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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매장 환경은 소비자와 소통하는 공간으로서 리테일러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매장 환경의 전략적 조성을 통해 리테일러들은 고객에게 

긍정적 경험을 제공하고 상품 판매를 증진시킬 수 있다. 온라인 유통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매장은 소비자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강점을 바탕으로 리테일러들에게 중요한 소통의 도구로 사용

된다.  

매장 분위기(store atmospherics)란 구매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주

의 깊은 공간 디자인으로 정의되며 이를 처음으로 제시한 Philip Kotler

는 분위기가 고객의 심리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분위기의 역할을 제

외하고는 매장 내 고객 경험을 이해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Donovan 

and Rossiter(1982)는 환경 심리학의 Stimulus-Organism-Response 

(S-O-R, Mehrabian & Russell, 1974) 패러다임을 점포 환경 연구에 

적용한 이론적 모델을 제안했고, 이는 환경과 소비자의 관계를 이해하고

자 하는 많은 후속 연구의 기반이 되었다.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점포 환경 연구의 실험적 접근 방식이 발전함

에 따라 가상의 점포 환경을 제작하여 연구자가 주목하고자 하는 개별 

요소의 효과를 전체적 환경 안에서 검증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는 축적된 선행 연구와 방법론적 발전에 기반하여 환경의 개별적 요소들

을 이용한 전체적 특징을 제안하고 해당 환경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고유

한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매장 환경과 소비자 특징 간 상

호작용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한 매장 환경의 특징은 시각적 따뜻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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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 온도를 이용한 매장 디자인 사례는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

으나 이들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전적 의미로 촉각을 통해 지각되는 온열 감각을 의미하는 따

뜻함이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것은 다감각(multisensory)의 경험으로서, 

디자인 및 건축 분야에서는 시각을 통해 인식되는 따뜻함을 많이 다루어 

왔다. 반면 사회 인지적 관점에서 따뜻함이란 은유를 통해 친밀감, 애정 

등의 감정을 묘사하거나 타인지향적인 인성 등을 의미한다. 디자인 분야

의 시각적 따뜻함과 사회 인지 분야의 심리적 의미의 따뜻함의 연결은 

거의 주목받지 않았다.  

한편, William and Bargh(2008)는 신체적으로 경험되는 온열 속성

의 따뜻함, 즉 물리적 따뜻함의 경험이 심리적 따뜻함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밝혔다. 추상적 개념과 구체적 경험 간 연관을 통해 과거부터 축적

된 형태 표상들이 활성화되어 나타나는 체화된 인지는 이후 다수의 연구

들을 통해 확장 및 적용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체화된 인지 이론에 

기반하여 시각을 통해 인식된 따뜻함이 소비자의 심리적 따뜻함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 분야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따뜻

하게 인식되는 것으로 규명된 환경 요소(e.g., 색, 소재 등)를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따뜻한 환경의 특징을 정의하였다. 이러한 환경이 사람들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따뜻한 감정을 경험하게 하고 따뜻한 행동을 하게 하

며 개인의 내적 상태와 상호작용하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4회에 걸친 실증 연구가 수행되었다. 디자인 

전문가를 통해 제작된 시각적으로 따뜻한(vs. 차가운) 가상의 점포 환경

이 모니터를 통해 제시되었으며, 해당 자극물을 본 피험자들은 주어진 

쇼핑 시나리오를 읽은 후 제시된 문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실험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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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다. 실험 1은 시각적으로 따뜻한 환경이 소비자들이 따뜻한 감정

(e.g., 친밀감)을 유발하는지 알아보았으며 환경에 대한 매력성, 가격 인

식, 호감도와 같은 타 평가 요소에서는 시각적으로 따뜻한 환경과 차가

운 환경 간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실험 2는 시각적으로 따뜻한 환

경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타인지향적 행동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선행 

연구에서 이타적 행동으로 제안된 기부 프로모션(vs. 가격 할인 프로모

션)을 차용하였다. 매장 내 제시된 가격 할인 프로모션과 기부 프로모션 

중 선택을 요구하는 상황을 제시한 결과, 시각적으로 따뜻한 매장이 기

부 프로모션 선택 가능성을 높임을 확인하였다.  

실험 3과 실험 4는 시각적으로 따뜻한 환경에 대한 선호 매커니즘

을 이해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점포 환경의 시각적 따뜻함 자체는 선

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소비자의 내적 상태와 상호작용함을 확인

하였다. 구체적으로, 실험 3에서는 친화 동기가 높은 소비자들이 (친화 

동기가 상대적으로 낮은 소비자들에 비해) 시각적으로 따뜻한 매장에 대

한 접근 의도를 높게 나타냄을 규명하였고, 이는 친밀감 경험으로 매개

됨을 확인하였다. 실험 4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관계 욕구를 불러일으키

는 것으로 확인된 사회적 배제 상황인 명시적 거절의 조건에서 (암묵적 

무시 조건에 비해) 시각적으로 따뜻한 매장에 대한 접근 의도가 더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으며, 이들의 선호가 친밀감 경험으로 설명됨을 재확

인하였다.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은 따뜻함의 체화된 인지 효과를 다중감각

적 영역으로 확장한 데 있다. 직접적인 신체적 경험으로 발현되는 체화

된 인지의 영역에서 확장하여 시각과 같은 타 감각을 통해서 인식된 따

뜻함이 심리적 따뜻함을 발현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

는 시각적 따뜻함이 소비자의 심리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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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디자인, 건축 분야에서 다루어진 색과 소재의 따뜻함에 대한 연구 결

과를 마케팅 및 리테일 분야에 적용한 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소비 

맥락에서 소비자의 심리와 행동에 미치는 시각적 환경의 역할을 확인함

으로써 점포 환경 연구 분야에 학문적 기여를 할 뿐 아니라 리테일 실무

자들이 환경 조성 시 고려해야할 요소에 대해 근거 있는 방향성을 제시

해줄 수 있다는 실무적 시사점을 가진다. 

 

 

주요어: 시각적 따뜻함, 매장 환경(점포 환경), 심리적 따뜻함, 체화된 인

지, 소비자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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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１장 서  론 

 

제１절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매장 환경은 소비자와 소통하는 공간으로서 리테일러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Kerfoot, Davies & Ward, 2003; Pegler, 1998). 매장 

환경의 전략적 조성은 매장의 개념을 ‘손님을 기다리는 매장’에서 

‘손님이 스스로 찾아오는 매장’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며, 찾아온 

고객에게 긍정적 경험을 제공하여 상품 판매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호정, 2000).  

최근 온라인을 통한 판매가 가속화되면서 초기 유통 전문가들은 

오프라인(brick-and-mortar)매장의 몰락을 예견하였지만(한국경제, 

2013), 오프라인 매장은 소비자의 매장 내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강점을 바탕으로 리테일러들에게 여전히 중요한 소통의 도구로 

사용된다. 리테일러들은 소비자에게 매장 내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 전략적 점포 환경 조성에 주목하고 

있으며(Rauen, 2006), 제품 자체를 통한 차별화된 경험 제공에 한계를 

인식함에 따라 과거 주변 요소들로 여겨졌던 디자인 및 환경 요소들을 

이용해 긍정적인 경험과 고객만족을 제공하는 매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한다(Levy & Weitz, 2004). 

매장 분위기(store atmospherics)란 구매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주의 깊은 공간 디자인으로 정의되며 이를 처음으로 제시한 

Kotler(1973)는 분위기의 역할을 제외하고는 고객 경험을 이해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매장 분위기는 고객의 심리와 행동적 결과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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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며(Baker, Grewal & Parasuraman, 1994), 쇼핑 경험에서 

소비자들이 지각하는 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Babin, Darden & 

Griffin, 1994). 그로부터 약 10년 후 Donovan and Rossiter(1982)는 

환경 심리학의 S-O-R (Stimulus-Organism-Response) 패러다임 

(Merhrabian & Russell, 1974)을 점포 환경 연구에 적용한 이론적 

모델을 제안했고, 이는 환경과 소비자의 관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많은 

후속 연구들의 기반이 되었다. 

점포 분위기가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방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점포 환경의 효과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Turley & Milliman, 2000).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전체적인 시각에 의거함을 가정하는 환경 심리학의 

관점과 환경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의 고유한 효과를 이해하고자 하는 

미시적 접근은 각자의 장점 및 한계점을 가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Mehrabian and Russell(1974)의 S-O-R 패러다임에 기반한 점포 

환경 연구는 환경 자극이 개인의 내적 반응에 영향을 미쳐 행동으로 

연결됨을 설명할 수 있지만, 환경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서로 다른 내적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실무자들이 어떤 환경 

요소를 조작해야 하는지 지침을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Baker, 

Levy & Grewal, 1992). 반면, 정교한 실험 방식을 이용해 기타 요소를 

통제하고 연구자가 주목하고자 하는 개별 환경 요소의 고유한 효과를 

규명한 연구(e.g., Meyers-Levey & Zhu, 2007)의 결과는 실제로 

환경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다른 환경 요소와 상호작용 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를 설명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다.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점포 환경 연구의 실험적 접근 방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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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고 있다. 과거 연구자들이 점포 환경의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쇼핑 경험을 회상하게 하거나(e.g., Sherman, Mathur & 

Smith, 1997) 녹화된 비디오 자료를 재생하는 방식이었다(e.g., 

Broekemier, Marquardt & Gentry, 2008). 20여년 전 점포 환경 연구의 

실험적 접근을 시도한 Baker et al.(1992)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최적의 연구 방식으로 CAD(computer assisted design) 

프로그램을 이용한 가상의 점포 환경 제작 방식을 제안하였으나 기술이 

상용화되지 않았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기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근래에 들어 가상 환경을 디자인하는 

기술과 소프트웨어는 상용화되어 3차원의 현실감 있는 점포 환경을 

제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등의 신기술과 

결합하여 사람들과 상호작용도 가능하게 되였다.  

연구의 방법론적인 발전은 축적된 선행 연구 결과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규명된 환경의 개별 요소 효과를 이용해 

전체적 점포 환경의 구현했을 때 소비자에게 미치는 기대효과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상의 점포 환경을 디자인하는 방법은 연구자가 

주목하고자 하는 개별 요소의 효과를 전체적 환경 안에서 조절할 수 

있게 함으로써 외적 타당성을 높였으며, 타 환경 요소 및 소비자의 개인 

특성과의 상호작용도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론의 

발전과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개별 요소를 이용한 

전체적 점포 환경의 특징을 제안하고 해당 환경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고유한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매장 환경과 소비자의 개인 

특징 간 상호작용을 규명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한 매장 환경의 특징은 시각적 따뜻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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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 온도를 이용한 매장 디자인의 사례는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카페는 목재 테이블, 난색의 조명 등을 이용해 따뜻한 

분위기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매장을 방문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한다. 반면 메탈, 유리 소재의 제품 진열 선반과 한색의 

조명 등을 이용하여 차가운 분위기를 제공하는 고가의 시계나 악세서리 

매장은 차가운 이미지를 통해 고객들의 무분별한 방문을 의도적으로 

차단하고 제품의 차별적인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 

디자인 및 건축 분야에서 사용되는 따뜻함의 개념은 단순히 촉각적 

온열 감각을 의미하는 것에 제한되지 않은 다감각(multisensory)의 

경험이다(Fenko, Schifferstein & Hekkert, 2010). 디자인 전문가들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소통에서도 환경의 묘사에 따뜻함이라는 용어가 쉽게 

사용되는데(Kasmar, 1970), 이 때의 따뜻함은 촉각의 온열 감각에 

제한되지 않고 총체적 다감각 경험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Karana, Hekkert, & Kandachar, 2009). 

은유적으로 친밀감 등의 감정을 나타내고 사회인지 관점에서는 

타인지향적, 친사회적 특징의 묘사에 사용되는 따뜻함의 개념은 체화된 

인지를 통해 온열 속성의 물리적 따뜻함과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e.g., William & Bargh, 2008). 선행 연구의 대부분은 온열 

속성의 따뜻함에 기반하여 심리적으로 경험되는 따뜻함과의 관계를 

규명해 왔지만(e.g., Bargh & Shalev, 2012), 본 연구에서는 시각적으로 

지각되는 따뜻함의 효과에 대해 탐구해보고자 한다. 확장된 의미의 

체화된 인지는 추상적 개념과 구체적 경험 간 연관을 통해 이전에 

축적된 형태 표상들이 이후에 활성화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신체적 

경험을 강조하기보다 형태 표상들이 활성화되어 나타나는 시뮬레이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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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에 주목한다(Barsalou, 2008). 따라서 촉각을 통해 온열 감각을 

지각하지 않더라도 시각을 통한 따뜻함 인식이 형태 표상을 활성화시켜 

심리적 경험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  

다중감각적 따뜻함에 대한 연구들이 색, 촉감, 향기의 따뜻함과 

같이 타 감각 양식을 통해서도 따뜻함이 인식될 수 있음을 

밝혀왔으나(e.g., Fenko et al., 2010; Madzharov, Block & Morrin, 2015; 

Wastiels, Schifferstein, Heylighen & Wouters, 2012a), 이와 같이 

인식된 따뜻함이 체화된 인지 연구에서 규명한 심리적 따뜻함으로 

연결된다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진 바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디자인 

분야의 시각적 따뜻함과 심리학의 체화된 인지 이론의 간극을 메우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디자인 분야의 선행 연구에서 따뜻하게 인식되는 

것으로 규명된 환경 요소를 이용하여 시각적 환경의 특징을 정의하고, 

해당 환경이 사람들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따뜻한 감정을 경험하게 하고 

따뜻한 행동을 하게 하며, 개인의 내적 상태와 상호작용하는지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는 마케팅, 리테일 분야 연구에서 주목 받지 못했던 

다중감각 경험으로서의 시각적 따뜻함을 환경에 적용하여, 선행 

연구에서 은유적 연결고리를 통해 나타난 따뜻함의 효과와 동일한 

체화된 인지 효과를 규명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따뜻함 

인식을 제공하는 시각적 환경 요소를 제안하고, 시각적으로 따뜻한 매장 

환경을 조성하여 소비자들의 감정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상업 환경의 정황에서 시각적 따뜻함의 

효과를 규명함으로써 마케팅 및 리테일 분야의 연구에 학문적/실무적 

의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점포 환경은 소비자의 감정과 행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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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적/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마케팅 도구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제공되는 시각적 따뜻함의 효과를 규명하는 것은 환경 심리와 

소비자행동 연구에 기여할 뿐 아니라 리테일 종사자들에게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구체적으로, 연구의 결과는 

따뜻한 분위기를 제공하는 점포 환경 조성을 위해 고려해야 할 환경 

요소에 대하여 근거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줄 뿐 아니라, 이러한 환경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효과에 대한 이해를 도움으로써 이를 고려한 

실무자들의 환경 조성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２절 연구의 목표 

 

본 연구는 점포 환경의 시각적 따뜻함이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매장 환경의 시각적 요소들을 통해 

인식되는 따뜻함이 소비자의 감정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할 

것이며, 나아가 환경이 제공하는 시각적 따뜻함과 개인의 내적 상태와의 

상호작용을 알아볼 것이다. 이를 통해 체화된 인지로서의 따뜻함의 

범위를 다중감각적 따뜻함으로 확장하고, 디자인 분야와 마케팅 분야를 

잇는 학제간 연구로서 점포 환경 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따뜻함이라는 온열 속성이 은유적 연결을 통해 다면적 의미의 

따뜻함으로 발전되고 사용되며, 이와 같은 추상적 개념이 온열 속성과 

상호작용하는 따뜻함의 체화된 효과를 알아본다. 따뜻함은 일상 

언어에서 친밀감, 연결 등의 개념을 의미하는 은유적 표현 방식으로 

사용되고 사회 인지 영역에서는 타인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특징으로 



7 

 

사용된다(e.g., Fiske, Cuddy & Glick, 2007). 선행 연구를 통해 이와 

같이 다면적 의미를 가진 따뜻함의 개념적 발전과 그 사용을 확인할 

것이다. 나아가 친밀감과 같은 추상적 개념의 따뜻함이 체화된 인지를 

통해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경험과 공유되고 상호작용함을 밝힌 실증 

연구들을 고찰함으로써 따뜻함의 효과가 나타나는 두 가지 매커니즘(i.e., 

동화 효과, 보완 효과)을 이용해 선행 연구들을 정리할 것이다. 

둘째, 다중감각적 따뜻함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확인하고 시각적 

따뜻함을 제공하기 위한 환경 요소들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먼저 

다중감각적 따뜻함과 시각적 따뜻함의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환경 

요소들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환경의 시각적으로 따뜻함을 제시할 

이론적 근거를 확인한다. 디자인 분야의 연구들은 시각적 따뜻함을 

제공하는 주된 요소가 색임을 밝혀왔다. 그러나 최근 소재의 특성에 

의해서도 따뜻함 인식이 달라질 수 있음이 검증되었고 시각적 감각의 

지배성에 따라 소재에 대한 따뜻함 인식이 소재의 온열 속성과 별개로 

시각적 처리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목재-

따뜻함, 강철-차가움, e,g, Wastiels et al. 2012a). 이와 같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환경의 시각적으로 따뜻함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시각적으로 따뜻한 환경이 소비자의 감정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함으로써 체화된 인지의 구체적 경험과 추상적 개념 간 

연결고리를 시각적 따뜻함의 영역까지 확장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따뜻함을 다룬 체화된 인지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환경의 시각적 

따뜻함이 소비자의 감정과 행동에 미치는 동화 효과를 먼저 규명한 후, 

시각적으로 따뜻한 매장에 대한 선호를 설명하는 조절변수와 선호의 

매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한 매개변수를 제안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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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시각적 따뜻함이 소비자의 내적 상태와 상호작용하여 일어나는 

보완 효과는 시각적으로 따뜻한 매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 양상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증 연구를 통해 도출된 본 연구의 

결과는 리테일러가 지향하는 소매점의 목표와 타깃 소비자의 특징에 

따른 점포의 시각적 온도를 제안하여 실무자들의 환경 전략 수립 시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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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장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매장 환경이 소비자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후, 

시각적으로 따뜻한 환경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에 앞서 

따뜻함의 정의와 사용을 확인하고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따뜻함의 은유적 사용과 체화된 인지 이론에 대한 이해를 

통해 선행 연구에서 다루어진 심리적 따뜻함의 효과에 대해 파악할 

것이다. 나아가 다중감각적으로 따뜻함의 의미와 사용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시각적으로 따뜻함을 이해하고 시각적으로 따뜻한 환경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제１절 점포 환경과 소비자행동 

  

본 절에서는 점포 환경이 소비자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먼저 환경 자극이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매커니즘을 파악하고 

매장 환경 연구의 흐름을 소개하며 선행 연구들을 정리할 것이다.  

 

 

１. 환경의 영향 

 

점포 내 소비자들의 행동은 미묘한 환경 요소들에 의해 강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들은 매장에 들어오면 통로를 지나고 사람들을 

스쳐가며 구매할 제품을 선택한다. 전통적 인지 심리학에 기반한 

소비자행동 연구들은 사람들이 구매, 선택 또는 결정하기 전에 정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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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적인 정보처리 과정을 경험하며(Chaiken, 1980; Petty, Cacioppo, & 

Schumann, 1983), 이러한 경험이 제품에 대한 특정 태도를 이끌어내어 

결과적으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해 왔다(Bargh, 2002).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매장 내에서 사람들이 어떤 제품을 선택할 때 

일어나는 행동들이 반드시 복잡한 인지적 정보처리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을 주장한다(Dijksterhuis, Smith, Van Baaren & 

Wigboldus, 2005). 예를 들어 해당 제품에 대한 사전 지식 등의 

익숙함으로 자동적 정보처리가 활성화되고 태도를 형성하여 쇼핑 시에 

무심결에 구매에 이르게 할 수 있다(Fazio et al., 1986).  

한편, Dijksterhuis et al.(2005)은 어떠한 선택들은 사전 지식으로 

인한 정보처리 여부와도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말한다. 이 

경우 제품에 대한 태도와 행동 결과(e.g., 구매의도)는 낮은 관련성을 

가지며, 이 때의 행동은 환경의 작고 미묘한 단서들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단서들은 때때로 제품의 속성과 관련이 

없기도 하다. 프렌치 음악이 재생되는 매장에서 프렌치 와인의 판매가 

증가하며, 독일 음악은 고객들로 하여금 독일 와인을 더 구매하도록 

자극한다는 연구 결과가 그 예가 될 수 있다(North, Hargreaves, & 

McKendrick, 1997).  

이와 같은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순전히 의식적이고 내면적인 

(intrapersonal) 정보처리 관점에서 벗어나 환경이라는 외부 단서가 

행사하는 영향에 대해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Bargh, 2002). 지난 

20여년 간, 사회 인지 연구자들은 환경 단서들이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려고 노력하여 왔다(see., e.g., Bargh & Chartrand, 1999; 

Dijksterhuis, Chartrand, & Aarts, 2007; Ferguson & Bargh,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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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gner & Bargh, 1998). 이들이 제시하는 대표적 이론은 “지각-행동 

연결고리(Perception-behavior link)”로서 사회적 환경이나 자극에 

대한 지각만으로도 사람들이 이에 상응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Dijksterhuis & Bargh, 2001; Wheeler & Petty, 2001). 

사람들의 뇌에서 인식을 담당하는 운동전영역(premotor area)이 행동을 

담당하는 부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즉, 뇌 속 

지각과 행동 간 연결고리의 결과로서 인식이 행동에 직접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Dijksterhuis & Bargh, 2001). 

