not 
ambiguous 

at all 
----- Neutral ----- Very 

ambiguous 

How ambiguous is the boundary of 
each object in this environment? 

     
 

 Not 
at all 

----- Neutral ----- Very 
many 

How many different objects do there seem 
to be? 

      
 

 Not 
at all 

----- Neutral ----- Very 
much 

To what degree do there seem to be parts 
of the scene that are invisible? 

      
 

 Very 
Organized 

----- Neutral ----- Very 
Chaotic 

To what degree is the scene either 
organized or chaotic? 

     

 
 
---------------------------------------------------------------------------------------------------- 

 

This is the end of the survey. Thank you for your particip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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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creasingly competitive markets call for innovative strategies 

for retailers to enhance the benefits and values that brick-and-

mortar store environments provide. Retailers introduce new 

technologies or decorative art works in their stores to attract 

consumers’ attention and maximize in-store experience, which 

result in the exposure of consumers to a highly complex retail 

environment. Complexity is an important variable that influences the 

first impressions, emotions, and preferences to visual stimuli (Cox 

& Cox, 2002; Tuch et al., 2009).  

However, its effects on consumers in the retail context have 

not been widely explored. A few attempts have been made to 

examine the effects of visual complexity on shoppers’ response, 

but no attempt has been made from the fashion retail context whose 

major consideration relies on visual design. Thu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visual complexity of a fashion store on 

affective responses using both self-report and psychophysiological 

measures. This study also explored the moderating effects of 

consumers’ fashion involvement, which is an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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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ation for marketers because it has an effect on consumer 

decision making process (Naderi, 2013; O’Cass, 2004). 

For this study, we developed two types of virtual fashion stores 

with different levels of visual complexity using a 3D modeling 

program. Visual complexity is defined by the designs of walls, 

floors, ceilings, or furniture, and store layout. We manipulated the 

levels of visual complexity with the presence of decorative patterns 

as a design element and the type of layout (grid vs. free form). The 

amount of products and environmental elements, as well as the size 

of the store were controlled equally to highlight the effects of visual 

design with limited space and products. 

Study 1 i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visual 

complexity on consumers’ physiological affective responses in a 

fashion store. Pleasure and arousal are the major emotions in the 

conventional S-O-R model and are each measured by the 

zygomatic electromyography (EMG) and electrodermal activities 

(EDA). Twenty-four female participants were recruited to take 

part in the experiment. Psychophysiological data were recorded 

while the respondents were watching the virtual fashion stores on a 

65” ultra-high definition (4K resolution) display. Previous studies 

on the visual complexity of store environment have addressed the 

negative effects of visual complexity on consumers’ pleasure 

experience (Orth & Wirtz, 2014). However, the results showed that 

visual complexity has no main effect on pleasure. Moreover, the 

moderating role of fashion involvement suggests that consumers 

with high fashion involvement exhibited more pleasure in a visually 

complex store than in a simple store. The present study suggests 

that visual complexity has a positive effect on consumer’s arousal, 

regardless of their fashion involvement level.  

Study 2 collected self-reported data via an online survey with 

263 female consumers. The same stimuli were used as in the Study 

1. Analysis with self-reported data showed the same results as 

psychophysiological data. Additional analysis confirmed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pleasure on relationships between 

stores’ visual complexity and approach behavior. The vis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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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xity of fashion store had a negative effect on pleasure only 

for low-fashion involvement consumers, and pleasure experience 

positively affects approach behavior. The results also confirmed the 

mediating role of arousal. Fashion store’s visual complexity 

increases arousal, and high arousal has a positive effect on 

approach behavior.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onsumers’ affective response to 

the visual complexity of a fashion retail environment. The results 

indicate that retail managers should manage the level of visual 

complexity using visual patterns of interior elements and arranging 

merchandise and furniture aesthetically to design store 

environments that effectively trigger positive emotions and enhance 

attention of target consumers. The findings from self-reports and 

psychophysiology measures enrich existing literature on visual 

complexity and provide theoretical and managerial implications.  

 

Keywords : Store Environment, Visual Complexity, Emotions,  

      Fashion Involvement, Approach Behavior,  

      Psychophysiological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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