이는 사람들이 “보는 대로 행동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다. 

 

 

２. 점포 환경과 소비자행동 

 

(1) 점포 환경 연구의 흐름 

 

리테일, 마케팅 분야에서 점포 환경의 효과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Kotler(1973)의 분위기 연구에서 기원한다. Kotler는 점포 환경이 

창출하는 분위기(atmospherics)가 쇼핑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하였다. 이후 Donovan and Rossiter(1982)는 환경 

심리(environmental psychology) 분야의 Mehrabian and 

Russell(1974)에 의해 제안된 Stimulus-Organism-Response(S-O-

R) 패러다임을 점포 환경 맥락에 적용하였다. 그들은 이 모델을 이용해 

점포가 유발하는 쾌(pleasure)의 감정이 구매 의향으로 연결되며, 

점포가 유발하는 각성(arousal)은 점포 체류 시간과 판매원과의 

상호작용 의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 이후 많은 연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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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델에 기반하여 점포 환경과 소비자 행동을 감정 매개의 

매커니즘으로 설명하게 되었다(e.g., Dawson, Bloch & Ridgway, 1990; 

Kellaris & Kent, 1993, Sherman et al., 1997). Donovan & 

Rossiter(1982)의 연구는 점포 환경과 감정적 상태, 행동 의도의 

관계에 타당성을 확립함으로써 점포 환경 효과에 관한 문헌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점포 환경의 효과를 전체적 수준에서 조명하였기 

때문에 특정 감정을 유발하기 위해 어떤 환경 요소를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Baker et al., 1992).  

이에 Baker(1986)는 환경 요소들의 분류 체계를 제안하였다. 

Baker의 분류 체계는 점포 환경이 주변적(ambient), 사회적(social), 

디자인적(design)인 세 개의 주요한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변 요인은 온도, 향기, 소음, 음악, 조명과 같이 환경의 배경 

조건들을 의미하며 이 요인이 미치는 효과가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설 

때에 고객들이 이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e.g., 조명이 너무 밝은 경우). 

사회적 요인은 사람과 관련된 환경 구성 요소를 의미하며 점원이나 

고객들을 포함한다. 고객의 수, 그들의 행동, 특징 등은 점포 환경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 요인은 

기능적이고 미적인 환경 요소를 의미하며, 환경의 색, 바닥, 천장, 

레이아웃 등 인테리어 요소들과 건축 양식 및 환경 내 위치한 테이블, 

전광판 등의 가구 집기를 포함한다.  

Baker의 분류에 기반하여 점포 환경의 개별적 요소에 대한 연구가 

방대하게 이루어졌다. 주변 요인으로서 점포의 음악은 판매나 지출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North, Hargreaves & McKendrick, 1999; 

North, Shilcock & Hargreaves, 2003) 판매원과의 친화를 촉진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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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다(Dubé, Chebat & Morrin, 1995). 조명은 체류 시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Barli, Aktan, Bilgili & Dane, 2012), 밝을수록 매장 내 

소비자들로 하여금 더 많은 상품을 검토하게 한다(Summers & Hebert, 

2001). 향기는 소비자들의 기억(Morrin, Krishna & Lwin, 2010; 

Morrin & Ratneshwar 2000, 2003), 제품 평가(Biswas, Labrecque, 

Lehmann & Markos, 2014; Bosmans, 2006; Spangenberg, Grohmann 

& Sprott, 2005; Spangenberg, Sprott, Grohmann & Tracy, 2006), 

다양성 추구 행동(Mitchell, Kahn & Knasko, 1995)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디자인 요인의 예로 환경 내 물리적 요소들의 배치 방식을 

의미하는 레이아웃은(e.g., Turley & Milliman, 2000; Wineman & 

Peponis, 2010) 넓을수록 고객의 즐거움이 증대되고(Finlay, Marmurek, 

Kanetkar, & Londerville, 2010) 소비자의 쇼핑 동기와 상호작용하여 

과업 지향적인 소비자들에게 선호된다(van Rompay, Tanja-Dijkstra, 

Verhoeven & F.vans Es, 2012). 사회적 요인에 대한 연구는 높은 

사회적 밀도가 통제감 인식을 감소시켜 감정과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Hui & Bateson, 1991) 경쟁 인식을 통해 긍정적 감정과 쾌락적 

쇼핑 가치 제공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Byun & Mann, 2011). 

환경의 분위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색의 경우 푸른 색의 

점포 환경이 붉은 색의 환경보다 구매를 촉진하고 매장 체류를 

증가시키며(Bellizi & Hite, 1992) 오렌지 색의 인테리어보다 푸른 색의 

인테리어가 더 호의적으로 평가되고(Babin, Hardesty & Suter, 2003) 

보라색 인테리어가 노란색 인테리어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됨을 밝힌 

연구(Yildrim, Akalin-Baskaya & Hidayetoglu, 2007) 등이 존재한다.  

마케팅과 심리학에서 색의 효과에 대해 방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데에 



14 

 

반해 점포 환경이 제공하는 색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탐색적인 경향이 있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색의 효과를 

점포 환경에 적용한 경우 그 효과가 디자인 요소인 가구, 집기나 벽면, 

바닥을 통해 제공될 수도 있고 주변 요인인 조명을 통해서도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 요인으로 인한 효과인지 설명할 수 없으며 환경 

요인의 다른 특성과도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일관된 결과의 도출이 

어렵다. 

탐색적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케팅 분야에서는 세부적인 

환경 요인의 효과와 기제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정교한 조작과 통제 방법을 사용한 실험 방식은 개별적 환경 요인의 

고유한 효과를 설명할 수 있게 하였다. 예를 들어 Meyers-Levey and 

Zhu(2007)는 천장의 높이를 조작하여 소비자들이 정보 처리하는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통제된 실험 공간에서 천장의 높이만 

조작한 실증 연구 결과, 높은 천장은 자유의 개념을 점화시키고 상대적 

정보처리를 활성화시키고 낮은 천장은 얽매임을 점화시켜 개별 항목에 

대한 정보처리(item-specific processing)를 유발함을 확인하였다. 

특정 향기의 고유 효과를 규명한 연구도 존재한다. Madzharov et 

al.(2015)는 따뜻한 향(e.g., 바닐라향)이 사람들의 사회적 밀도 인식에 

편향을 가져와 통제감을 감소시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보완 행동(e.g., 

프리미엄 제품 선호 등)으로 연결됨을 실험을 통해 증명하였다.  

그러나 환경 심리학에 기초한 점포 환경 연구는 여전히 전체적인 

시각을 강조한다. 환경 심리학에서는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전체적인 시각에 의거함을 가정하며(Mehrabian & Russell, 1974) 

사람들이 개개의 환경 요소들을 인지하고 처리할지라도 그들의 행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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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을 결정짓는 환경 자극은 전체적 형태로 작용하기 때문이다(e.g., 

Holahan, 1982, Mattila & Wirtz, 2001에서 재인용). 점포 환경에 대한 

측정 방식을 제안한 Ward, Bitner and Barnes(1992)는 소비자들이 

점포를 인식하는 방식이 게쉬탈트적으로 이루어짐을 강조하며 점포 

환경에 대한 인식을 크게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으로 구분하여 측정한 

바 있다. 전체적 관점으로 Mohan, Sivakumaran and Sharma(2013)는 

‘점포 환경 인식’이라는 잠재변수를 제안하며 배경 음악, 조명, 

레이아웃, 판매원과 같은 개별 환경 요소를 측정변수로 사용하여 

소비자들의 감정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점포 환경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개별 요소의 

효과부터 전체적 영향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림 ２-1]과 

같이 두 가지 흐름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Tai & Fung, 1997). 

연구자가 주목하고자 하는 개별적 환경 자극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각각의 환경 자극이 소비자의 감정과 인지 처리에 영향을 미쳐 특정 

행동을 유발하는 미시적인 매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으나 실제 환경에서 

타 환경 요소와의 상호작용을 예상할 수 없으므로 정황에 의존적인 

경향을 가진다(van Rompay et al., 2012). 한편 개별적 환경 요인 

연구의 축적은 전체 환경 연구의 발전을 가져왔다. 선행 연구들을 통해 

규명된 개별 요인의 효과에 기반하여 전체 환경의 특징을 제안하고 그 

효과를 예상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통합적 접근 방식은 점포 

환경 연구의 내적 타당성을 높일 뿐 아니라 외적 타당성도 높여 연구의 

결과를 실제 전략에 보다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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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pplication of an environmental psychology model to in-store buying 

behaviour” by Tai, & Fung, 1997, p. 314. Copyright 1997 by Chapman & Hall 

 

 

(2) 패션 리테일과 점포 환경 

 

패션 점포 환경은 패션 제품의 특성으로 인해 점포 환경 연구 

분야의 주목을 받아왔다(e.g., Babin et al. 2003; van Rompay et al. 

2012). 패션 제품은 자기 이미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Sproles, 

1979), 사회적(socially-oriented) 제품이기 때문에 패션 제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청소기와 같은 실용재를 구입할 때보다 

점포의 분위기를 더 고려하게 된다(Schlosser, 1998).  

한편 패션 리테일 분야의 점포 환경 연구는 상품 기획의 시각적 

연출을 의미하는 비주얼 머천다이징(Visual Merchandising, 이하 

VM)에 집중하여 왔다. 패션 상품의 가치는 주로 시각을 통해 전달되기 

[그림 ２-1] 점포 환경 연구의 두 가지 접근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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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제품 자체를 이용한 시각적 소통과 연출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효과적이다(Pegler, 2011). VM은 단순히 상품을 전시하던 

활동에서 상품을 비롯한 모든 시각적 요소들을 연출 및 관리하는 

활동으로 진화하였다(심낙훈, 2005). 전략적 VM은 매장의 디자인, 

분위기, 매장 및 브랜드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타사와의 

차별화를 가능케 한다(Bell & Ternus 2002). VM을 통해 실무자들은 

상품이나 브랜드를 고객과 시각적으로 소통하고자 하며 고객의 심리적, 

행동적인 결과물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궁극적으로 구매에 이르게 

한다(Kerfoot et al., 2003).  

패션 실무자들은 VM을 IP(item presentation, 판매를 위한 제품의 

진열), PP(point of sales presentation, 판매 제품의 코디 제공), 

VP(visual presentation, 테마 제시)으로 구분하여 매장 관리자에게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오래 전부터 전략적 VM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리테일 분야의 VM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들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박현희(2014)는 VM 

연구를 크게 1)국내외 패션 매장의 VM 현황을 조사, 분석한 연구(Cho 

& Lee, 2012; Kim, 2011; Kim & Hong, 2012; Park & Jeon, 2007) 

2)VM 구성요소의 효과에 관한 연구(Davies & Ward, 2002; Kerfoot et 

al., 2003; Lee, 2012; Park,  Stoel & Lennon, 2008), 3)VM이 

소비자의 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Borghini et al., 

2009; Brakus et al., 2009; Jung, 2006; Ko & Suh, 2010; Park & Lee, 

2008)로 구분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루어진 VM 연구들은 주로 

탐색적인 결과를 확인한 데에 그치며 연구 결과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여 VM연구의 이론적 체계를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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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포 환경 연구 방법의 발전 

 

실무자들은 점포 환경 구성에 대한 의사 결정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왔다. 그 중 가장 고전적이자 대표적인 방식은 실제 

원형(prototype)을 이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The Limited는 전체 

체인에 걸쳐 새로운 디자인을 채택할지 결정하기 전에 원형이 개발되고 

고객의 수용을 테스트해본다. General Nutrition Center는 점포의 각 

섹션 별로 새로 개발한 디자인의 원형을 테스트해보기도 한다(Chain 

Store Age Executive, 1988; Baker et al., 1992에서 재인용). 이러한 

방법은 실무자들의 최종 관심사인 매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학술 

연구 분야에서는 사용되기 어렵다. 

Baker et al.(1992)는 점포 환경 연구 방법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먼저, 피험자들로 하여금 과거의 매장 방문 경험을 

회상하게 하는 방법이다. Sherman et al.(1997)은 쇼핑 직후의 

소비자들을 인터뷰하여 점포 환경에 대한 인식과 쇼핑 경험, 기분 등에 

대한 응답을 받았다. 그들은 소비자들의 기분과 점포 환경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 구매한 제품의 수, 점포 내 체류 시간 간 긍정적인 

관계를 확인하였지만 도출된 결과의 해석 시 원인과 결과를 구분할 수 

없는 한계를 가졌다. 다수의 심리학 연구들이 사람들의 행동을 감정적 

상태로 설명하고자 하지만(e.g., Schacher & Singer 1962), 회상 방법을 

통해서는 사람들이 보고한 감정이 쇼핑 행동 결정의 원인인지 결과인지 

규명할 수 없었다(Yalch & Spangenberg, 2000).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된 방식은 피험자들을 모집하여 매장 

환경에 대한 묘사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응답을 수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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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이다(Gardner & Siomkos, 1985). 이 방법은 실험 연구에서 특정 

디자인이나 분위기 요소가 브랜드 평가 등에 미치는 영향(e.g., Akhter, 

Andrews & Durvasula, 1991)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지만, 언어적 

묘사는 가치판단적기 때문에 외적 타당성이 떨어지는 한계를 가졌다.  

외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자들은 실제 매장을 촬영한 

비디오나 사진을 자극물을 실험 및 서베이 연구에 이용하기 

시작했다(e.g., Broekemier et al., 2008). 실제 매장의 시각 자극물을 

사용하는 방법은 필드 스터디와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여 외적 타당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응답된 감정 및 행동 반응 결과가 어떤 환경 요소로 

인한 결과인지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기에 실무자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어렵다(Baker et al., 1992). 반대로, 정교한 실험 세팅에서 

개별 환경 요소의 효과에 주목하여 이루어진 연구들이 존재하지만(e.g., 

Meyers-Levy & Zhu, 2007), 이러한 개별 효과에 대한 연구들은 

이론적 체계를 제공할 수 없으며 전체 환경으로 구성된 경우 각각의 

개별 단서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치는 지 예측하기 

어렵다(van Rompay et al., 2012).  

Baker et al.(1992)는 비용 대비 가장 효과적인 실험 방법으로 

가상의 점포 환경 제작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그들이 제안한 CAD(computer assisted design)기술은 자극물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제작할 수 있어 실험 연구를 위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당시에는 소프트웨어 기술이 새롭고 익숙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있음이 언급되었다(Visual Merchandising and Store 

Design, 1990; Baker et al., 1992에서 재인용). 그러나, 현 시점에서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가상의 점포 환경 제작 기술은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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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화 되었을 뿐 아니라 디자인분야 전문가와의 융합 연구를 통해 

고해상도의 3차원 환경 제작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각 자극물을 

점포 환경 연구에 사용함으로써 연구자는 주목하고자 하는 환경 요소를 

제어한 전체적 환경을 구현할 수 있으며, 실재와 유사한 고품질(high-

fidelity)의 자극물로부터 얻은 응답은 실험 결과의 외적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최근 리테일 연구에서는 점포 환경 연구를 위해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가상의 환경 제작 방식이 증가하고 있으며(e.g., 

Baek et al., 2015, Jung, Baek & Choo, in progress), 나아가 피험자들이 

조이스틱(joystick)을 사용하여 직접 환경을 둘러보는 경험을 가능케 

함으로써 환경과의 상호작용까지 검증할 수 있게 되었다(Hwang, Yoon 

& Bendle, 2012).  

 

출처: “Desired privacy and the impact of crowding on customer emotions and 

approach-avoidance responses” by Hwang et al. 2012,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mporary Hospitality Management, 24(2), p. 234. Copyright 2012 by Emerald 
Group Publishing Limited  

[그림 ２-2] 가상의 점포 환경 자극물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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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절 심리적 따뜻함 

 

따뜻함의 본원적 의미는 차가움의 반대로 촉각으로 인식되는 온열 

속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따뜻함이라는 경험은 열 속성의 감각 인식의 

범위를 벗어나 감정적인 상태와 상호 교환적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Coke, Batson, & McDavis, 1978; Davitz, 2013). 따뜻함의 사전적인 

의미는 다면적으로 확장되어 사회인지 분야에서 타인지향적이고 

친사회적인 특징을 묘사할 수 있으며 체화된 인지를 통해 온열 속성의 

물리적 따뜻함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따뜻함의 의미와 

발전을 이해하고, 다양한 의미로의 확장과 사용, 그리고 따뜻함의 

개념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따뜻함이란 무엇인가?  

 

(1) 따뜻함의 정의와 의미 형성 

 

사전적 정의의 따뜻함은 적당한 수준의 뜨거움이나 기분 좋을 

정도의 열을 띤 대기의 상태를 의미한다(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Online, 2004). 또한 신체적인 편안함과 웰빙의 필수적인 

부분이고, 태양이나 불로부터 방열되는 온화한 열기로서 만져지는 

대상에 대한 온열 감각 속성이며 촉지각(tactual perception)이다.  

태생 전부터 모체의 자궁이라는 따뜻한 환경에서 보호받으며 탄생한 

인간은 전 생애 동안 따뜻함과 접촉, 연결 개념 간 관계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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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아기들은 그들의 엄마가 애정을 담아 안아주고 있음을 

경험하고, 그렇게 안겨있음으로 인해 따뜻한 감각 경험을 경험한다. 

출생 이후로 품에 안기거나 요람에 흔들려 잠드는 것과 같은 유아와 

부모간의 상호작용은 돌보아주는 사람과의 물리적 근접성에서 비롯된 

온도의 상승과 연결된다. 이러한 생애 초기 경험들로부터, 따뜻함은 한 

개인이 사회적으로 연결되고 돌봄을 받는다는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Panksepp, 1998).  

생애 초기부터 중요하게 작용하는 따뜻함의 역할은 인간뿐 아니라 

강아지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발견된다. 모성의 보살핌, 수유 

등이 박탈된 이후에도 따뜻한 환경에 놓인 강아지는 이상 없이 자라나고 

차가운 환경에 놓인 강아지들보다 더 오래 살아남았다(Stone, Bonnet, 

& Hofer, 1976). 뿐만 아니라, 어미로부터 떨어진 후에 따뜻한 우리에 

놓인 강아지는 상대적으로 차갑거나 뜨거운 우리에 놓인 강아지들보다 

괴로운 모습을 덜 보이는 경향을 발견했다(Blumberg, Efimova, & 

Alberts, 1992). 애착 이론가인 Bowlby(1969)는 진화의 기간을 거쳐 

형성된 사회적 따뜻함과 물리적 따뜻함의 결합된 욕구가 인간을 포함한 

많은 종들의 생애 초기 단계에 선천적인 동기로 자리잡았음을 

언급하였다. 

 

(2) 은유적 따뜻함의 사용 

 

사람들은 온열 감각 경험을 의미하는 따뜻함과 차가움을 문자 

그대로 사용할 수도, 비유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은유적인 의미의 

따뜻함은 추상적인 개념이 구체적인 감각으로 표현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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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salou, 1999; Lakoff & Johnson, 1980) 일상언어 속에서 

발전해왔다.  

Lakoff and Johnson(1999)이 “Affection is warmth”라 언급한 

것과 같이, 따뜻함이라는 개념은 애정이나 부드러움, 안정감, 아늑함 

등과 같이 감정적인 상태로 인식될 수도 있다(Coke et al., 1978; Davitz, 

2013). Aaker, Stayman and Hagerty(1986)는 광고 속 따뜻함의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따뜻함이라는 구성체를 긍정적이고 부드럽지만 

변화하기 쉬우며(volatile) 생리적인 각성을 포함하는 감정으로서,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 친구와 같이 가까운 사람들과의 직접적 또는 

대리적 경험으로 촉발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했다. 일상 언어에서는 

사회적 거리감을 따뜻함의 결여와 결합시켜 “냉대(the cold 

shoulder)”, “냉정한 사람(a cold fish)”으로 표현되거나, 사회적 

근접성의 개념으로 “따뜻한 포옹(a warm embrace)”,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giving a warm welcome)”등으로 표현되기도 하며, 

대인관계에 있어 첫인상이 따뜻함(vs. 차가움) 등으로 묘사되기도 

한다(Asch, 1946).  

은유의 기법은 추상적 개념과 감정을 표현하는 데에 사용되는 

소통의 전술 중 하나이다(Lakoff & Johnson, 1980). 이는 동일한 

감정적 반응을 이끌어내는 사건과 사물들이 기억 속에 서로 연관되어 

있음에 기반한다(Barsalou, Simmons, Barbey & Wilson, 2003). 개념적 

은유 이론에 따르면, 은유로 연결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개념에 대하여, 

한 개념은 또 다른 하나의 개념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 은유에서 

사용되는 두 개의 개념 중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표적(target), 이해를 

위해 사용되는 개념은 원천(source)이라 불린다. 표적은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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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적이고 복잡하며 묘사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고, 원천은 상대적으로 

더 구체적이고 지각 가능한 체화된 경험이며, 이러한 경험은 삶의 이른 

시기부터 발전되기 때문에 표적 개념에 비해 이해가 쉽다(Mandler, 

2004). 따뜻함의 은유를 예로 들면, 심리적 따뜻함은 표적이고 이를 

이해하기 위해 사용되는 원천 개념은 신체적 따뜻함이다. 

은유적 전달 전략에 따르면, 원천과 연관된 생각이나 경험은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다른 더 넓은 범위의 사회적 개념인 추상적 속성을 

지각하고 기억하게 하여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Landou, Robinson & Meier, 2014). 예를 들어 따뜻한 온도에 

대해 떠올릴 경우, 이 생각이 친밀감이라는 추상적 속성으로 연결되고 

나아가 친사회적 행동 경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같은 은유적 전달 

전략은 방대한 실험 패러다임을 발전시켜왔다. 사회심리학자들은 

인지심리학에서 차용해온 반응시간이나 인지 과제 등을 이용해 다수의 

은유적 개념이 실제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해왔다. 예를 들어 

Meier, Robinson and Clore(2004)는 밝음과 긍정적 감정의 은유적 

연결(vs. 어두움-부정적 감정)이 실재함을 검증하였고, Meier and 

Robinson(2004)은 수직성과 정서가(valence)와의 은유를 통해 실제로 

긍정적인 것은 위, 부정적인 것은 아래로 인식됨을 검증했다. 

은유를 통한 점화 기법은 각광받고 있다(Landou et al., 2014). 

전통적 사회 인지 연구에서 점화 기법은 ‘적대적인 생각을 점화시키는 

것은 적대적인 행동을 불러일으킨다’와 같이 표적의 현상이 가지는 

노골적인 지식 구조의 활성화 방식을 이용해 왔다. 그러나 은유를 통한 

점화 기법은 직접적으로 특정 인식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인식과 관련된 개념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더 추상적인 사회적 개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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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처리에 체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힐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실험 연구에서 주목받고 있다(Bargh, 2006; Williams, Huang & Bargh, 

2009, p. 11).  

 

(3) 사회적 인지 관점에서의 따뜻함 

 

Solomon Asch(1946)은 타인에 대한 인상 형성 패러다임 연구에서 

‘따뜻함’과 ‘차가움’이 인상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중심 

특성이라고 제안하였다. 이후 Rosenberg, Nelson and Vivekananthan 

(1968)는 사회적으로 좋음-나쁨(good-bad)과 지적으로 좋음-나쁨을 

의미하는 두 개의 차원을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그림 ２-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따뜻함은 사회적으로 좋은 특징을 나타내는 형용사에 

포함되며 차가움은 사회적으로 나쁜 특징을 나타내는 형용사에 포함되고 

지적으로 좋음과 나쁨을 의미하는 축은 이와 독립적으로 위치한다. 이후 

Fiske, Cuddy, Glick, and Xu(2002)는 사람들이 사회집단에 갖는 

고정관념화된 인식을 나타내는 고정관념 내용 모델(Stereotype Content 

Model)을 제안하며 고정관념의 내용을 유능함(competence)과 

따뜻함의 이차원으로 일반화하였다(Fiske et al., 2007). 따뜻함과 

유능함이라는 두 개의 축은 개인 수준과 집단 수준의 사회적 인지에 

통용되는 보편적 축으로 가장 설득력 있고 강력한 기초로 

자리잡았다(Fiske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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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the structure of personality impressions” by 

Rosenberg et al. 1968,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4), p.290. 
Copyright 1968 by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사회적 인지 분야의 이론과 연구들에 따르면, 따뜻함 차원은 친근함, 

유익함, 성실함, 신뢰, 도덕성 등을 나타낸다(Fiske et al., 2007). 

따뜻함의 차원을 통해 대인관계적 평가에서 좋고 나쁨을 예측할 수 

있으며(Wojciszke, Bazinska & Jaworski, 1998) 사람들은 타인의 

동기가 선인지 악인지에 따라 따뜻함을 추론한다(Reeder, Kumar, 

Hesson-McInnis & Trafimow, 2002).  

따뜻함의 특성은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며, 이 차원의 정서가가 

긍정적인 경우 ‘타인에게 이익이 되는(other-profitable)’ 특성으로 

여겨진다(Fiske et al., 2007; Peeters, 2001). Abele and 

[그림 ２-3] 사회적 바람직성과 지적 바람직성에 따른 60개의 

성격 특징의 이차원적 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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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jciszke(2007)는 따뜻함과 차가움이 인상 형성의 주된 특징이라는 

Asch(1946)의 고전적 발견에 의거하여 주도성(agency)이 개인의 

이익과 관련된 차원이고 친화성(communion)이 타인의 이익과 관련된 

차원이라는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그들은 어떤 집단을 따뜻하거나 

차갑다고 판단하는 것은 그 집단이 판단자가 속한 집단에 대한 자선, 

박애(benevolence) 의도를 가졌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이는 

선행 연구와 일관되게 따뜻함의 차원이 타인, 타 집단에 이익이 되는 

의도나 동기를 가졌는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뜻함이 의미하는 이타적 동기와 행동을 따뜻한 빛(warm 

glow)으로 표현하는 것은 다수의 문헌에서 사용되어 왔으며(e.g., 

Arrow, 1975; Andreoni, 1990에서 재인용, p. 464), 따뜻한 빛이라는 

감정은 사람들이 자선적인 동기로 돕는 행동을 할 때 경험된다 

(Andreoni, 1989; Strahilevitz, 1999). 마케팅 분야에서는 따뜻한 빛의 

감정은 기분 좋은 경험으로서 구매의도로 연결됨을 확인하였고(Arora & 

Henderson, 2007; Viscusi, Humber & Bell, 2011; Winterich, Mittal & 

Aquino, 2013) 가격 할인과 기부의 관계를 따뜻함 차원에 적용하여 

기부 프로모션을 따뜻한 빛(warm glow)에, 가격 할인 프로모션을 

차가운 현금(cold cash)에 빗대어 묘사하기도 한다 (Winterich & 

Barone, 2011).  

인상 평가에서 시작되어 마케팅 활동까지 적용되는 따뜻함의 차원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가정한다. 종합하여, 사회인지 관점에서 

따뜻함은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특징(e.g., 유익함, 

친근함, 도덕성 등)부터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동(e.g., 친사회적 

행동 등)까지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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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화된 인지와 따뜻함 

 

은유적 전달 전략이 추상적 의미의 따뜻함에 대한 이해를 도왔지만, 

체화된 인지 연구에서 나타나는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 없다(e.g., 

IJzerman & Koole, 2011; IJzerman & Semin, 2010). 은유적 전달 

전략은 일차원적(Bargh, 2006; Lakoff & Johnson, 1980)이기 때문에 

따뜻함의 온도 경험이 더 추상적인 따뜻함의 개념을 점화시킬 수는 

있지만(Williams & Bargh, 2008) 대인관계적 상호작용을 점화시키는 

것이 온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Bargh, 

2006; Lakoff & Johnson, 1980). 많은 실증 연구를 통해 밝혀진 물리적 

따뜻함과 심리적 따뜻함 간 양방향적 관계는 체화된 인지 이론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  

 

(1) 체화된 인지 이론 

 

체화된 인지(grounded cognition)는 인지 처리가 신체와 물리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기반함을 주장하며, 전통적 인지 이론과 다른 

견해를 제시한다(Gibbs 2006; Wilson, 2002). 전통적 인지 이론은 

인간의 인지 처리를 감각 양식과는 구분된 정교하고 중심화된 추상적 

과정으로 여긴다. 이들에 관점에 따르면 어떠한 경험의 지각과 행동 

표상들은 무형의 기호로 변환되어 해당 경험과 관련된 지식은 의미 기억 

내에 저장되고, 이 저장된 지식이 존재하는 경우에 비로소 지각이 

사고로 바뀌는 인지 과정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Barsalou, 2008, p. 

618). 반면 체화된 인지 이론은 인지 과정이 무형의 지식 체계가 

아니라 형태가 있는 표상들(modal representation)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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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난다고 주장한다. 체화된 인지는 어떠한 경험(e.g., 따뜻한 컵을 

만짐)에 따른 지각이나 행동, 내적 상태의 변화를 뇌의 양식 체계가 

포착하고 통합하여 다중형태표상(multimodal representation)으로 

감각운동 영역에 저장한 후, 어떠한 범주(e.g., 따뜻함)를 나타내기 위한 

지식이 필요할 때, 과거에 포착되었던 다중형태표상들을 재활성화하여 

해당 경험 동안 뇌가 어떻게 지각하고 행동하며 어떠한 내적 상태를 

나타내었는지 흉내냄으로써(simulate) 일어난다는 것이다.  

체화된 인지는 추상적 개념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은유와 

같이 상징적 기능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각, 청각과 같은 감각 

양식을 통해 지각(perceptual)하고, 자기 몸의 자세나 운동 상태를 아는 

것과 같이 자가수용적(proprioceptive)이며, 심리 상태나 감정과 같은 

내적(introspective) 상태를 가지는 시뮬레이터의 역할이 있음을 

주장한다. 지각 체계와 표상 체계가 공통의 신경 기질에 기반한 결과로 

인해 추상적 개념과 물리적 경험 간 연관이 나타나는 것은 이 

시뮬레이션 이론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Barsalou, 1999; 2008). 

구체적인 예로, 사람들이 불안, 초조를 경험할 때 입이 마르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며 땀이 나는 등 다양한 감각이 동시에 작용하는데, 

이러한 감각이나 행동, 내적 상태 등이 다중형태표상으로 저장되고 나면, 

향후 불안, 초조와 연관된 인식 과정들이 일어날 때에 시뮬레이터가 

작용하여 동일한 감각적 경험을 이끌어낸다는 것이다(Barsalou et al. 

2003). 

추상적 개념과 물리적 경험 간 연관은 비계 모델(Scaffolding 

model, William et al., 2009)로 설명된다. 비계 모델은 높은 수준의 

인지가 물리적 세계(e.g., 크기, 온도 등)의 기본적인 개념들에 기반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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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어린 시절부터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를 위해 물리적인 

경험을 사용한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계처럼 얽혀 함께 발전함에 

따라 추상적인 개념들이 물리적 경험에 고정되어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은 물리적-정신적 비계는 물리적 경험과 추상적 개념 간 은유적 

연결의 기초를 형성할 뿐 아니라 다중형태로 나타나는 개념 표상과 함께 

은유의 양방향적인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Barsalou 1999; Landau, 

Meier & Keefer, 2010). 

체화된 인지는 원어로 ‘grounded cognition’ 또는 ‘embodied 

cognition’과 같이 구분 없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후자의 용어는 주로 

인지에 미치는 신체적인 상태(bodily state)의 효과에 초점을 

맞춘다(Barsalou et al., 2003; Lakoff & Johnson, 1980; Smith, 2005). 

반면, 전자의 용어는 더 넓은 범위의 체화된 인지로서 신체적 상태와 

인지 처리가 독립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음을 주장하며 신체의 역할보다 

시뮬레이션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Barsalou, 2008). 다중 표상은 

신체적 상태뿐 아니라, 상황 행동,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체화된 인지는 신체적인 상태에 제한되지 않은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Barsalou, 2008). 

 

(2) 따뜻함에 대한 체화된 인지 연구의 두 가지 흐름 

 

Zhang and Risen(2014)은 물리적 따뜻함과 심리적 따뜻함의 

관계를 연구한 체화된 인지 연구를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는 물리적 따뜻함의 경험이 사람들의 인식 및 행동에 반영되어 

신체적 경험과 일관된 심리 및 행동 결과로 나타나는 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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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imilative)의 매커니즘이다. 이는 따뜻한 온도의 경험이 따뜻한 

생각 또는 행동을 유발하거나, 반대로 따뜻한 생각이 몸을 따뜻하게 

함을 밝힌 연구들을 설명한다 (e.g., William & Bargh, 2008). 두 번째는 

보완(complementary) 메커니즘으로서, 이 때 따뜻함은 차가움 또는 

따뜻함의 결여를 보완해주는 역할로 작용한다. 이는 차가움의 경험이 

따뜻함에 대한 욕구를 증가시키고 그 결과 차가움을 경험한 사람들이 

더욱 따뜻한 행동을 추구하게 된다는 연구들로 뒷받침될 수 있다 (e.g., 

Bargh & Shalev, 2012). 

동화 효과는 체화된 인지 이론을 통해 구체적인 경험이 은유적으로 

연관된 의미적 지식 구조를 활성화시키며 그 반대도 성립할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지만, 상호보완 효과에 대한 이해는 동기의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Zhang & Risen, 2014). 일반적으로 불편한 상태는 그 

상태를 돌이키고자 하는(undoing) 동기를 유발한다. 만약 누군가가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였다면, 그는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고자 할 것이다. 

만약 누군가가 매우 추운 날에 밖에 나갔다면, 그는 따뜻한 음료의 섭취 

등을 통해 차가움을 보완하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의미적으로 관련 

있는 개념의 활성화가 모호한 자극물에 대한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화에서 나아가, 동기의 역할은 현재 상태를 보완할 수 있는 

아이템이나 사건 등을 추구하도록 한다. Zhang and Risen(2014)는 

보완적 효과로 나타나는 체화된 인지 연구를 목표 체계 이론(a theory 

of goal systems, Kruglanski et al., 2002)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목표 시스템 체계를 따뜻함에 대한 체화된 인지 연구에 적용하여 

목표와 수단 간의 기본적 관계가 보완적인 체화 효과로 확장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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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와 보완 효과라는 서로 다른 관점에 대한 이해 없이 체화된 

인지의 연구 결과만 고려했을 때 따뜻함에 대한 연구들은 서로 상반되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따뜻함을 다룬 체화된 인지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따뜻함의 동화 효과를 나타내는 연구들은 개인의 

동기와 관계 없는 타인 평가 상황, 사물이나 상황의 인식에 머무는 

경향이 있고(e.g., William & Bargh, 2008), 따뜻함의 상호보완 효과에 

관한 연구 결과들은 개인과 관련된 상황을 다루며 내적 동기가 작용된 

행동 결과 등을 규명한 연구들로 이루어져 있다(e.g., Bargh & Shalev, 

2012). 

 

 따뜻함의 효과 

 

본 섹션에서는 체화된 인지 이론을 바탕으로 전개된 따뜻함에 대한 

선행 연구를 고찰하였다. 앞서 설명된 동화와 상호보완 효과의 구분을 

이용해 선행 연구를 정리하였다.  

 

(1) 따뜻함의 동화 효과 

 

체화된 인지 이론으로 물리적 따뜻함과 심리적 따뜻함과의 관계를 

처음으로 규명한 William and Bargh(2008)는 실증연구를 통해 온열 

경험이 대인관계적 따뜻함으로 발현됨을 밝혔다. 이들은 피험자들에게 

물리적 따뜻함을 제공하기 위해 실험 진행자가 손이 부족하여 실험 

참가자에게 자신의 컵을 들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을 제시하였고, 이 때 

피험자가 만지게 될 컵은 내용물의 온도를 이용해 따뜻하거나 차갑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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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되었다. 그들은 연구 결과를 통해 사람들이 단순히 물리적 따뜻함을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타인을 더 따뜻한 사람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보였다. 이들이 심리적 따뜻함으로 제안한 대인관계적 따뜻함은 추후 

다양한 연구를 통해 따뜻함과 관련된 추상적 개념들로 확장되어 

친근감(Zwebner, Lee & Goldenberg, 2014), 향수(Zhou, Wildschut, 

Sedikides, Chen & Vingerhoets, 2012)와 같은 사회적 감정뿐 아니라 

타인에게 선물을 주는 행동(Ijzerman, Leung, & Ong, 2014) 등으로 

실증 연구에 적용되었다.  

물리적 온도의 경험은 대인에서 확장되어 대물에 대한 따뜻함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Möller and Herm(2013)은 따뜻한 

온도를 경험한 소비자들이 은유적 의미를 통해 브랜드 개성을 더 

따뜻하게 인식함을 확인하였다. Zwebner et al.(2014)은 실제 날씨, 

공간의 온도, 사물의 온도 등을 조작하여 따뜻한 온도에 노출된 

사람들이 제시된 제품에 대하여 더 높은 가치를 매긴다는 것을 발견했다. 

물리적 따뜻함을 느낀 경우(물리적인 차가움을 느낀 경우에 비해) 

제품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따뜻함 차원의 변수들(e.g., 가까움, 

친밀함)에서만 더 높게 나타났고 따뜻함과 관계없는 긍정 차원의 

변수들(e.g., 혁신성, 매력성)에서는 물리적 따뜻함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연구의 결과는 물리적 따뜻함이 사람들의 감정적인 

따뜻함을 활성화시킴으로 인해 제품 가치평가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으로 

연결되는 메커니즘을 뒷받침한다.  

물리적 온도 경험에 따른 심리적 따뜻함은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IJzerman et al.(2014)은 물리적 따뜻함을 경험한 사람이 

차가움을 경험한 사람들보다 타인에게 더 높은 퀄리티의 선물을 주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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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온도가 사람들의 제품 선호와 금전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Huang, Zhang, Hui and Wyer(2014)의 연구는 

따뜻한 온도의 공간(vs. 차가운 공간)의 사람들이 주식 가격 예측이나 

제품 선택 및 베팅과 같은 의사결정 시 타인의 의견에 더 동조하는 

경향을 발견하였다. Huang et al.(2014)는 따뜻한 온도의 경험이 타 

의사결정자에 대한 사회적 친밀감을 높여주어 타인의 의견에 대한 

타당성을 높게 평가함에 따라 동조 행동이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물리적 따뜻함을 경험한 사람들이(차가움을 경험한 

사람들에 비해) 더 높은 사회적 친화동기를 보이는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다(Fay & Maner, 2012).  

체화된 인지에 기반하여 따뜻함보다 더 강렬한 열 속성인 뜨거움의 

경험에 따른 감정도 예측해볼 수 있다. Ahn(2010)은 스파와 같이 

뜨거운 온도에 있는 사람들이 차가운 온도에 있는 사람들보다 충동적인 

경향을 나타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반대로 물리적 차가움은 공감을 감소시켜 실용적인 도덕 판단을 

촉진시킨다(Nakamura, Honma, Mori & Kawaguchi, 2014). Nakamura 

et al.(2014)의 연구에서는 차가운 스카프를 착용한 사람들이 따뜻한 

스카프를 착용한 사람들에 비해 공감이 감소되어 더욱 실용적인 도덕 

판단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도 단서는 관점 채택(perspective 

taking)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Sassenrath, Sassenberg and 

Semin(2013)은 물리적인 차가움과 사회적 거리감의 관계를 이용하여 

물리적 차가움의 경험이 자기중심적 정박(anchoring)을 감소시킴으로써 

자기중심적 편향이 줄어드는 것을 검증했다. 

한편, 직접적인 신체적 경험이 없이도 체화된 인지 효과가 나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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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Macrae, Raj, Best, Christian and Miles(2013)는 신체적 

경험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심적 시뮬레이션을 통해 심리적 따뜻함이 

발현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들은 피험자들에게 물리적 따뜻함의 

경험(i.e., 따뜻한 커피잔을 들고 있는 것)을 상상하게 하는 것으로 

피험자들이 타인에 대한 따뜻하게 평가하는 결과를 통해 William and 

Bargh(2008)의 발견을 확장했다. 단, 상상을 통한 체화된 인지의 

효과는 자기중심적(1인칭) 시점일 때만 나타났고, 타인 중심적(3인칭) 

시점일 때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들의 연구 결과는 신체적인 경험만이 

인지적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좁은 의미의 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에서 나아가 다양한 형태 표상으로 인하여 

발현되는 시뮬레이션의 역할을 강조하는 넓은 의미의 체화된 

인지(grounded cognition) 이론으로의 확장을 뒷받침한다. 

 

(2) 따뜻함의 보완 효과 

 

체화된 인지의 상호보완 효과를 규명한 연구들은 동화 효과와 달리 

현재의 상태와 상반되는 상태를 추구하는 결과를 나타낸다. 한 예로 

만성적으로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따뜻한 목욕이나 샤워를 

하고자 하는 경향을 가지는 것이다(Bargh & Shalev, 2012). 사람들은 

온도 개념을 이용하여 은유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묘사하는데, 

따뜻함은 친밀감, 애착 등을, 차가움은 고립감, 외로움 등을 

표현한다(Ash, 1946). 진화적 관점에서도 물리적 따뜻함과 사회적 

따뜻함에 대한 결합된 욕구는 인간을 비롯한 많은 종의 선천적 동기로 

자리잡았기에(Bowlby, 1969) 따뜻함의 결여는 본능적으로 보완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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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상태로 여겨진다. Zhang and Risen(2014)은 체화된 인지의 보완 

효과 결과를 뒷받침하는 개념 체계로 목표 체계 이론(Kruglanski et al., 

2002)을 제시하며 보완적 상태의 추구에 있어서 동기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현재의 신체적 또는 심리적인 상태를 보완하려는 동기는 

은유적 연결을 통해 따뜻함을 의미하는 다양한 행동 추구로 이어지며, 

이와 같은 행동이 실제로 보완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다수의 실증 

연구를 통해 검증되었다. 

Bargh and Shalev(2012)는 사회적 배제(e.g., 과거 거절의 경험을 

회상)의 경험에서 유발된 부정적 감정이나 사회적 소속 욕구가 물리적 

따뜻함을 경험을 통해 감소하는 것을 밝혔다.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러한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기제로 따뜻함에 대한 갈망이 더 

높아져 시원한 콜라, 사과, 크래커에 비해 따뜻한 커피, 따뜻한 수프에 

대한 선호를 높게 나타내었다(Zhong & Leonardelli, 2008). 과거에 

이성과 헤어졌던 상황을 상상하게 한 사람들은 따뜻한 온도 관련 

제품들(e.g., 뜨거운 티, 따뜻한 파이와 수프)에 대한 갈망을 높게 

나타내었는데, 이 효과는 애착 불안이 높은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났다 

(Vess, 2012). 

반대로, 물리적으로 차가운 상태의 극복하고자 사회적 따뜻함을 

추구하기도 한다. 온도가 낮을수록 심리적 따뜻함에 대한 욕구가 높아져 

로맨틱 영화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Hong & Sun , 2011), 사회적 

소비를 추구한다(Lee, Rotman & Perkins, 2014). Lee et al.(2014)은 

신제품 개발 시 추가할 항목을 제안하는 상황에서 차가운 음료를 마신 

사람들이 따뜻한 음료를 마신 사람들에 비해 대화, 상호작용과 같은 

사회적 기능에 대한 필요를 더 높게 나타냄을 통해 확인하였고, 차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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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의 공간(17-18℃) 내 사람들이 따뜻한 온도 공간(26-27℃)의 

사람들보다 사회적 소비(e.g., 2인용 간식, 음료)에 대한 매력성을 더 

높게 평가함을 밝혔다. 낮은 온도(e.g., 20℃)의 리테일 점포 내 

판매원들은 높은 온도(e.g., 25℃) 점포의 판매원들에 비해 더욱 고객 

지향적인 경향을 보였다(Kolb, Gockel, & Werth, 2012). 이러한 결과는 

물리적인 차가움이 외로움 인식을 높이고(실험 2, Bargh & Shalev, 

2012; Murphy & Standing, 2014), 소속감을 위협하는(Chen, Poon & 

DeWall, 2015) 동화 매커니즘에 기반하며, 이와 같은 상태를 보완하기 

위한 따뜻함의 추구로 설명될 수 있다. 

 

(3) 따뜻함의 효과에 대한 조절효과 

 

일부 연구는 따뜻함의 효과가 조절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Fay and Maner(2012)는 물리적 따뜻함의 경험이 친화동기를 

높이는 효과가 애착 기피(attachment avoidance)가 낮거나, 애착 

불안(attachment anxiety)이 높은 사람들에게 더 강하게 나타남을 

밝혔다. 이는 애착 불안과 같이 따뜻함을 필요로 하는 경우 따뜻함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반면, 평소 가족의 지지(family 

support)등으로 인해 따뜻함을 추구하는 동기가 약하거나(Chen et al., 

2015), 애착을 기피하는 것(Fay & Maner, 2012)처럼 만성적으로 

따뜻함을 추구하지 않는 경우 효과가 감소할 수 있는 것이다. 

Vess(2012)의 연구에서 이성과의 헤어짐 상황을 상상한 사람들이 

따뜻한 온도 관련 제품에 대한 갈망이 증가하는 경향도 애착 불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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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난 것은 보완 동기로 인한 따뜻함의 추구가 

개인의 특징에 의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Vess(2012)는 애착 

불안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심리적 따뜻함의 제공이 관계에 대한 만족을 

높여주는 반면 대인 관계에 대해 안정적인 스키마를 가진 

사람들에게서는 이러한 효과가 없음을 확인함으로써 따뜻함의 효과가 

따뜻함 추구 동기에 따라 조절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4) 심리적 따뜻함의 조작과 측정 

 

체화된 인지 연구에서 심리적 따뜻함은 물리적 따뜻함 경험의 

결과변수로서 사용되거나 물리적 따뜻함에 대한 지각이나 추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변수로 사용되었다. 먼저 선행 변수로서 심리적 

따뜻함을 제공하고자 한 Szymokow, Chandler and IJzerman(2013)는 

주도성과 친화성 개념을 차용하였다(e.g., Abele & Woiciszke, 2007). 

그들은 친화성 조건에 배정된 피험자들로 하여금 배려심 많고 섬세하며 

친근하고 이타적이며 이익이 되는 사람의 이야기를 읽게 하고 주도성 

조건에 배정된 사람들로 하여금 유능하고 효율적이며 정확하고 결단력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읽게 한 후 조작 점검 문항에서 묘사된 사람에 

대한 따뜻함 인식 평가를 확인함으로써 심리적 따뜻함이 제공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외에도 친구, 가족과 같이 가까운 사람들로부터의 따뜻한 

메시지를 읽게 하는 방법(Inagaki & Eisenberger, 2013),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음악을 듣게 하는 방법(Zhou et al., 2012) 등 심리적 

따뜻함의 제공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표 ２-1] 참고).  



39 

 

 

[표 ２-1] 심리적 따뜻함의 조작 

개념 방법 저자(연도) 

심리적 

따뜻함 

가까운 사람들로부터의  

따뜻한 메시지 읽기 

Inagaki & Eisenberger 

(2013) 

친화적(vs. 주도적)으로 묘사된 

사람에 대한 글 읽기 
Szymkow et al.(2013)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음악 Zhou et al.(2012) 

심리적 

차가움 

사이버볼 게임 상황에서 아무도 

공을 넘겨주지 않는 상황 

IJzerman et al. (2012); 

Zhong & Leonardelli 

(2008, Study2) 

과거 이성과의 결별 경험 회상 Vess (2012) 

- 사회적 배제 상황 회상 

- 사회적 거절 상황 회상 

Bargh & Shalev(2012, 

Study 3); Zhong & 

Leonardelli(2008, Study1) 

카페테리아에서 홀로 앉아있는 조건 

(vs. 함께 앉아있는 조건) 
Lee et al.(2014, Study1) 

애착 불안 측정 Vess(2012) 

외로움 척도 측정 Bargh & Shalev(2012). 

 

따뜻함 추구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심리적 차가움의 역할을 

규명하고자 한 연구들은 외로움 척도(Bargh & Shalev, 2012), 애착 

불안(Vess, 2012)과 같은 개인의 성향을 측정하거나 다양한 사회적 

배제 상황을 이용하여 심리적으로 차가운 상태를 유발하였다(e.g., 

IJzerman et al., 2012; Zhong & Leonardelli. 2008). 사회적 배제 

상황의 조작 방식으로는 사회적으로 배제 또는 거절 당했던 과거의 

상황을 회상하는 과업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e.g., Zh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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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onardelli, 2008). 피험자에게 사이버볼(‘Cyberball’ in William & 

Javis, 2006)이라 불리는 공 넘겨주기 게임을 하는 과업을 제공하고, 

배제 조건의 경우 동료 선수가 자신에게 공을 넘겨주지 않고 다른 

선수들에게만 공을 넘겨주는 상황을 겪게 하여 사회적 배제 또는 거절 

상황을 제공하는 방식도 사용되었다(e.g., IJzerman et al., 2012).  

결과 요인으로서 심리적 따뜻함은 인식 수준에서 측정되기도 하고 

행동 수준에서 측정되기도 한다. 인식 수준의 심리적 따뜻함은 타인과의 

심리적 근접성 인식(Ijzerman & Semin, 2009; 2010), 따뜻함과 관련된 

감정의 발현(e.g., 친밀감 in Zwebner et al., 2014)등을 통해 

측정되었다.  

William and Bargh(2008)가 물리적 따뜻함으로 인한 심리적 

따뜻함의 발현을 행동 수준에서 측정한 이래로 대다수의 연구들이 행동 

수준에서 심리적 따뜻함을 측정해왔다. 심리적 따뜻함이 행동을 통해 

측정되는 것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인식 과정 중에 자동적으로 활성화된 

개념과 일관된 행동을 한다는 지각-행동 모델에 근거한다(Dijksterhuis 

& Bargh, 2001). 

William and Bargh(2008)는 심리적 따뜻함을 타인 평가 

(interpersonal judgment) 또는 타인 지향적(vs. 자기 지향적) 행동 

경향으로 측정하였다. 타인 지향적(vs. 자기 지향적) 행동의 경우 

기프트 카드의 사용을 친구를 위하여 사용하는 대안(vs.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대안)을 제시하여 심리적 따뜻함의 발현을 타인지향적 

행동경향으로 확인하였다. 물리적 따뜻함으로 인한 심리적 따뜻함의 

발현이 아동들의 애착 유형에 따라 조절됨을 밝힌 IJzerman et 

al.(2013)의 연구에서는 심리적 따뜻함의 발현을 타인에게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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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해지는 행동 결과(e.g., 동료에게 스티커를 더 많이 줌)로 

확인하였다. Wei, Ma and Wang(2015)은 다양한 사회적 정황에 적용된 

구체적인 행동 경향을 측정함으로써 대인관계적 따뜻함, 즉 심리적 

따뜻함을 측정하였다. [표 ２-2]은 행동으로 측정된 심리적 따뜻함의 

예시이다. 

 

[표 ２-2] 행동으로 발현된 심리적 따뜻함 측정 방법의 예 

측정 방법 출처  

타인이 따뜻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경향 

친구를 대접하기 위한 선물의 선택  

(vs. 자신을 위한 개인적 보상) 

William & Bargh(2008) 

아동들이 친구나 낯선 사람에게 준 스티커의 수 IJzerman et al.(2013) 

친구나 낯선 사람에게 줄 고급 선물의 수 IJzerman et al.(2014) 

리테일 정황에서, 

1) 타인을 용서할 의향 

2) 판매 촉진 광고에 귀 기울여줄 가능성 

3) 사람들이 불만사항을 제기할 가능성ⓡ 

Wei et al.(2015) 

참고: ⓡ 표기된 문항은 역코딩 된 항목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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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３절 시각적 따뜻함 

 

따뜻함이 사전적 의미로는 촉각으로 지각되는 온열 속성을 

의미하지만 제품이나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한 개 이상의 감각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에 따뜻함 또한 시각, 후각, 청각, 

미각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Fenko et al. 2010). 본 절에서는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따뜻함을 알아보기에 앞서 다중감각적 따뜻함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중감각적 따뜻함이란? 

 

다중감각적 따뜻함이란 촉각의 온열 속성뿐 아니라 시각, 후각, 

청각, 미각 등 다양한 감각을 통해 지각되는 따뜻함을 의미한다(Fenko 

et al., 2010). 사람들은 어떤 대상을 만져봄으로써 형태를 파악하고 

눈으로 봄으로써 이를 식별한다(Calvert, Spence & Stein, 2004). 

이처럼 사람들이 물리적 환경과 상호작용할 때 한 개 이상의 감각 체계, 

즉 다중 감각이 작용할 수 있으며 다수의 감각체계들은 동시에 

작용하지만 전체적인 경험에 기여하는 바는 다를 수 있다. 특정 경험에 

있어서 어떤 감각 양식이 선두적인 역할을 하는 지 아는 것은 

디자이너들의 주된 관심사이기에 제품이나 환경의 속성에 가장 적절한 

감각적 속성을 만들어내려 노력한다(Fenko et al. 2010).  

어떤 속성이 따뜻함 인식을 유발하는지에 초점을 둔 다중감각적 

따뜻함 연구는 앞서 기술된 체화된 인지에 기반한 물리적 따뜻함과 

심리적 따뜻함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과 방법이나 내용 면에서 상이하다. 

다중감각적 따뜻함에 대한 연구들은 시각 또는 촉각 등의 타 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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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을 통해 인식된 따뜻함이 온열 속성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또는 은유적으로 따뜻하게(i.e., 친밀하게) 여겨지는 것인지 구분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이 연구들은 파장이 높은 색상(e.g., 빨강, 노랑 

등)이나 부드러운 촉감의 소재(e.g., 퍼, 가죽 등), 온도 저항성이 높은 

소재(e.g., 목재), 바닐라향 등에 대하여 인식되는 따뜻함을 측정 시에 

“따뜻하다-차갑다”라는 다소 단순한 1차원의 항목을 이용하여 

규명하였다(Fenko et al., 2010; Madzharov et al. 2015; Wastiels et al. 

2012a; Wastiels et al. 2012b). Fenko et al.(2010)은 색상 및 소재의 

따뜻함 인식 시 사람들 각자가 인식한 따뜻함에 대하여 자유기술식으로 

묘사하게 한 결과. 문자 그대로의 온열 속성보다 은유적 따뜻함(친근감, 

친근한 분위기 등)으로 더 많이 묘사하는 경향을 확인한 바 있지만, 

통계적으로 검증하지 않아 다중감각적으로 인식되는 따뜻함이 은유적 

의미의 따뜻함으로 연결된다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중감각적 따뜻함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따뜻함의 다중적인 의미를 

구분하지 않았지만 이들 연구를 통해 환경의 어떠한 속성이 따뜻하게 

여겨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나아가 검증된 개별 속성을 이용해 

구현된 전체 환경 또한 따뜻하게 여겨진다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e.g., 

Wastiels et al., 2012b). 일부 연구자들은 연구를 통해 검증된 속성을 

이용하여 따뜻한 환경을 구현할 경우,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해 

향후 연구로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Fenko et al.(2010)은 따뜻하게 

여겨지는 환경에서 William and Bargh(2008)가 제안한 심리적 

따뜻함(e.g., 타인지향적 행동)이 발현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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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따뜻하게 인식되는 색 

 

색은 어떤 사물이나 소재를 구분하는 데에 가장 명백한 시각적 

요소이다. 특정 색은 따뜻하게, 혹은 시원하게 인식될 수 있다 

(Arnheim, 1959; Itten, 1970; Fenko et al. 2010에서 재인용). 색과 

의미(e.g., 따뜻함)의 연관은 두 가지 소스에 기초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첫 번째는 학습에 의한 것, 두 번째는 생물학적인 성향에 

기반한 것이다(Elliot & Maier, 2007). 학습에 의한 색-의미의 연관은 

특정 색상과 특정 메시지나 개념, 경험의 쌍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발전됨을 주장하고, 후자는 색-의미의 연관이 진화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말한다(Mollon, 1989). 실제로 따뜻한 색은 따뜻한 온도를 포함(e.g., 

태양, 벽난로, 열대 지방 등)하는 상황들과 관련된다. 마찬가지로 시원한 

색은 시원한 온도를 포함하는 상황들(e.g., 대양, 숲)과 연관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색 스펙트럼에서 파장이 긴 색(e.g., 빨강, 

노랑)이 짧은 색에 비해 따뜻하게 여겨진다. 디자인 및 건축 분야에서 

흔히 사용하는 색 온도표([그림 ２-4]참고)는 색을 켈빈(Kelvin, 

K)이라는 절대적 온도의 단위로 나타낸다. 예를 들어 5,000K 이상의 

색을 시원한 색으로(e.g., 푸르스름한 백색), 그 5,000K 이하는 따뜻한 

색으로 표시한다(e.g., 노르스름한 백색부터 적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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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dprint.com/HP/WCL/color12.html. 

 

 

색에 따른 온도 인식의 차이는 많은 선행 연구에서 검증되어 왔다. 

예를 들어 Lewinski(1938)와 Ross(1938)는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더 

따뜻하게 평가됨을 확인하였고 Tinker(1938)와 Newhall(1941)은 

빨간색의 표면이 파란색의 표면보다 더 따뜻하게 묘사됨을 밝혔다. 단순 

색 표(color chips)에 대한 인식을 넘어 제품에 적용한 경우에도 동일한 

인식이 나타났다(Osgood, Suci & Tannenbaum, 1957). Osgood et al. 

(1957)의 색-의미 연구에서는 여섯 개의 다른 색으로 칠해진 다섯 

[그림 ２-4] 색 온도 표(Spectrum of Color temperature using Kelvin) 



46 

 

가지 서로 다른 사물에 대하여 사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따뜻함 인식을 

일으키는 색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e.g., 빨간 색이 칠해진 모든 

사물은 다른 색의 사물들에 비해 일관되게 따뜻하게 여겨짐). 

Taft(1997)는 색 표에 대한 의미 평가와 색이 입혀진 다양한 종류의 

친숙한 사물들에 대한 의미 평가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동일한 색에 

대해서 사물에 적용한 경우보다 색 표 자체가 조금 더 따뜻하게 

평가되긴 했지만, 그는 Osgood et al.(1957)의 발견과 일관되게 

따뜻함-차가움 척도의 색이 정황에 크게 영향 받지 않음을 보고하였다. 

Fenko, et al.(2010)은 10개의 색상(보라, 빨강, 자홍, 주황, 노랑, 연두, 

암록, 청록, 남색)을 입힌 제품의 따뜻함을 평가한 결과, 빨강 계열 색이 

입혀진 제품이 가장 따뜻하게, 파랑 종류의 제품은 차갑게 인식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2) 따뜻하게 인식되는 소재 

 

사물이나 환경을 구성하는 소재의 따뜻함(material warmth)은 

촉각의 온열 속성을 통해 인식되며 사물의 소재에 따라 따뜻함의 인식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Fenko et al., 2010). 예를 들어, 같은 온도의 

공간에 놓여있을지라도 목재는 금속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진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소재의 온열 속성 차이로 인해 야기된다. 동일한 온도에 

있는 소재가 상대적으로 더 차갑게 여겨지는 경우는 해당 소재가 

체온보다 낮은 경우이거나 온도 저항성이 낮은, 즉 피부로부터 열을 

뺏어가는 속도가 빠른 속성을 통해 일어나고, 그러한 소재의 예로 

유리나 메탈을 들 수 있다(Ashby & Johnson, 2002). 반면 목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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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과 같이 높은 온도저항성을 가진 소재는 체온보다 낮을지라도 

더 따뜻하게 여겨진다. 이와 같이 어떠한 소재에 대한 따뜻함 지각은 

실제 온도와는 별개로 나타날 수 있다.  

소재의 따뜻함을 인식하는 감각 요인은 시각과 촉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소재의 따뜻함은 어떤 물질을 만졌을 때의 느낌이 얼마나 

따뜻한지를 의미하지만(Ashby & Johnson, 2002), 이러한 따뜻함이 

시각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Wastiels et al.,(2012a)의 연구에서는 어떠한 소재가 시각적으로 먼저 

인식되었을 때, 추후에 촉각을 이용하여 인식된 소재의 따뜻함이 

시각적으로 인식된 따뜻함 인식을 바꾸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실내 벽면 소재의 따뜻함 인식에 대하여 촉각을 통한 따뜻함 

인식은 눈가리개를 한 상태에서만 유효하게 나타났고, 시각 양식이 감각 

처리에 포함된 경우 시각의 영향이 소재의 따뜻함 인식에서 우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Vision reveals what the touch already knows”(Pallasmaa, 

2005)처럼, 사람들은 목재를 만졌을 때 따뜻할 것, 강철(steel)을 

만졌을 때 차가울 것을 이미 알기때문에, 물질을 직접 만지지 않고 보는 

것 만으로도 이러한 연상이 소재의 따뜻함 인식에 반영되어 나타날 수 

있다. 나아가 소재의 따뜻함도 색상-온도 간 연상처럼 의미 연상을 

통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Wastiels et al. 2012b). 즉, 소재에 대한 

따뜻함 인식은 실시간의 촉각적 경험에 기반하지 않고 의미론적인 

개인적 연상이나 기억을 통해 영향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북극곰의 

털로 만들어진 깔개나, 의자의 가죽과 같이 이전에 생명이 있어서 한때 

따뜻했던 것들은 과거의 삶과의 연상을 통해 따뜻하게 여겨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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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Heschong, 1979). 뿐만 아니라 양모나 양털 스카프와 같이 

사람들의 몸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소재들이 따뜻하게 인식되기도 

한다(Fenko et al., 2010).  

 

(3) 따뜻하게 인식되는 향기 

 

후각을 통한 따뜻함 인식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Madzharov et al.(2015)은 점포 환경의 따뜻한 향기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이들은 향기의 따뜻함 및 시원함을 

정의하기 위하여 다양한 향에 대해 따뜻함 인식을 측정하였고, 이는 

어떤 속성이 따뜻하게 인식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 색상, 소재에 대한 

선행 연구들의 방법과 일치한다. 파일럿 테스트 결과, 시나몬과 

바닐라향이 가장 따뜻한 향기로, 페퍼민트 향이 시원한 향기로 인식됨을 

확인하였다. 

 

 

다중감각적으로 인식되는 따뜻함의 효과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촉각의 온열 속성을 제외한 타 감각 속성을 

통해서도 따뜻함이 인식되는지를 규명한 선행 연구들은 시각적으로 

처리되는 색의 따뜻함, 촉각 및 시각을 통해 처리되는 소재의 따뜻함, 

그리고 후각을 통해 인식되는 향기의 따뜻함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체화된 인지에 기반한 온열 속성의 따뜻함과 은유적 의미의 따뜻함의 

관계를 밝힌 연구들은 대부분 온열 속성의 따뜻함 경험이 소비자의 

인식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으나 다중감각적 따뜻함을 다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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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대부분 1) 특정 감각 속성이 ‘따뜻하게’ 인식되는지 확인하거나 

2) 따뜻하게 인식된 타 감각 속성이 온열적 속성 지각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 데 그치며, 따뜻함과 관련된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1)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따뜻함의 효과 

 

시각을 통해 인식되는 따뜻함의 효과를 규명한 연구는 대부분 색의 

효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소재의 특성에 따라 시각적으로 따뜻함이 

인식될 수 있음이 연구된 바 있지만, 소재의 따뜻함 인식이 물리적 온도 

지각이나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연구는 거의 시도되지 

않았다.  

색의 효과에 대한 연구들은 방대하게 이루어졌으며, 따뜻한 색으로 

구분되는 빨강이나 주황색이 제품의 가격 인식(e.g., Babin et al., 2003), 

소비자들의 감정과 구매 의도(Bellizzi & Hite, 1992) 및 점포와 상품 

구색에 대한 평가(Crowley, 1993)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연구는 색 자체의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색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효과를 탐색적으로 규명하였으며, 색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인식된 따뜻함(vs. 차가움)이라는 추상적 개념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지는 않았다. 

시각적으로 인식된 색의 따뜻함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일부 존재한다. 

Ravi, Chae, Zhu and Soman(2011)은 따뜻한 색이 은유적 따뜻함으로 

연결되어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Chandler, 

Szczurek and Schwarz(2010)는 따뜻한 색상의 제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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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은유적 연결을 통해 의인화를 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은 Fiske et al.(2007)이 제안한 따뜻함-유능함의 

차원을 다루는 등 색상의 따뜻함 효과를 온도의 차원에서 논의하지는 

않았다. 

색을 통해 인식된 시각적 따뜻함이 온열 속성에 미친 영향을 규명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Itten(1970)은 공간의 색상에 따라 공간 온도의 

인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청색-녹색으로 칠해진 공간과 

주황-빨강으로 칠해진 공간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온도 인식이 3~4。C 

정도 차이 난다는 것을 보고했다. Guéguen and Jacob(2012)은 컵의 

색상이 컵 속의 내용물 온도 인식에도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피험자들에게 파랑, 초록, 노랑, 빨강의 컵에 담긴 커피의 온도를 

예측하게 하였는데, 사람들이 빨간색 컵의 음료에 대하여 따뜻함을 가장 

높게 지각한 반면, 파란색 컵의 음료에 대해서는 따뜻함을 가장 낮게 

지각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Michael and Rolhion(2008)은 시각적으로 

따뜻한 색이 온열 속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장하여 실제로 사람들이 

비강으로 경험하는 온열 감각에도 차이를 보고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들은 피험자들에게 서로 다른 색의 증류수가 담긴 병의 냄새를 

맡아보도록 요구하였는데, 이 증류수들은 무취의 노란색, 녹색, 붉은 색 

및 무색의 용액으로 구성되었다. 실험의 결과 피험자들은 녹색 용액의 

냄새를 맡을 때 그들의 비강에 시원한 감각을 느낀다고 보고하였고, 

붉은 용액의 냄새를 맡을 때는 따뜻한 감각을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시각의 지배성으로 인해서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따뜻함은 촉각을 

통한 온열 속성 인식에 편향을 가져올 수 있다. Ho, Iwai, Yoshikawa, 

Watanabe and Nixhida(2014)는 빨간색의 물체를 만졌을 때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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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는 온도가 파란색 물체를 만졌을 때보다 더 낮게 보고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색상-온도 간 연상(e.g., 빨강-뜨거움/파랑-차가움)에 

따라 사람들에게는 빨간색 물체의 온도가 높을 것이라는 기대가 

존재하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빨간색 물체를 만졌을 경우 사물의 실제 

온도와 사람들의 기대 온도 간 대조효과로 인해 빨간색 물체의 온도를 

파란색 물체보다 더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기타 감각을 통해 인식되는 따뜻함의 효과 

 

후각, 미각, 청각 등을 통해서도 따뜻함이 인식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를 규명한 연구는 제한적이고, 후각, 미각, 청각 등을 통해 

인식된 따뜻함이 온열 감각 지각이나 기타 소비자의 인식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연구는 거의 없다. 후각적 따뜻함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Madzharov et al.(2015)는 공간 지각이 시각이 

아닌 다른 감각 양식을 통해서도 영향 받을 수 있음을 제안한 과거 

연구(Krishna, 2008)를 기반으로 후각을 통해 인식되는 따뜻함이 매장 

내 소비자들의 사회적 밀도 인식에 편향을 가져온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따뜻한 향기로 인식되는 바닐라, 시나몬 등의 향기는 시원한 향기로 

인식되는 민트향 등에 비해 사회적 밀도 인식을 높임으로 인해 인지된 

지배감(perceived control)을 감소시켰고, 이러한 경험은 이를 

회복하고자 하는 동기로 작용하여(e.g., 권력 회복) 기능보다는 명성을 

강조하는 광고를 선호하거나, 프리미엄 브랜드를 선호하는 결과로 

연결되었다. 이들 연구에서 따뜻한 향기의 효과가 온열적 속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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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으로 따뜻한 환경의 제안 

 

사람들의 환경 인식은 매우 풍부한 다중 양식으로 경험되기 때문에 

하나의 감각 양식에서 추출한 정보를 또 다른 감각에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고 서로 다른 감각 양식들을 통해 발생되는 정보를 하나의 풍부한 

지각 대상으로 통합할 수도 있다(Stein & Meredith, 1993). 양식 

적절성 가설(Modality appropriateness hypothesis)에 따르면 특정 

양식의 지배성은 과업의 특징에 따라 달라지며(Welch & Warren, 1986), 

그 중 시각은 공간 지각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Welch, 1999). 

건축 및 인테리어가 시각 지향적 규율에 기반해 있고(Strickfaden, 

Devlieger & Heylighen, 2009), 물리적 환경이 시각적으로 가장 먼저 

인식된다는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Schifferstein & Cleiren, 2005; 

Schifferstein, 2006).  

촉각적 온열 속성으로서의 따뜻함은 온도로 측정되는 반면, 환경의 

따뜻함 인식은 주로 시각에 의해 인식된다(Schifferstein & Desmet, 

2007). 실제로 따뜻함이라는 용어는 물리적 환경을 묘사하는 데에 자주 

사용된다(Vielhauer-Kasmar, 1970). 건축 분야에서는 주로 건물 요소 

중 소재의 묘사에 따뜻함을 사용하지만(Thiis-Evensen, 1989), 

사람들이 느끼는 총체적인 따뜻함 경험은 다른 환경 요소들에서도 

영향을 받는다(Karana et al., 2009; Fenko et al., 2010). 이에 

다중감각적 따뜻함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따뜻하게 인식되는 

색과 소재는 시각적으로 따뜻함을 제공하는 환경을 구현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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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３장 연구 모델 및 연구문제 

 

제１절 환경의 시각적 따뜻함 효과 모델 

 

본 절에서는 앞서 논의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매장 환경의 

시각적 따뜻함 효과 모델을 제안함으로써 시각적 환경으로서의 따뜻함의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시각적 따뜻함이 심리적 따뜻함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따뜻함의 은유적 관계에 기반한 체화된 인지의 동화 

효과로 뒷받침될 수 있다. 동기와 관련된 개인적, 상황적인 조절변수를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따뜻한 환경에 대한 선호를 규명하는 것은 

따뜻함의 상호보완적 효과에 기반한다. 시각적 따뜻함 효과 모델을 통해 

환경의 시각적 따뜻함의 효과를 규명하고 시각적으로 따뜻한 환경에 

대한 선호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각적으로 따뜻한 환경에 대한 제안 

 

건축 및 디자인 분야의 선행 연구는 직접적인 온도의 변화 없이도 

특정한 색상(e.g., 빨강) 또는 특정 소재(e.g., 목재)가 사람들의 기억 

속 따뜻한 온도와의 연관을 통해 ‘따뜻하게’ 인식될 수 있음을 밝혔다. 

원칙적으로는 촉각으로 지각되어야 하는 물리적 온도의 지각이 

시각이라는 타 감각을 통해 기억 속 따뜻함의 개념과 연결되어 인식되는 

것을 다중감각적 따뜻함이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각적 따뜻함에 

초점을 맞추며, 선행 연구에 기반하여 시각적으로 따뜻함 인식을 가능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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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환경 요소를 색상과 소재로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을 구성하는 색과 소재의 특성에 의해 인식되는 

시각적 온도 이용하여 따뜻한 환경을 구현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시각적으로 따뜻한 환경은 색 온도가 5000K 이하인(e.g., 2,700 ~ 

3,000K) 빨강, 주황 등의 난색으로 구성되며, 선행 연구를 통해 따뜻한 

소재로 규명된 목재나 벽돌을 이용하여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시각적으로 차가운 환경은 색 온도가 5000K 이상인 파랑, 백색 등의 

색을 이용하고, 온도저항성이 낮으며 표면이 매끈한 메탈이나 유리 

소재의 가구 및 집기를 이용하여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시각적으로 따뜻한 환경의 효과: 체화된 인지의 동화 효과 

 

체화된 인지의 동화 효과는 특정 개념과 연관된 지식 구조를 

활성화하여 판단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개념적 점화(see Förster 

& Liberman, 2007; Higgins, 1996)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전통적 

점화 방식을 이용한 선행 연구들은 문장 완성 과업과 같은 언어적 

양식이나 시각적 이미지의 제시를 이용해 점화시키고자 하는 개념을 

직접적으로 제공해왔다. 이후 은유를 통한 점화 기법의 발달은 구체적인 

원천의 개념을 점화시키는 것(e.g., 벽난로 사진을 보여줌)이 추상적인 

대상 개념으로 연결된다는 것(e.g., 따뜻한 마음)을 가능케 하였다. 

나아가 최근 체화된 인지 연구는 신체적 경험에 의해서도 은유적으로 

연관된 추상적 개념이 점화될 수 있음을 밝히며 신체적 상태와 심리적 

상태 간 양방향적 관계에 대한 설명을 가능케 하였다.  

넓은 의미의 체화된 인지는 추상적 개념을 활성화시키는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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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신체적 상태에 제한하지 않고 시뮬레이션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Barsalou, 2008). 신체적 경험에 대한 심적 시뮬레이션만으로도 

추상적 개념으로의 연결을 가능케 했듯이(Macrae et al., 2013), 시각 

양식을 통해 경험된 따뜻함이 연관된 지식 구조를 활성화하여 심리적 

따뜻함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시각적으로 따뜻한 환경에 대한 선호: 체화된 인지의 보완 

효과 

 

체화된 인지의 보완 효과는 목표 체계 이론(Kruglanski et al., 

2002)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다. Zhang and Risen(2014)는 목표 

체계의 속성에 기반하여 따뜻함의 보완 효과의 양상을 몇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어떤 대상의 가치는 그 대상이 목표를 위한 수단인지 

아닌지 여부에 달려있다는 목표 체계의 속성으로 인해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목표가 활성화되었을 때 목표로의 나아가는 수단에 대한 

강한 선호로 연결된다(Chartrand, Huber, Shiv & Tanner, 2008). 이 

속성에 따르면 따뜻함에 대한 추구와 목표의 달성은 사람들이 차가움을 

줄이고자 하는 동기가 부여되었을 때 가장 가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시각적으로 따뜻한 환경에 대한 선호는 목표 체계 이론을 

바탕으로 심리적 따뜻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동기가 부여된 상황에서 

나타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따뜻함에 대한 추구는 차가움이라는 개념 자체로 점화된 

경우보다 차가움을 줄이고자 하는 목표로 점화된 경우에 더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들에 



56 

 

가치를 부여하지만 단지 추상적으로 연관된 개념에 대해서는 가치를 

부여하지는 않는다(Förster, Liberman & Friedman, 2007). 따라서 

사람들은 단순히 차가움의 개념이 활성화되었을 때가 아니라 따뜻함을 

추구하기를 원할 때 선호 행동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주어진 목표 추구를 위한 수단의 가치는 대안적인 목표가 

활성화됨에 따라 줄어들 수 있다(Brendl, Markman, & Messner, 2003).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따뜻함을 

추구하는 것은 다른 목표(e.g., 효능감 추구 등 차가움을 줄이는 것과 

관계없는 목표)가 활성화된 경우 더 이상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게 된다. 

따라서 사회적 배제 상황의 경우에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른 목표가 

존재하는 경우 따뜻함 추구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물리적 따뜻함을 시각적 

따뜻함으로 확장하여 심리적 따뜻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따뜻함의 상호보완 효과를 추구하는 동기에 따라 시각적 따뜻함에 대한 

선호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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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절 연구 가설 설정 

 

본 연구는 점포 환경의 시각적 따뜻함이 소비자의 심리적 따뜻함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시각적으로 따뜻한 매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를 설명할 수 있는 매개변수 및 조절변수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전체적인 틀에서 점포 환경의 시각적 따뜻함을 다루고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시각적으로 따뜻한 점포 환경의 효과에 대한 

탐구와 시각적으로 따뜻한 점포 환경에 대한 선호를 규명하는 두 개의 

하위 연구 모델로 제시될 수 있다.  

 

 

 시각적 따뜻함으로 인한 심리적 따뜻함의 발현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구현된 시각적으로 따뜻한 환경은 체화된 

인지 연구에서 심리적 따뜻함으로의 연결이 규명된 물리적 따뜻함의 

확장된 역할을 할 것이라 제안한다. 이에 연구문제 1에서는 시각적으로 

따뜻한 환경과 심리적 따뜻함의 관계를 알아볼 것이다([그림 ３-1] 

참고). 구체적으로, 시각적으로 따뜻한 매장 내 소비자들은 시각적으로 

차가운 매장 내 소비자보다 따뜻한 감정을 느낄 것이라 예상하고, 

나아가 따뜻한 매장 내의 소비자들이 시각적으로 차가운 매장 내 

소비자들에 비해 따뜻한 행동을 하리라 예상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두 

개의 가설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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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 시각적으로 따뜻한 환경은 심리적 따뜻함을 유발할 것인가? 

가설 1-1. 시각적으로 따뜻한 환경 내 소비자들은(vs. 시각적으로 

차가운 환경 내 소비자들보다) 따뜻한 감정을 느낄 것이다.  

가설 1-2. 시각적으로 따뜻한 환경 내 소비자들은(vs. 시각적으로 

차가운 환경 내 소비자들보다) 따뜻한 행동을 할 것이다. 

 

 

 

 시각적으로 따뜻한 환경에 대한 선호 

 

앞서 제시된 연구문제 1에서 환경의 시각적 따뜻함과 환경 내 

소비자의 심리적 따뜻함 간 관계가 규명되었다면, 다음으로는 

시각적으로 따뜻한 환경과 소비자의 상호작용과 선호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뜻함에 대한 추구를 목표 체계 이론으로 설명한 Zhang 

and Risen(2014)의 연구에 따르면, 따뜻함에 대한 선호는 이를 

추구하고자 하는 동기가 활성화되었을 때 일어난다. 이를 본 연구에 

적용하면 시각적으로 따뜻한 환경에 대한 선호는 따뜻함을 추구하고자 

[그림 ３-1] 연구문제 1의 개념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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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동기 있는 경우에 나타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관계 욕구를 이용하여 심리적 따뜻함 추구의 동기를 

조작하였으며, 관계 욕구가 높은 경우 시각적으로 차가운 환경보다 

따뜻한 환경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날 것이라 예상한다. 본 

연구에서는 관계 욕구를 반영하는 소비자의 내적 상태를 측정하는 

방법과 외부적인 상황을 통해서 관계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방법을 

이용해 관계 욕구에 따른 조절효과를 규명할 것이다. 

물리적 따뜻함이 유발한 따뜻한 감정이 제품 평가에 긍정적으로 

연결됨을 밝힌 Zwebner et al.(2014)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시각적으로 따뜻한 환경에 대한 선호는 따뜻한 감정으로 매개될 것을 

제안한다. 대상에 대한 선호가 동기에 의해 조절될 수 있듯이, 

시각적으로 따뜻한 환경이 제공하는 따뜻한 감정 경험 또한 동기에 의해 

조절되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선행연구들은 따뜻함의 체화된 

인지 효과가 조절될 수 있음을 밝히며, 애착 불안이 높은 경우와 같이 

따뜻함을 더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서 따뜻함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반면 따뜻함 추구 동기가 낮은 경우(e.g., 안정적인 가족의 지지, Chen 

et al., 2015) 따뜻함의 효과가 감소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에, 

시각적으로 따뜻한 환경이 제공하는 따뜻한 감정의 경험은 관계 욕구가 

높은 사람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 해당 환경에 대한 선호로 연결되는 

반면, 관계 욕구가 낮은 사람들에게서는 이와 같은 관계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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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 관계 욕구를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따뜻한 환경에 대한 선호 

양상을 규명한다. 

가설 2-1. 관계 욕구가 높은 사람들은 시각적으로 차가운 환경보다 

시각적으로 따뜻한 환경을 더 선호할 것이며 관계 욕구가 낮은 

사람들에게서는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가설 2-2. 매장 환경과 관계 욕구의 상호작용 효과는 친밀감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그림 ３-2] 연구문제 2의 개념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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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３절 연구의 구성 및 절차 

 

본 절에서는 앞서 제안한 연구 가설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 구성과 절차는 [그림 ３-3]과 같다.  

 

 

[그림 ３-3] 실증 연구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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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증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시각적으로 따뜻한(vs. 차가운) 환경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4개의 독자적인 실험으로 구성되었다. 

실험 1과 실험 2는 연구문제 1 점포 환경의 시각적 따뜻함이 소비자의 

심리적 따뜻함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환경이 

유발하는 감정과 환경 내 소비자들의 행동을 통해 이를 검증하였다. 

실험 3과 실험 4는 연구문제 2에서 기술된 시각적으로 따뜻한 환경에 

대한 선호를 규명하고자 설계되었으며 시각적으로 따뜻한 매장이 

선호되는 조건과 선호 매커니즘을 각각 조절변수와 매개변수를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실험 1은 시각적으로 따뜻하거나 차가운 여성복 전용 매장을 

디자인하여 실험 자극물로 이용하였으며, 여성 피험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시각적으로 따뜻한 환경이 심리적 따뜻함을 유발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2개(시각적으로 따뜻한 매장 vs. 시각적으로 차가운 

매장)의 조건에 대하여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심리적 따뜻함 측정을 

위한 감정 변수(e.g., 친밀함, 친근함)를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따뜻한 

매장이 시각적으로 차가운 장보다 더 친밀하게 인식되는지 확인하였다. 

실험 2는 시각적으로 따뜻한 매장 환경을 베이직한 제품들(e.g., 

잡화)로 구성하여 남녀 소비자 모두를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행동 수준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따뜻함을 타인 

지향적이며 타인지향적인 행동 경향으로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매장 

내에서 제공하는 두 가지 프로모션(기부 프로모션 vs. 가격할인 

프로모션)에 대한 선택 행동을 통해 시각적으로 따뜻한 매장 내 

소비자들이 심리적으로 따뜻한 것으로 여겨지는 기부 프로모션 선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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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게 나타내는지 살펴보았다.  

실험 3과 4는 실험 1과 동일한 자극물을 사용하였고 미국인 여성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관계 욕구의 조절 역할과 친밀감의 매개효과 

규명을 위해 실시되었다. 실험 3에서는 피험자들의 친화동기를 측정하여 

소비자들의 친화동기가 높은 경우 시각적으로 따뜻한 매장이 선호되는지 

나타나는지 확인하였고, 친화동기에 따른 매장 선호가 친밀감으로 

설명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실험 4에서는 사회적 배제 조건을 

이용하여 관계 욕구를 자극하는 경우 시각적으로 따뜻한 매장에 대한 

선호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고, 실험 3과 동일하게 

시각적으로 따뜻한 매장에 대한 선호가 친밀감 경험으로 설명되는지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면제 받았으며 

승인 번호는 E1602/002-008이다.  

 

 

 용어의 조작적 정의 

 

(1) 시각적 따뜻함에 대한 정의 

 

실증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시각적으로 따뜻한 환경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건축 분야에 있어서 따뜻함의 

개념은 건물 요소의 물질적 측면을 묘사하는 데에 자주 사용되어 왔고 

(Thiis-Evensen, 1989), 비 건축가들의 물리적 환경 묘사 시 사용되는 

용어로 자리 잡았으나(Vielhauer-Kasmar, 1970), 학술적인 개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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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된 역사는 길지 않다.  

건축 및 디자인 분야의 선행 연구들은 시각을 통해서도 따뜻함이 

인식될 수 있음을 증명해왔고, 사람들이 시각을 통해 인식하는 따뜻함을 

시각적 따뜻함(visual warmth)으로 정의하여 사용했다. 이들의 

연구에서 시각적 따뜻함은 주로 색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고, 물질적 

속성(e.g., 질감 등)으로 인한 따뜻함 인식은 촉각적 따뜻함(tactile 

warmth)로 구분하여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촉각적 따뜻함은 

사람들이 물질을 직접 만지지 않고도 인식될 수 있는데 (Wastiels et al., 

2012b), 이는 사람들이 해당 물질에 대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며, 

시각의 지배성(visual dominance)에 기인한다.  

온도 차이를 통해 전달되는 물리적 따뜻함이 아닌 타 감각 

양식(시각, 촉각, 후각 등)에 대한 선행 연구의 문헌 고찰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매장의 시각적 따뜻함 인식을 가능케 하는 요인을 1) 

환경을 구성 요소들의 색, 2) 환경을 구성 요소들의 소재로 

확장하였다([그림 ３-4참고). 즉, 선행 연구에서 시각적 따뜻함을 색 

위주로 설명한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소재의 

따뜻함 인식이 해당 환경의 시각적 따뜻함을 더 높일 수 있으리라 여겨 

소재의 따뜻함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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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리적 따뜻함에 대한 정의 

 

대인관계적 따뜻함(William & Bargh, 2008), 사회적 따뜻함(Bargh 

& Shalev, 2012)등의 용어와 혼용되는 심리적 따뜻함이라는 개념은 

연구의 정황에 따라 다르게 명명되어 왔고, 이 개념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합의된 측정 도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실증 연구를 

위하여 심리적 따뜻함을 다룬 선행 연구를 고찰한 결과, 심리적 

따뜻함의 측정은 연구의 정황에 따라 주로 1)감정적 차원, 2)행동적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인지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따뜻함의 효과를 규명한 연구들이 존재하지만 이들은 따뜻함의 효과를 

근접성(proximity)라는 기존의 개념을 차용하여 거리 인식, 유사성 인식 

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e.g., IJzerman & Semin, 2009; 2010).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시각적 따뜻함의 결과로 

나타나는 심리적 따뜻함을 감정적 차원, 행동적 차원에서 측정하고자 

하였다. “심리적 따뜻함을 느끼는가?”와 같이 개념을 이용한 직접적 

질문을 던지기에 심리적 따뜻함이라는 개념은 다소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림 ３-4] 환경의 시각적 따뜻함에 대한 조작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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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상대적으로 측정 가능한 변수 

수준에서 심리적 따뜻함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먼저, 감정적 차원의 

심리적 따뜻함의 경우 Zwebner et al.(2014)의 연구에서 측정한 

여러가지 감정 변수들 중 따뜻함 차원의 변수로 구분된 

친밀감(intimacy)으로 정의하고 측정하도록 하였다. 행동 수준에서 

발현되는 심리적 따뜻함은 인식의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활성화된 개념과 

일관된 행동을 한다는 지각-행동 모델(Dijksterhuis & Bargh, 2001)에 

근거하여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타인지향적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심리적 따뜻함은 구체적 실체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은유적 전달 

전략에서 말하는 원천의 경험(e.g., 구체적인 신체적 경험)이 없이는 

심리적 따뜻함으로 해석될 수 없는 한계를 가지만, 반대로 시각적 

따뜻함과 같이 원천의 경험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차원에서 

심리적 따뜻함이 발현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이 선행 연구에서 

물리적 따뜻함으로 발현된 체화된 인지 효과를 시각적 따뜻함의 효과로 

확장하는 데 있기에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방식을 다양하게 

적용하여 여러 차례 검증하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여겨졌다. 이에 각 

실험의 정황에 맞추어 심리적 따뜻함을 친밀한 감정과 타인지향적 

행동으로 측정함으로써 시각적으로 따뜻한 매장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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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４장 실 험 1 

 

실험 1은 가설 1의 검증을 위하여 시각적으로 따뜻한 환경에 

노출된 소비자가 심리적 따뜻함을 느끼게 됨을 환경에 대한 친밀감을 

확인함으로써 환경의 시각적 따뜻함과 심리적 따뜻함 인식과의 관계를 

알아볼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１절 연구 방법 

 

실험 1에서는 시각적으로 따뜻하거나 차갑게 디자인된 매장 환경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적 따뜻함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실험은 총 2 개(매장 조건: 시각적 따뜻함 vs. 시각적 차가움)의 

집단 간 피험자 조건으로 설계되었다. 실험 1을 진행하기 위한 자극물 

제작, 측정도구,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극물 제작 방법 

 

실증적 실험 설계를 위해 본 실험에서는 가상의 매장 환경을 

제작하여 시각적인 환경을 제시하였다. 매장 자극물은 현실감 있는 

환경을 구현하고자 인터넷에서 수집한 다양한 여성복 매장 사진을 

참고하여 제작되었으며, 소비자들이 기존에 보유한 브랜드 선호 효과를 

차단하기 위하여 브랜드 정보는 일절 포함하지 않았다. 

매장 내 제품의 연출은 VMD 매뉴얼을 따라 크게 PP와 IP로 

구성하여 매장 중심에 위치한 테이블을 이용한 주요 제품의 전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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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의 벽면 선반을 이용한 제품의 제시로 이루어졌다. 레이아웃은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Turley & 

Milliman, 2000; Wineman & Peponis, 2010) 매장 내 위치한 가구, 

집기 및 제품의 수와 진열 방식과 같이 레이아웃에 영향을 주는 모든 

물리적 환경의 구성 요인을 두 매장 간에 동일하게 구성하였으며, 

전시된 상품의 종류와 수량도 동일하게 하여 시각적 따뜻함 요인 외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각적 따뜻함의 조절을 위해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점포 환경을 구성하는 색과 소재를 변형하였는데, 이는 Baker(1986)에 

의해 제안된 점포의 환경 요인 중 디자인 요인에 해당한다. 디자인 

요인은 벽과 바닥의 재료, 질감, 색, 조명 및 기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매장의 벽, 바닥 및 가구 집기의 

재료 변형을 통한 색과 소재에 차이를 구현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시각적으로 따뜻한 매장에서는 바닥을 마룻바닥으로, 

벽면을 목재 및 벽돌로 구성하였으며, 매장 내 가구 집기의 소재도 

목재로 제한하여 전반적인 색상이 5000K 이하의 황색, 적색 톤을 

나타내도록 디자인되었다. 시각적으로 차가운 매장의 바닥은 대리석으로, 

벽면은 콘크리트로 구성하였으며, 매장 내 가구 집기의 소재도 메탈로 

제한하여 전반적 색상을 5000K 이상의 백색, 청색 톤을 나타내도록 

디자인되었다. 최종 실험에 사용된 자극물은 [그림 ４-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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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극물 조작 점검 척도 

 

시각을 비롯하여 후각, 촉각 등으로 인식되는 다중 감각적 따뜻함의 

개념을 다룬 선행 연구들은 따뜻함 인식의 측정을 위해 피험자들이 느낀 

“따뜻함”이 물리적 따뜻함인지 심리적 따뜻함인지 구분하지는 않았다 

(Fenko et al., 2010; Wastiels et al. 2012a; Wastiels et al. 2012b; 

Madzharov et al. 2015).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시각적으로 따뜻한 환경의 색과 소재에 대한 조작 점검 시 “따뜻하다-

차갑다”라는 단일 차원의 측정 항목을 사용하였다.  

시각적으로 따뜻하거나 차가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본 연구에서 

차이를 둔 부분은 매장의 천장, 바닥, 벽과 같은 실내 디자인 요소 및 

[그림 ４-1] 시각적으로 따뜻한 매장(상)과 차가운 매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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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을 구성하는 가구의 색과 소재이다. 선행 연구를 통해 색과 소재가 

온도 인식을 불러일으킴이 여러 차례 확인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이용하여 시각적 따뜻함을 조작하였고, 이에 조작 점검 문항은 

매장을 구성하는 색과 소재에 대한 두 문항으로 구성되었다([표 ４-1] 

참고). 

 

[표 ４-1] 환경의 시각적 따뜻함 측정 도구 

측정 문항 척도 

1) 본 매장 환경의 전반적인 색 차가움 – 따뜻함* 

7점 의미분별척도 2) 본 매장 환경을 구성하는 전반적인 소재 

*출처: Fenko et al.,(2010) 

 

환경의 시각적 따뜻함 조건에 따라 사람들이 지각하는 해당 환경의 

물리적 온도 인식을 측정하는 도구는 IJzerman and Semin(2010), 

Zhong and Leonardelli(2008), Szymkow et al.(2013)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미국 난방 냉동 공조학회(American Society of Heating, 

Refrigerating and Air-Conditioning Engineers, ASHRAE)에 따르면 

편안함을 느끼는 수준에서 온도는 약 20~28℃의 변화량을 가질 수 

있으며(ASHRAE, 2010), 실내 공간 온도의 따뜻함과 차가움을 

선행요인으로 다룬 과거 연구들은 평균적으로 18℃~24℃ 의 범위를 

가진다(e.g., Ijzerman and Semin. 2009). 이를 바탕으로 본 실험에서는 

[표 ４-2]과 같은 문항에 대해 0~40℃ 슬라이딩 척도로 응답하도록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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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４-2] 물리적 온도의 지각 측정 도구 

측정 문항 척도 

제시된 매장의 온도는 몇 도 씨로 예상되십니까? 

(단위: ℃)* 
40점 슬라이딩 척도 

*출처: IJzerman & Semin(2010), Zhong & Leonardelli(2008), Szymkow et al.(2013) 

 

 

(2) 조작 조건에 대한 실험 자극물의 타당성 검증: 시각적 따뜻함 

 

구현된 실험 자극물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온라인 전문 조사 

기관을 이용하여 사전조사(N = 36)를 실시하였다. 자극물로 제시된 

여성복 전용 매장의 특성 상 피험자를 20~30대 여성으로 제한하였으며,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29.61세로 나타났다. 모집된 응답자는 

시각적으로 차갑거나 따뜻하게 제작한 자극물 조건에 임의로 배정되어 

매장에 대한 매력성을 평가하고, 자극물 제작 시 조작한 환경 구성 

요소인 환경의 색과 소재에 대하여 따뜻함 인식을 응답한 후 각 환경에 

대한 물리적 온도의 지각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매장 조건을 독립변수로, 따뜻함 인식을 종속변수로 한 독립표본 t- 

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시각적으로 따뜻하게 구현된 매장의 색과 

소재 모두 시각적으로 차가운 환경에 비해 더 따뜻하게 인식됨을 

확인하였다([표 ４-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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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４-3] 실험 자극물 조작의 타당성 검증 결과 

 

매장 조건 

t(34) 
유의확률 

(양측검정) 
시각적 차가움  

(N = 19) 

시각적 따뜻함  

(N = 17) 

환경의 색 2.53 (1.07) 5.59 (1.27) -7.81 .000 

환경의 소재 2.84 (.83) 5.35 (1.11) -7.70 .000 

 

도출된 유의성이 조건에 따른 상대적인 값의 차이가 아님을 

확인하기 위하여 의미분별척도의 중간값인 4점(i.e., 1 = 차갑다, 4 = 

보통이다, 7 = 따뜻하다)을 검정값으로 하여 각 자극물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일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시각적으로 차가운 매장의 경우 

색과 소재에 대한 응답치 각각이 모두 4점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자극물의 시각적 따뜻함이 충분히 낮은 것을 확인하였고(M색 = 

2,53, t(18) = -5.99, p < .001; M소재 = 2.84, t(18) = -6.05, p < .001), 

시각적으로 따뜻한 매장에 대한 각 응답치는 4점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극물의 시각적 따뜻함이 충분히 높음을 

확인하였다(M색 = 5.59, t(16) = 5.13, p < .001; M소재 = 5.35, t(15) = 

5.00, p < .001).  

추가적으로 시각적 따뜻함 조건에 따른 물리적 온도 인식을 확인한 

결과, 시각적으로 따뜻한 매장의 온도(M = 23.59℃)가 시각적으로 

차가운 매장(M = 19.00℃)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인식되어 구현된 

자극물의 타당성을 뒷받침하였다(t(34) = -2.36, p =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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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작 조건 외 실험 자극물의 타당성 검증: 매력성 인식  

 

사전조사를 통해 환경의 시각적 따뜻함을 조작하여 구현된 

시각적으로 따뜻한 매장과 시각적으로 차가운 매장 간 매력성에는 

차이가 없도록 조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환경의 미적 품질을 연구한 

Fisher(1974)의 연구와 이를 상업적 리테일 환경에 적용한 Orth and 

Wirth(2014)의 연구의 연구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제품 평가에 

해당되는 두 개의 항목을 제거한 단일 항목에 대해 매장 조건에 따른 

매력성 인식을 독립표본 t-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두 매장 조건 간 

매력도 인식에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표 ４-4] 참고).  

자극물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 시각적 따뜻함의 차원에 따른 차이만 

유의하고 매력성에서는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제작된 실험 

자극물을 실험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표 ４-4] 실험 자극물 간 매력성 차이 검증 

 

매장 조건 

t(34) 
유의확률 

(양쪽) 
시각적 차가움  

(N = 19) 

시각적 따뜻함  

(N = 17) 

매력성 4.21 (1.44) 4.06 (1.82) .28 .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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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 도구의 개발 

 

(1) 종속변수: 친밀감 

 

본 연구에서는 매장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심리적 따뜻함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Zwebner et al.(2014)이 확인한 따뜻함 차원의 감정 

변수를 사용하였다. 그들은 물리적 따뜻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제품 평가 

시 가까움, 친밀함의 변수에 대해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함을 확인하여, 

이를 따뜻함 관련 감정 변수들로 정의하였다. 이에 본 실험에서는 

환경의 시각적 따뜻함에 따른 심리적 따뜻함 경험을 [표 ４-5]에서 

제시된 두 개의 항목으로 측정하였고, 친밀감으로 변수화 하였다. 

 

[표 ４-5] 친밀감 측정 문항 

측정 문항 척도 

본 매장은 … 
1) 친밀하지 않다 --- 친밀하다 7점 

의미분별척도 2) 친근하지 않다 --- 친근하다 

*출처: Zwebner et al. (2014) 

 

 

(2) 기타 변수: 매장 평가 요소 

 

 본 실험에서 알고자 하는 매장 환경의 시각적 따뜻함 효과가 

심리적 따뜻함의 차원이 아닌 타 매장 평가 요소에서는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력성을 비롯한 다양한 평가 요소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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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４-6] 매장 평가 문항 

측정 문항 척도 

1) 매력적이지 않다 – 매력적이다 

7점 

의미분별척도 

2) 호감이 가지 않는다 – 호감이 간다 

3) 아름답지 않다 - 아름답다 

2) 제품 품질이 낮다 – 제품 품질이 높다 

3) 제품 가격대가 낮다 – 제품 가격대가 높다 

*출처: Fisher(1974); Orth & Wirtz(2014) 

 

 

 실험 절차 및 자료 수집 

 

본 실험의 데이터 수집은 온라인 전문 조사 기관을 통해 모집된 

20대~30대 여성 소비자 패널을 대상으로 2016년 1월 22일부터 1월 

25일까지 4일간 실시되었다. 모집된 참가자들은 매장 조건(시각적 

따뜻함 vs. 시각적 차가움)의 총 2개 조건 중 한 조건에 무작위로 

배정되었고, 총 270개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모든 참가자는 개인 

컴퓨터의 모니터에 나타난 매장 사진 및 지시문을 보고, 제시되는 

질문에 응답하도록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실험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피험자들은 모니터의 첫 

화면에서 제시되는 연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읽고, 자발적으로 실험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실험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피험자들은 임의로 배정된 조건에 해당하는 매장 사진과 함께 

제시된 짧은 쇼핑 시나리오를 읽고(e.g., “귀하는 주말에 입을 옷을 사기 

위해 돌아다니던 중, 다음과 같은 의류 패션 매장을 발견하였습니다.”), 

10초 동안 본 매장에서 쇼핑하는 듯한 상상을 하며 주의 깊게 매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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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러보도록 요구 받았다. 

다음 페이지에서 피험자들은 본 실험의 종속변수인 친밀감에 대해 

응답하고 매장에 대한 평가 항목과 물리적 온도 인식 및 시각적 

따뜻함의 조작 점검 문항에 대하여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구통계적 

문항들을 작성한 후 실험을 종료하도록 하였다.  

 

 분석 방법 

 

본 실험에서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뢰도 분석,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불성실한 응답 1개를 

제외한 총 269개의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매장 조건(시각적 

따뜻함 vs. 시각적 차가움)에 따른 2개의 실험 집단 별 샘플 수는 아래 

[표 ４-7]와 같다.  

 

[표 ４-7] 실험 1을 위한 표본 설계 

항목 유형 1 유형 2 

매장 조건 시각적 따뜻함 시각적 차가움 

샘플 수(명) 133 136 

합계(명) 269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수집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평균 연령은 29.01세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6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대학교 재학 중이 

24.5%, 대학원 재학이 8.6%,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5.9%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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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였다. 응답자의 직업은 일반 사무직이 36.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학생이 226.8%, 전문직 11.5%, 전업주부 10.4%, 무직 10%, 

서비스업 3.3%, 기타 1.9%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개의 실험 집단에 따른 연구 참여자 표본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구통계적 특성인 연령, 학력, 직업군에 대하여 

대하여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４-8]과 같이 실험 

집단 유형에 따른 표본의 동질성에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표 ４-8] 인구통계적 특성 및 표본의 동질성 검정(실험 1) 

항목 세부 범주 유형 1 유형 2 𝜒2(df) 유의확률 

연령 
20대 

30대 

66 

67 

71 

65 
.179(1) .672 

학력 

고졸이하 

대학재학 

대학졸업 

대학원이상 

6 

36 

80 

11 

10 

30 

84 

12 

1.65(3) .647 

직업 

무직 

전업주부 

학생 

일반사무직 

전문직 

서비스업 

기타 

6 

17 

38 

46 

19 

5 

2 

21 

11 

34 

51 

12 

4 

3 

11.96(6) .063 

합계 133 136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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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절 분석 결과 및 논의 

 

 분석 결과 

 

(1) 자극물 조작 점검 

 

매장 환경의 시각적인 따뜻함 또는 차가움을 피험자들이 충분히 

인식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제시한 2개의 조작 점검 문항 각각에 대하여 

매장의 조건에 따른 t-검정 결과, 매장 환경의 색, 소재의 조작을 통한 

시각적 따뜻함과 차가움 인식은 성공적으로 나타났다. 즉, 시각적으로 

따뜻한 환경의 색(M = 5.37)과 소재(M = 5.06)가 시각적으로 차가운 

환경의 색(M = 2.67)과 소재(M = 2.82)에 비해 유의하게 더 따뜻한 

것으로 인식되었다([표 ４-9] 참고). 시각적 따뜻함 인식은 2개의 

문항의 평균값으로 사용하였고 신뢰도는 만족할 만한 수치로 

나타났다(α= .935). 

 

[표 ４-9] 시각적 따뜻함 조작 점검 결과(실험 1) 

 
매장 조건 

t(267) 
유의확률 

(양쪽) 시각적 차가움 시각적 따뜻함 

환경의 색 2.67 (1.31) 5.37 (1.27) -17.18 .000 

환경의 소재 2.82 (1.19) 5.06 (1.39) -14.20 .000 

 

추가적으로 매장 조건에 따른 물리적 온도 지각 수준을 알아본 결과, 

시각적으로 따뜻한 매장에 대한 주관적 물리적 온도 지각의 평균이 

24.08℃(SD = 4.40)로 시각적으로 차가운 매장의 온도 평균값인 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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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 = 6.40)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39.78)=-7.60, p 

< .001).  

 

(2) 종속변수: 친밀감 

 

매장 조건에 따른 피험자들의 친밀감을 알아보기 위하여 두 개의 

항목으로 측정된 친밀감( α = .948)을 종속변수로 한 독립 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시각적으로 차가운 매장 환경(M = 

3.30)보다 따뜻한 매장 환경에 대한 친밀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M = 

3.69, t(267) = -2.419, p = .016) 따라서 가설 1-1을 지지하였다 

([표 ４-10] 참고). 

 

[표 ４-10] 매장 조건에 따른 친밀감 경험 

종속변수 
매장 조건 

t(267) 
유의확률 

(양쪽) 시각적 차가움 시각적 따뜻함 

친밀감 3.30 (1.30) 3.69 (1.32) -2.42 .016 

 

[그림 ４-2] 매장 조건에 따른 친밀감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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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측정한 매장 평가 항목에서 매장 조건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한 결과, 전 항목에서 시각적으로 따뜻한 매장과 

시각적으로 차가운 매장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４-11] 참고).  

 

[표 ４-11] 매장 조건에 따른 평가 항목 차이 

종속변수 
매장 조건 

t(267) 
유의확률 

(양쪽) 시각적 차가움 시각적 따뜻함 

매력성 4.07 (1.41) 4.20 (1.46) -.697 .487 

호감도 3.94 (1.35) 4.08 (1.42) .879 .380 

아름다움 4.38 (1.26) 4.55 (1.26) 1.19 .233 

품질 인식 5.26 (1.08) 5.15 (1.06) -.793 .429 

가격 인식 5.49 (1.11) 5.32 (1.11) -1.08 .280 

 

 

논 의 

 

실험 1에서는 시각적으로 따뜻하거나 차가운 매장에서 소비자들의 

심리적 따뜻함 경험이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Zwebner et al.(2014)의 

측정 도구를 이용하여 사람들이 느끼는 심리적 따뜻함을 친밀감으로 

변수화하여 매장 조건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 결과, 시각적으로 따뜻한 

환경에서 시각적으로 차가운 환경 조건일 때보다 더 높은 친밀감을 

느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타 리테일 점포 환경의 평가 요소에 대하여 

매장 조건에 따른 차이를 확인한 결과, 차이가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통해 환경의 시각적 따뜻함은 따뜻함 관련 변수(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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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감)에서만 차이를 불러일으킴을 알 수 있다.  

시각적으로 따뜻한 환경이 심리적 따뜻함을 유발한다는 것을 밝힌 

본 실험은 물리적으로 따뜻한 환경에서(차가운 환경일 때보다) 더 높은 

심리적 따뜻함을 보고한 Zwebner et al.(2014)의 연구와 일관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선행 연구에서 확인한 물리적 따뜻함의 효과를 

시각적 따뜻함이라는 다중감각적 따뜻함의 영역으로 확장한 데에 의의가 

있다. 실험 2에서는 시각적으로 따뜻한 환경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따뜻한 행동을 하도록 함을 확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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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５장 실 험 2 

 

실험 2에서는 시각적으로 따뜻한 환경이 환경 내 소비자의 따뜻한 

행동을 유발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특정 개념이 활성화된 경우 이와 

일관된 행동을 한다는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Dijksterhuis & Bargh, 

2001), 본 연구에서는 환경의 시각적 따뜻함이 유발하는 심리적 

따뜻함을 행동 수준에서 알아볼 것이다. 

 

 

제１절 연구 방법 

 

실험 2에서는 시각적으로 따뜻하거나 차가운 환경 내에서 

소비자들의 심리적 따뜻함 경험을 행동적 반응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타적인 동기의 매장 내 프로모션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를 

통해 환경의 시각적 따뜻함이 심리적 따뜻함을 유발한다는 것을 

검증하도록 할 것이다. 실험 2를 진행하기 위한 자극물 제작, 설문지 

항목,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극물 제작 방법 

 

실증적 실험 설계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가상의 매장 환경을 

제작하여 시각적인 환경을 제시하였다. 현실성 있는 패션 매장의 구현을 

위해 연구자에 의해 직접 촬영된 실제 패션 매장(i.e.,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Fossil 플래그십 스토어)의 사진을 바탕으로 매장의 레이아웃이 

결정되었다. 실제 매장을 참고하여 매장의 규모는 가로 4미터, 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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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미터, 높이 3미터로 디자인되었으며, 매장 안쪽에서 측면으로 바라보는 

장면을 이용하여 피험자들이 매장을 보다 넓은 관점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비자들이 기존에 보유한 브랜드 선호 효과를 차단하기 

위하여 브랜드 정보는 일절 포함하지 않았다.  

매장 내 제품의 연출은 VMD 매뉴얼에 따라 매장 중심의 PP와 

주변부의 IP로 구성되었다. 매장 내 위치한 가구, 집기 및 제품의 수와 

진열 방식과 같이 레이아웃에 영향을 주는 모든 물리적 환경의 구성 

요인은 두 매장 간 동일하게 디자인하였으며, 사용된 제품의 종류도 

동일하게 하여 시각적 따뜻함 외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시각적으로 따뜻한 매장의 경우 바닥은 목재 소재, 벽면은 벽돌 

소재로 디자인하였고, 매장 내에서 사용된 가구도 목재 소재를 주로 

사용하였다. 반면, 시각적으로 차가운 매장의 경우 바닥을 대리석으로, 

벽면을 시멘트 소재로 디자인하였으며, 가구의 소재는 메탈을 주로 

이용하였다. 시각적 따뜻함을 조작하기 위한 환경의 색과 소재를 제외한 

모든 요소는 두 조건 간 동일하게 제약하였다. 실험을 위해 사용된 최종 

자극물은 [그림 ５-1]와 같다. 

 

[그림 ５-1] 시각적으로 따뜻한 매장(좌)과 시각적으로 차가운 매장(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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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작 조건에 대한 실험 자극물의 타당성 검증: 시각적 따뜻함  

 

구현된 자극물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조사(N = 55)를 

실시하였다. 모집된 피험자의 연령은 22.89세이고 56.4%가 여성 

응답자이다. 자극물에 대한 사전조사 방법은 실험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매장 조건을 독립변수로, 따뜻함 인식을 종속변수로 한 독립표본 t- 

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시각적으로 따뜻하게 구현된 매장과 소재 

모두 시각적으로 차가운 환경에 비해 더 따뜻하게 인식됨을 

확인하였다([표 ５-1] 참고).  

 

[표 ５-1] 실험 자극물 조작의 타당성 검증 결과 

 

매장 조건 

t(53) 
유의확률  

(양쪽) 
시각적 차가움  

(N = 29) 

시각적 따뜻함  

(N = 26) 

환경의 색 2.24 (.95) 5.96 (.96) -14.43 .000 

환경의 서제 2.34 (.94) 5.77 (1.11) -12.43 .000 

 

 

각 매장에 대한 응답치가 독립적으로도 충분히 따뜻하거나 차갑다고 

인식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리커트 척도의 중간값(i.e., 4 = 

보통이다)에 대하여 일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시각적으로 

차가운 매장의 경우, 각 응답치가 4점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자극물의 시각적 따뜻함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낮음을 뒷받침할 수 

있다(M색상 = 2.24, t(28) = -9.96, p < .001; M소재 = 2.34, t(28) = -

9.52, p < .001). 시각적으로 따뜻한 매장의 경우 응답치가 4점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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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극물의 시각적 따뜻함이 충분히 높음을 

뒷받침할 수 있다(M색상 = 5.96, t(25) = 10.44, p < .001; M소재 = 5.77, 

t(25) = 8.15, p < .001).  

시각적 따뜻함 조건에 따른 물리적 온도 지각을 확인한 결과, 

시각적으로 따뜻한 매장의 온도(M = 22.64℃)가 시각적으로 차가운 

매장(M = 17.73℃)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인식되어 구현된 

자극물의 타당성을 뒷받침하였다(t(53) = -4.896, p < .001).  

 

(2) 조작 조건 외 실험 자극물의 타당성 검증: 매장 매력성 

 

환경의 시각적 따뜻함을 조작하여 구현된 시각적으로 따뜻한 매장과 

시각적으로 차가운 매장 간 매력성에는 차이가 없도록 조성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장 매력성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두 매장 조건 간 

매력도 인식에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표 ５-2] 참고).  

실험 자극물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 시각적 따뜻함의 차원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고 매력성에서는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제작된 

실험 자극물을 실험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표 ５-2] 실험 자극물 간 매력성 차이 검증 

 

매장 조건 

t(53) 
유의확률 

(양쪽) 
시각적 차가움  

(N = 29) 

시각적 따뜻함  

(N = 26) 

매력성 3.97 (1.29) 4.38 (1.47) -1.12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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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 도구의 개발 

 

(1) 종속변수: 프로모션 선택 (가격할인 프로모션과 기부 프로모션) 

 

환경의 시각적 따뜻함에 따른 심리적으로 따뜻함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실험에서는 William and Bargh(2008) 등의 연구자들이 사용한 행동 

변수를 통한 측정 방식을 사용하였다([표 ２-2] 참고). 구체적으로 

실험 2에서는, 피험자에게 제공하는 시나리오가 매장 내부에 위치하는 

소비자를 전제하므로 측정에 사용될 행동이 매장 내 상황에 적용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으로 여겨져 과거 연구를 바탕으로 매장 내에서 

일어나는 프로모션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프로모션의 일반적인 예는 가격 할인 프로모션(discount-based 

promotion)이다. 많은 연구들이 가격 할인 프로모션의 효과성에 대해 

검증해왔고, 가격 할인 프로모션이 판매량, 매장 내 트래픽 등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고객들의 

가격 민감성과 브랜드자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Blattberg & 

Neslin, 1990), 실무자들은 기부 프로모션(donation promotion)과 같은 

대안적 판매 촉진 기법을 고안했다. 기부 프로모션이란 제품의 구매가 

자선 단체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전통적 프로모션과 유사하게 

기부 프로모션 또한 판매를 증가시킬 수 있음이 밝혀졌다(Krishna & 

Rajan, 2009).  

가격 할인 프로모션은 그 결과물이 구매자에게 이익이 되는 반면, 

기부 프로모션은 구매자 자신이 아니라 사회적 대의나 자선단체와 같은 

타인에게 돌아간다(Arora & Henderson, 2007). 이 두 가지 프로모션을 

종속변수로 이용한 Winterich and Barone(2011)는 기부 프로모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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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빛(warm glow)에 빗대어 표현하였고 가격 할인 프로모션을 

차가운 현금(cold cash)로 묘사하였다. 실험 2에서는 이들의 연구를 

참고하여 매장 내에서 고객들에게 가격 할인 프로모션과 기부 

프로모션을 동시에 제시하도록 하였고, 두 프로모션 간 선택 행동이 

소비자의 심리적 따뜻함으로서의 이타적 동기를 반영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구체적인 측정 항목은 [표 ５-3]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５-3] 프로모션 선택 측정 도구 

프로모션 종류 측정 도구 

가격 할인 

프로모션 

모든 제품은 현재 정상가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기부  

프로모션 

모든 제품에 대해 귀하가 구매하는 금액의 10%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성금으로 모금됩니다. 

*출처: Winterich & Barone(2011) 

 

(2) 기타 변수: 기분(Mood) 

 

시각적으로 따뜻하거나 차가운 매장이 심리적으로 따뜻한 행동을 

유발하는지 확인하는 데 있어, 피험자의 당시 기분 상태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변인으로 통제하여 주된 변수의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귀하의 현재 

기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하여 주십시오”라는 질문이 제시되었고, 

[표 ５-4]에 나타난 문항을 통해 피험자들의 긍정적 기분과 부정적 

기분이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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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５-4] 긍정적, 부정적 기분 측정 문항 

측정 변수 측정 문항 척도 

긍정적 기분 

1) 행복하다 

5점 리커트 척도 

(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 

2) 편안하다 

3) 흥이 난다 

4) 좋다 

5) 신난다 

6) 열정적이다 

부정적 기분 

7) 슬프다 

8) 긴장된다 

9) 염려된다 

10) 나쁘다 

 

 

 실험 절차 및 자료 수집 

 

본 실험은 교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피험자 모집 문건을 

보고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서울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자료수집은 2015년 11월 9일부터 11월 

20일까지 10일 간 진행되었다. 실험실에 도착한 피험자들은 24인치 

모니터 스크린의 데스크탑 컴퓨터에 앉도록 안내되었고, 각 컴퓨터 

화면에는 퀄트릭스(Qualtrics)를 이용하여 사전에 제작된 온라인 실험 

링크가 설치되어 있었다. 퀄트릭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2가지 매장 

조건(시각적 따뜻함 vs. 시각적 차가움) 중 하나에 피험자들을 무작위로 

배정하였고, 통제된 실험환경 속에서 피험자들은 모니터에 나타난 매장 

사진 및 지시문을 보고, 제시되는 질문에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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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실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피험자들은 모니터의 첫 

화면에서 제시되는 연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읽고, 자발적으로 실험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실험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매장 환경에 대한 실험 자극물이 제시되기 전, 피험자들은 

현재의 기분 상태에 대한 10개의 문항에 응답한 후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제공받았다.  

 

“귀하는 홀로 가로수 길을 걸어가다가 패션 매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매장에 걸어 들어와 매장에 전시된 제품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배정된 조건에 맞는 매장 환경 자극물이 

피험자들에게 제시되었고, 해당 매장을 주의 깊게 둘러보고 매장과 

관련된 질문에 응답하라는 지시문과 함께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제시되었다.  

 

“매장 내 디스플레이 된 제품에 대하여 현재 이 매장에서는 

프로모션을 진행 중입니다. 구매 시 귀하는 두 프로모션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음 제시된 프로모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피험자들은 제시된 가격 할인 프로모션과 기부 프로모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자극물의 시각적 따뜻함 조작 점검 문항에 

대해 응답한 후, 색맹 여부, 성별, 연령에 대한 인구통계적 문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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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는 것으로 실험이 종료되었다. 응답을 마친 피험자들은 실험자가 

제공하는 실험 참가 확인서에 서명한 후 5,000원의 금전적 보상을 

지급받고 해산하였다. 

 

 

 분석 방법 

 

피험자는 2개의 실험 집단(시각적 따뜻함 vs. 차가움)에 대하여 

무작위로 배정되었고([표 ５-5] 참고), 수집된 총 129개의 데이터 

분석을 위해 SPSS 18.0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  

 

[표 ５-5] 실험 2를 위한 표본 설계 

항목 유형 1 유형 2 

매장 조건 시각적 차가움 시각적 따뜻함 

샘플 수 (명) 64 65 

합계 (명) 129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 연령은 23.51세로 

나타났고 여성 응답자가 96.1%를 차지하였다.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모집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학력과 직업은 동질한 것으로 

여겨져 응답치를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2개의 실험 집단에 따른 연구 참여자 표본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구통계적 특성인 연령, 성별에 대하여 조건에 대하여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５-6]와 같이 실험 집단 

유형에 따른 표본의 동질성에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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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５-6] 인구통계적 특성 및 표본의 동질성 검정(실험 2) 

항목 세부 범주 유형 1 유형 2 𝜒2(df) 유의확률 

연령 
20대 

30대 

59 

5 

61 

4 
.137(1) .712 

성별 
여성 

남성 

61 

3 

63 

2 
.225(1) .636 

 

 

제２절 분석 결과 및 논의 

 

 분석 결과 

 

(1) 자극물 조작 점검: 매장 조건 별 시각적 따뜻함 인식 

 

실험 1과 동일한 방식으로 자극물에 대한 조작 검정을 확인한 결과, 

매장 환경의 색, 소재를 통한 시각적 따뜻함과 차가움의 조작 점검은 

성공적으로 나타났다. 즉, 시각적으로 따뜻한 환경의 색(M = 5.78)과 

소재(M = 5.70)가 시각적으로 차가운 환경의 색(M = 2.50)과 소재(M 

= 2.45)에 비해 유의하게 더 따뜻하게 인식되었다([표 ５-7] 참고). 

이들 2개의 문항의 평균값을 시각적 따뜻함 인식 지표로 사용하였고 

신뢰도는 α= .944로서, 만족할만한 수치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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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５-7] 시각적 따뜻함 조작 점검 결과(실험 2) 

 
매장 조건 

t(125) 
유의확률 

(양쪽) 시각적 차가움 시각적 따뜻함 

환경의 색 2.50 (1.36) 5.78(1.08) -15.02 .000 

환경의 소재 2.45(1.07) 5.70(1.10) -16.86 .000 

 

추가적으로 t-검정을 통해 매장 조건에 따른 물리적 온도 인식 

차이를 검증한 결과, 시각적으로 따뜻한 매장에 대한 물리적 온도 

지각의 평균값인 23.28℃(SD = 3.38)와 시각적으로 차가운 매장의 

평균값인 19.54℃(SD = 4.35)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118.578) = -5.406, p < .001).  

 

(2) 시각적 따뜻함에 따른 심리적 따뜻함의 발현 

 

매장의 시각적 따뜻함이 매장 내 소비자들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따뜻한 행동을 유발한다는 가설 1-2`를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매장 

조건(시각적 따뜻함 vs. 시각적 차가움)과 프로모션 선택(기부 프로모션 

vs. 할인 프로모션)에 대하여 교차분석 및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아래 교차표([표 ５-8])에서 모든 셀의 관찰 빈도가 5 이상임을 

확인하였다. Pearson의 χ2을 통해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그 결과, 두 

명목 변수 간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χ2(1)=5.165, p = .023), 

이는 매장 조건에 따라 프로모션에 대한 선택 행동이 다르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시각적으로 따뜻한 매장에서는 30.8%가 

기부프로모션을 선택한 것에 비해 시각적으로 차가운 매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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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에 그쳤다([그림 ５-2] 참고).  

 

[표 ５-8] 매장 조건 별 프로모션 선택 교차표 

매장 조건  
할인  

프로모션 

기부 

 프로모션 
전체 

시각적 

차가움 

빈도 55 9 64 

프로모션 선택 중 % 55.0% 31.0% 49.6% 

매장 조건 중 % 85.9% 14.1% 100% 

전체 % 42.6% 7.0% 49.6% 

시각적  

따뜻함 

빈도 45 20 65 

프로모션 선택 중 % 45.0% 69.0% 50.4% 

매장 조건 중 % 69.2% 30.8% 100% 

전체 % 34.9% 15.5% 50.4% 

전체 

빈도 100 29 129 

프로모션 선택 중 % 100% 100% 100% 

매장 조건 중 % 77.5% 22.5% 100% 

전체 % 77.5% 22.5% 100% 

 

[그림 ５-2] 매장 조건 별 프로모션 선택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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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이 시각적으로 따뜻할수록(vs. 차가울수록) 기부 프로모션(vs. 

가격 할인 프로모션)을 더 선택하는 지 알아보기 위해 시각적 따뜻함 

인식(α= .944)을 독립변수로, 피험자의 긍정적 기분(α= .808)과 부정적 

기분(α= .781)을 공변인으로, 프로모션 선택(가격할인 프로모션 = 0, 

기부 프로모션 = 1)을 이분형 종속변수로 지정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Hosmer and Lemeshow 검정 결과 유의수준이 .05 보다 

크게 나타나(p = .454) 회귀 모형이 적합함을 확인하였고, [표 

５-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시각적 따뜻함 인식이 유의하게(Wald = 

5.25, p = .022, Exp(B) = 1.342) 프로모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변수의 Exp(B)가 1 이상인 경우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본 결과에서 시각적 

따뜻함 인식이 높아질수록 가격할인 프로모션 선택(0)보다 기부 

프로모션 선택(1) 가능성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가설 1-2 지지). 

긍정적 기분(p = .588)과 부정적 기분(p = .215)은 모두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표 ５-9] 프로모션 선택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B S.E. Wald Sig. Exp(B) 

95% C.I. for 

EXP(B) 

Lower Upper 

시각적 따뜻함 .294 .128 5.253 .022 1.342 1.043 1.725 

긍정적 기분 -.206 .380 .293 .588 .814 .386 1.715 

부정적 기분 -.360 .290 1.536 .215 .698 .395 1.233 

상수항 -6.332 3.036 4.349 .037 .002   

Omnibus Tests of Model χ2(3)= 7.043, p =.071 

Hosmer and Lemeshow test χ2(8)= 7.797, p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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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의 

 

실험 2를 통해 매장 환경의 시각적 따뜻함이 해당 매장 내 

소비자에게 심리적 따뜻함을 불러일으킴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따뜻함 인식을 높이는 색 또는 소재를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따뜻한(vs. 차가운) 매장 환경을 디자인하였고, 이를 통해 

해당 매장 내의 소비자들이 과거 물리적 따뜻함의 효과와 일관되게 

심리적 따뜻함(vs. 차가움)을 경험함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실험에서는 심리적 따뜻함이 반영된 행동 양식으로 

매장 내 소비 상황에 맞게 프로모션 선택이라는 변수를 제안하였고, 

Winterich and Barone(2011)의 연구를 참고하여, 심리적 따뜻함에 

상응하는 대인관계 지향적인 행동양식을 기부 프로모션 선택으로, 

차가움에 상응하는 자기 중심적인 행동양식을 할인 프로모션 선택으로 

연관 지어 사람들의 선택 패턴을 확인했다. 그 결과, 시각적으로 따뜻한 

매장의 경우 시각적으로 차가운 매장의 경우보다 기부 프로모션의 선택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고, 반대로 시각적으로 차가운 매장의 경우 

따뜻한 매장보다 가격 할인 프로모션의 선택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한 매장의 시각적 따뜻함 인식과 기부 

프로모션 선택의 정적 관계는 매장의 시각적 따뜻함을 더 높게 

인식할수록 사람들로 하여금 타인 지향적인 행동 의도를 높임을 

의미한다.  

실험 2는 과거 물리적 따뜻함의 효과가 불러일으키는 심리적 

따뜻함이 시각적 따뜻함을 통해서도 발현됨을 통해 체화된 인지 효과를 

확장한 데에 의의가 있다. 선행 연구에서 물리적 따뜻함의 경험(e.g., 

따뜻한 컵을 쥐거나 공간의 온도를 통해 경험됨)이 사람들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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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함 인식을 높이고 이에 일관된 행동을 함이 밝혀진 것과 일관되게 

(William & Bargh, 2008) 본 연구에서는 시각에 의해 전달된 따뜻함이 

매장의 온도에 대한 인식에 차이뿐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한 행동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밝혔다.  

따뜻함이라는 촉각의 감각이 타 감각(i.e., 시각)을 통해 전달될 수 

있음을 밝힌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심리적 따뜻함을 제공하기 위한 

리테일러의 노력이 물리적 온도의 조절을 통해서만 아니라 시각적 

환경의 조성을 통해서도 가능할 수 있음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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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６장 실험 3 

 

앞선 실험 `1과 실험 2는 연구문제 1을 해결하기 위한 가설 1-1과 

1-2를 검증함으로써 매장 환경의 시각적 따뜻함과 심리적 따뜻함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두 차례의 실험을 통해 매장 환경의 시각적 

따뜻함이 심리적 따뜻함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실험 

3에서는 시각적으로 따뜻한 매장 환경에 대한 선호 양상을 규명하고자 

한다. 앞선 실험에서 검증된 바와 같이 시각적 따뜻함과 심리적 

따뜻함과의 밀접한 관계를 전제로 하여 시각적으로 따뜻한 매장에 대한 

선호는 심리적 따뜻함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날 것이라 

예상하였고 따뜻함 추구의 동기를 관계 욕구로 정의하였다. 추가적으로, 

관계 욕구가 높은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따뜻한 환경을 선호하는 

매커니즘을 친밀감으로 제안하고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실험 3에서는 친화동기(affiliation motive)를 이용하여 관계 욕구의 

수준을 측정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친화동기와 점원의 고객 

지향성(Kolb et al., 2012), 친사회적 행동(Over & Carpenter, 

2009)과의 정적 관계가 확인되었음을 바탕으로 친화동기의 수준이 관계 

욕구를 측정할 수 있는 변수로 사용될 수 있다고 여겨졌다.  

 

 

제１절 연구 방법 

 

시각적으로 따뜻한 환경에 대한 선호가 소비자의 친화동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기 위하여 2개(매장 조건: 시각적 따뜻함 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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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 차가움)의 집단간 실험 조건을 설계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자극물은 실험 1과 동일하다. 실험 3를 진행하기 위한 자극물 제작, 

설문지 항목,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측정 도구 

 

(1) 친화동기(Affiliation motive)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친화동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Park and 

Maner(2009)의 문항을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가까운 사람들(e.g., 친척, 

친한 친구 등)은 필요 시에 도움과 지지를 제공하기 쉽기 때문에 

(Clark & Reis, 1988). 이들의 문항은 가까운 사람들과의 친화 행동 

의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６-1] 참고).  

 

 

[표 ６-1] 친화동기(Affiliation motive) 측정 문항 

측정 문항 척도 

나는 

현재 … 

1) 친구와 통화하고 싶다. 
7점 리커트 

척도 

(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 

2) 친한 친구/가까운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 

3)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싶다 

4) 친한 친구/가까운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 

5) 친구나 소중한 사람과 계획을 짜고 싶다. 

*출처: Park & Maner(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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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장 접근 의도  

 

Mehrabian and Russell(1974)의 환경 심리에서 제안된 S-O-R 

패러다임 이후로 환경에 대한 선호는 행동 변수인 접근의도로 측정되어 

왔다. 이후 리테일 환경이라는 상업적 공간에 대해서도 긍정적 감정의 

결과로 접근의도를 측정하여 왔고, 이는 방문 의도(Im, Lennon & Stoel 

2010; Oliver, Rust & Varki 1997), 선호(Rosen & Purinton 2004), 

접근(Eroglu, Machleit, & Davis 2003) 등의 개념을 모두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매장 접근의도의 척도는 리테일 환경의 시각적 

복잡성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한 Orth and 

Wirtz(2014)의 연구를 참고하여 Mattila and Wirtz(2001)가 개발한 

8개 문항을 사용하였다([표 ６-2] 참고) 

 

[표 ６-2] 매장 접근의도 측정 문항 

측정 문항 척도 

1) 이 매장에서 쇼핑하는 것은 즐거울 것이다. 

7점 리커트 척도 

(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 

2) 나는 이 매장의 환경이 좋다. 

3) 나는 이 매장에 방문하고 싶지 않다. ⓡ 

4) 이 매장은 낯선 사람과도 대화를 나누고 싶을 정도로 

친근한 장소이다. 

5) 이 매장에서 나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다. ⓡ 

6) 나는 이 매장을 오랫동안 둘러보고 싶다. 

7) 나는 이 매장을 둘러보고 싶지 않다. ⓡ 

8) 이 매장에서는 내가 계획한 예산 보다 돈을 더 쓰게 될 

것 같다. 

*출처: Mattila & Wirtz(2001); Orth & Wirtz(2014) 

참고: ⓡ 표기된 문항은 역코딩 된 항목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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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 절차 및 자료 수집 

 

본 실험의 데이터 수집은 온라인 서베이 플랫폼을 제공하는 아마존 

엠턱(Amazon MTurk)을 이용하여 미국 거주 여성 소비자 패널을 

대상으로 2016년 2월 3일 하루 동안 이루어졌다. 엠턱을 통해 모집된 

참가자들은 실험자가 사전에 제작한 퀄트릭스 실험 링크에 접속함으로써 

실험을 시작하였다. 퀄트릭스의 명령어를 통해 모바일로 접속하는 

참가자를 사전에 차단하였는데 이는 실험의 특성 상 시각적 이미지의 

크기가 피험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조건에 

부합하는 참가자들은 2개의 매장 조건(시각적 따뜻함 vs. 시각적 

차가움) 중 한 조건에 무작위로 배정되었으며, 총 88개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모든 참가자는 개인 컴퓨터의 모니터에 나타난 매장 사진 

및 지시문을 보고 제시되는 질문에 응답하도록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실험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피험자들은 실험 2와 

동일한 방식으로 자극물에 노출되기 전에 그들의 현재의 기분 상태에 

대한 10개의 문항에 응답한 후, 친화동기 5개 문항에 대해 응답하였다 

(Park & Maner, 2009). 다음으로 피험자들은 쇼핑 선호에 관한 새로운 

실험이 시작된다는 안내를 받은 후, 실험 1, 2와 동일한 방식으로 

아래와 같은 짧은 쇼핑 시나리오와 매장 사진이 제시되고 10초 동안 

주의 깊게 매장을 둘러보도록 요구 받았다.  

다음 페이지에서 피험자들은 종속변수인 접근의도에 대해 응답한 후 

매장에 대한 친밀감에 대해 응답하였다. 물리적 온도 인식 및 시각적 

따뜻함의 조작 점검 문항에 대하여 응답한 후, 인구통계적 문항들을 

마지막으로 실험을 종료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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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방법 

 

총 88개의 데이터 중 불성실한 응답 6개를 제외한 총 82개의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매장 환경에 대한 선호가 소비자들의 

친화 욕구에 따라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2개의 매장 조건(시각적 

따뜻함 vs. 시각적 차가움)으로 설계된 집단 별 샘플 수는 다음 [표 

６-3]와 같다.  

 

[표 ６-3] 실험 3을 위한 표본 설계 

항목 유형 1 유형 2 

매장 조건 시각적 따뜻함 시각적 차가움  

샘플 수 (명) 34 48 

합계 (명) 82 

 

미국 거주 소비자를 대상으로 수집된 데이터의 평균 연령은 

30.37세로 나타났고 인종 분포는 백인이 74.4%로 가장 많았으며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7.3%, 히스패닉이 6.1%, 아시아인이 4.9%, 기타 

2.4%를 차지하였으며 4.9%의 결측치를 포함하였다. 

다음으로 실험 집단에 따른 연구 참여자 표본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구통계적 특성인 연령, 인종에 대하여 대하여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하였다. 인구통계적 특성 응답에 대한 4개의 결측치를 제외한 

78개의 데이터에 대하여 [표 ６-4]과 같이 실험 집단 유형에 따른 

표본의 동질성에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응답자들의 

연령은 앞선 실험 1, 2와 동일하게 20-30대로 제한하였는데 연령에 

따른 실험 집단 유형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미국 내 거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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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인종에 따른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표 ６-4]실험 집단 별 표본의 인구통계적 동질성 검정(실험 3) 

항목 세부 범주 유형 1 유형 2 𝜒2(df) 유의확률 

연령 
20대 

30대 

10 

23 

19 

26 
1.16(1) .346 

인종 

White 

AFAM* 

Asian 

Hispanic 

Other 

29 

1 

1 

1 

1 

32 

5 

3 

4 

1 

3.86 (4) .425 

합계 33 45 78 

*참고: AFAM는 African American을 의미함 

 

두 개의 매장 조건 중 한 개에 무작위로 배정된 피험자 집단에 

대하여 친화 욕구 정도에 차이가 없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장 조건에 

따른 친화 욕구 점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실험 집단에 따라 

표본의 친화 욕구 점수에서 차이가 없음이 확인되었다([표 ６-5] 참고). 

 

[표 ６-5] 실험 집단 별 표본의 친화 욕구 동질성 검정 

 
매장 조건 

t(80) 
유의확률 

(양쪽) 시각적 차가움  시각적 따뜻함  

친화 욕구 4.24 (1.55) 3.95 (1.67) .792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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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응답 자료에 대하여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실험 

1, 2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뢰도 분석을 이용하여 측정 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인하고 t-검정을 이용하여 자극물 조작 점검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연구 가설 2-1 시각적으로 따뜻한 매장의 선호에 대한 

관계 욕구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매크로 모델 1번을 

이용하여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고(Hayes 2012; Hayes & Mattes 2009; 

Preacher, Curran & Bauer, 2006) 상호작용의 해석을 위해 floodlight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분형 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가 연속형 변수에 따라 

조절되는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spotlight 분석이 주로 

사용되어 왔다. Spotlight 분석은 이분형 독립변수(X)가 종속변수(Y)에 

미치는 효과를 조절하는 연속형 조절변수(M)의 지점을 찾아내어 이 

지점(spot)에서 독립변수(X)가 종속변수(Y)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방식인데, 주로 조절변수(M)의 +/-1SD를 지점으로 사용한다.  Spiller, 

Fitzsimons, Lynch and McClelland(2013)는 이와 같은 지점을 

사용하는 것의 임의성을 줄이기 위하여 floodlight 분석 방식을 

제안하였으며, 연속형 변수의 측정 도구 상에 의미 있는 특정한 

수치(focal value)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floodlight 분석 방식을 

권장한다(p. 285). Spotlight이 독립변수의 특정 수치에 집중하는 반면, 

floodlight은 단순 효과가 유의하거나 유의하지 않은 지점을 모두 

보여줄 수 있는 독립변수 X의 전체 범위를 조명한다. 이 범위의 

경계선을 Johnson-Neyman point라고 부르며, 이들이 제안한 계산 

방식을 통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가지는 지점(또는 더 

이상 가지지 않는 지점)을 구할 수 있다. Floodlight 분석은 복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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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방식으로 인해 오랫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최근 SPSS, SAS, 

R과 같은 통계 패키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매크로가 개발되어 

Johnson-Neyman point의 계산을 가능하게 하였다(Hayes 2012; 

Hayes & Matthes 2009). 

다음으로, 가설 2-2로 제시된 시각적으로 따뜻한 환경의 선호에 

대한 친밀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랩 분석을 

실시하였다. 부트스트랩을 사용한 매개효과 검증 방법은 Preacher and 

Hayes(2008), Zhao, Lynch and Chen(2010)에 의해 제안된 방법으로, 

매개효과 검증에 있어 독립변수(X)에서 매개변수(M)로 이어지는 

경로의 효과 계수(a)와 매개변수(M)에서 종속변수(Y)로 이어지는 

경로의 효과 계수(b)를 곱한 값으로 산출되는 간접 효과의 

유의성만으로도 매개효과를 검증하기에 충분함을 주장한다. 

독립변수(X)가 종속변수(Y)로 이어지는 직접 경로의 효과 계수(c’)의 

유의성을 통해 모델의 매개 유형이 완전 매개인지 부분적 매개인지 

판단할 수 있으며, 모델의 총 효과(c)는 독립변수(X)가 매개변수(M)를 

통해 종속변수(Y)에 미치는 간접 효과(ab)와 독립변수(X)가 

종속변수(Y)에 미치는 직접 효과(c’)의 합으로 산출된다(Zhao et al., 

2010). 일반적으로 5,000개의 샘플을 생성하여 95% 신뢰구간(CI)에서 

유의성을 검정하며, 신뢰 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을 때 제안된 모델의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할 수 있다(Shrout & Bolger,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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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절 분석 결과 및 논의 

 

 분석 결과 

 

(1) 자극물 조작 점검: 매장 조건 별 시각적 따뜻함 인식 

 

자극물에 대한 조작 점검을 확인한 결과, 매장 환경의 시각적 

따뜻함과 차가움 인식은 성공적으로 나타났다([표 ６-6] 참고). 

 

[표 ６-6]시각적 따뜻함 조작 점검 결과(실험 3) 

 
매장 조건 

t(79) 
유의확률 

(양쪽) 시각적 차가움  시각적 따뜻함  

환경의 색 2.52 (1.66) 5.24 (1.48) -7.56 .000 

환경의 소재 2.69 (1.74) 5.06 (1.62) -6.20 .000 

 

시각적으로 따뜻한 매장에 대한 지각된 물리적 온도의 평균값은 

22.56℃(SD = 3.43)로 시각적으로 차가운 매장의 온도 평균 값인 

19.84℃(SD = 4.84)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80)=-2.98, p = .004). 

따라서 자극물에 대한 조작 점검은 성공적으로 나타났다. 

 

 

(2) 시각적으로 따뜻한 매장에 대한 선호: 친화동기의 조절효과 

 

가설 2-1, 시각적으로 따뜻한(vs. 차가운) 매장에 대한 선호가 

소비자들의 친화동기에 의해 조절됨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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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시각적 차가움=0, 시각적 따뜻함=1)을 독립변수로, 친화동기를 

조절변수(  α = .882)로 지정하고 긍정적 기분( α = .887)과 부정적 

기분( α = .917)을 공변인으로 통제하여 종속변수 매장접근의도 

( α = .899)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매장 조건에 따른 주효과가 나타나지 않음을 통해 

시각적으로 따뜻한 매장과 차가운 매장에 대한 선호는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친화동기에 따른 매장 선호도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예상한 바와 같이, 이들 간 상호작용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β = .439, 

t(76) = 2.12, p = .037) 긍정적 기분과 부정적 기분은 유의하지 않았다 

([표 ６-7] 참고).  

 

[표 ６-7] 접근의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접근의도 

변수 β 계수 표준오차 t(76) 유의확률 

긍정적 기분
a
 .25 .24 1.04 .303 

부정적 기분
a
 -.21 .26 -.79 .429 

매장 조건 -1.43 .91 -1.58 .119 

친화동기 -.22 .14 -1.54 .129 

매장 조건*친화동기 .44 .21 2.12 .037 

참고: a. 공변인을 의미함.  

 

Floodlight 분석을 바탕으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가지는 지점(p < .05)인 Johnson-Neyman(JN) 지점은 5.01로 

확인되었고 친화동기의 평균값인 4.12보다 .64SD 높은 값으로 

나타났다. 친화동기가 5.01이상으로 보고된 경우 매장 조건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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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의도가 유의한 차이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관계 

욕구가 높은 경우 시각적으로 따뜻한 매장을 (vs. 시각적으로 차가운 

매장보다) 선호한다는 가설 2-1을 뒷받침한다. 친화동기와 매장 조건 

간 상호작용을 도식화한 결과는 [그림 ６-1]과 같다. 

 

 

 

(3) 친밀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가설 2-2는 앞서 밝힌 매장 조건과 관계 욕구 수준의 상호작용이 

접근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친밀감( α = .829)에 의해 매개됨을 

가정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Muller, Judd and Yzerbyt(2005), 

Preacher and Hayes (2008)가 제안한 절차를 이용하여 조절된 매개 

모형(Model 8)을 검증하였다.  

[그림 ６-1] 친화동기와 매장 조건에 따른 접근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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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감의 매개효과가 가설 2-1에서 검증한 방향성과 일관되게 

높은 친화동기를 보고한 사람들에서만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매장 

조건 (시각적 차가움=0, 시각적 따뜻함=1)을 독립변수로, 친밀감을 

매개변수로, 친화동기를 조절변수로, 매장에 대한 접근 의도를 

종속변수로 지정하였고, 긍정적 기분과 부정적 기분을 공변인으로 

통제하였으며, 5,000개의 부트스트랩 리샘플과 편향이 교정된 95% 

신뢰구간(CI)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Preacher & Hayes, 2008).  

분석 결과, [표 6-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매장 조건이 

친밀감(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친화동기에 의해 조절됨을 

확인하였고(β = .604, t(76) = 2.45, p = .016), 접근의도에 대해서는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β  = .130, t(76) = .759, p 

= .449). 친밀감이 접근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침에 따라 (β = .509, 

t(76) = 6.63, p < .001), 접근의도에 대한 매장 조건 ×  친화동기의 

상호작용의 효과가 친밀감에 의해 매개됨을 알 수 있다(매개효과 계수: 

0.31; LLCI = .02, ULCI = .70). 따라서 가설 2-2를 지지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친밀감이 매개변수로 포함되면서 매장 조건 ×  친화동기의 

상호작용이 접근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해지지 않음은 친밀감이 

이들의 관계를 완전매개한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Zhao et al., 2010). 

 

[표 ６-8] 접근의도에 대한 친밀감의 조절된 매개 분석 결과(실험 3) 

변수 

친밀감 접근의도 

Coeff. SE p Coeff. SE p 

긍정적기분
a
 .28 .29 .327 .11 .19 .586 

부정적기분
a
 -.03 .31 .934 -.19 .21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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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조건 -2.07 1.08 0.59 -.38 .74 .613 

친화동기 -.49 .17 .004 .03 .12 .764 

매장 조건 ×

 친화동기 
.60 .25 .016 .13 .17 .449 

친밀감 ㅡ ㅡ ㅡ .509 .08 .000 

 
R2= .13 

F(5,76) = 2.32, p = .051 

R2= 0.45 

F(6,75) = 10.07, p < .001 

참고: a. 공변인을 의미함 

 

구체적으로, 친밀감의 매개효과는 친화동기가 평균값을 중심으로 

+1SD인 지점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매개효과 계수: 0.71; LLCI = .17, 

ULCI = 1.37, [표 ６-9] 참고). 즉, 친화동기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은 매장 조건이 시각적으로 차가운 매장일 때보다 따뜻한 매장일 

때 더 높은 친밀감을 경험하였고, 이 경험이 매장에 대한 접근의도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６-2] 참고). 

 

[표 ６-9] 친밀감의 간접 효과와 매장 조건의 직접 효과(실험 3) 

종속변수: 접근의도 

친화동기 

간접 효과 (친밀감) 직접 효과 (매장 조건) 

Effect 
95% Bias-Corrected 

Bootstrap CI 
Effect SE t(76) 

2.52 (-1SD) -.28 -1.10 to .39 -.05 .37 -.13 

4.12 (Mean) .21 -.20 to .63 .16 .27 .60 

5.72 (+1SD)  .71 .17 to 1.37 .37 .39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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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p < .05*, p <.01**, p <.001*** 

  

 

 논 의 

 

실험 3은 매장 환경의 매장 조건에 따른 소비자들의 선호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먼저, 소비자들의 접근의도로 나타나는 

매장 선호에 있어 매장 조건의 주효과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설 

2-1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관계 욕구가 높은 경우에는 시각적으로 

따뜻한 매장이 시각적으로 차가운 매장보다 선호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시각적으로 따뜻한 매장이 유발하는 친밀감이 접근의도로 연결되는 

친밀감의 매개효과는 친화동기가 높은 사람들에게서만 유효함으로써 

조절된 매개효과로 나타났다(가설 2-2 지지). 

실험 4에서는 관계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사회적 배제 상황을 조절 

요인으로 하여 시각적으로 따뜻한 매장에 대한 선호 양상을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서로 다른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사회적 배제 

조건(암묵적 무시 vs. 명시적 거절)을 이용해 관계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그림 ６-2] 접근의도에 대한 친밀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실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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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제 조건(i.e., 명시적 거절, Lee & Shrum, 2012)에서만 

시각적으로 따뜻한 매장에 대한 선호가 나타날 것이라 제안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실험 3과 일관되게 친밀감 경험을 통해 매개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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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７장 실험 4 

 

체화된 인지 연구에서 따뜻함의 보완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심리적 

차가움을 제공하는 방법은 주로 사회적 배제 상황을 이용해 이루어졌다. 

사회적 배제 상황은 가상의 공 던지기 게임 상황에서 동료가 공을 

넘겨주지 않는 상황(i.e., 사이버볼 게임, 실험 2, Zhong & Leonardelli, 

2008), 사회적 배제 경험에 대한 과거 회상(e.g., 실험 3, Bargh & 

Shalev, 2012) 등의 방법으로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다.  

사회적 배제에 대한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양한 행동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친화적인 지출을 

하거나(Mead, Baumeister, Stillman, Rawn & Vohs, 2011) 과거와의 

연결을 가능케 하는 향수 제품들을 구매하는 경향이 증가한다(Loveland, 

Smeesters & Mandel, 2010). 이러한 결과를 통해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사람들이 타인 지향적이고 친사회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Williams, 2007). 그러나 반대로 사회적 배제가 공격성을 

증가시키고(Twenge, Baumeister, Tice & Stucke, 2001; Warburton, 

Williams & Cairns, 2006) 친사회적 행동을 감소시킨다는 연구도 

존재한다(Twenge, Baumeister, DeWall, Ciarocco & Bartels, 2007).  

Lee and Shrum(2012)은 사회적 배제 경험이 행동에 미치는 

일관되지 않은 영향을 서로 다른 동기의 작용으로 설명하였다. 그들은 

사회적 배제가 1) 암묵적으로 무시당하거나(implicitly ignored) 2) 

명시적으로 거절당함(explicitly rejected)으로써 경험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암묵적으로 무시당함으로써 경험되는 사회적 배제는 효능감 

욕구(efficacy needs)를 자극하여 자신이 의미 있고 권력 있는 존재임을 

보이고자 과시적 소비행동으로 나타나는 반면, 명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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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당함으로써 경험되는 사회적 배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관계적 

욕구(relational needs)를 불러일으켜 이와 관련된 행동(e.g., 

타인지향적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4에서는 시각적으로 따뜻한 매장 환경에 대한 선호를 

설명하는 관계적 욕구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사회적 배제 상황을 

이용하고자 한다. 가설 2-1에서 예측한 바와 같이 시각적으로 따뜻한 

매장이 시각적으로 차가운 매장보다 선호되는 것은 관계 욕구가 높은 

상황에서 나타날 것이라 예상한다. 본 실험에서는 Lee and 

Shrum(2012)의 연구를 참고하여 사회적 배제의 종류를 명시적 거절 

상황과 암묵적 무시 상황으로 구분하여 관계적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명시적 거절 상황에서 시각적으로 따뜻한 매장에 대한 

선호가 나타날 것이라 예상한다. 실험 3과 마찬가지로 명시적 거절 

상황의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따뜻한 매장을 더 선호하는 양상은 

친밀감의 매개효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제１절 연구 방법 

 

사회적인 배제 조건(암묵적 무시 vs. 명시적 거절)에 따라 

시각적으로 따뜻한 환경에 대한 선호가 달라짐을 확인하기 위하여 

2(매장 조건: 시각적 따뜻함 vs. 시각적 차가움) ×  2(사회적 배제: 

암묵적 무시 vs. 명시적 거절)의 총 4개의 집단 간 설계를 바탕으로 

실험이 구성되었다. 실험 4를 진행하기 위한 실험 설계 및 측정도구, 

실험 절차와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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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 절차 및 자료수집 

 

본 실험의 데이터 수집은 아마존 엠턱(Amazon Mturk)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밝힌 20대~30대 여성 소비자 패널을 대상으로 

2016년 2월 3일부터 2월 4일까지 이틀간 실시되었다. 모집된 

참가자들은 2개의 매장 조건 ×  2개의 사회적 배제 조건으로 구성된 

4가지 조건 중 한 가지 조건에 무작위로 배정되었고, 모든 피험자는 

모니터에 나타난 매장 사진 및 지시문을 보고, 제시되는 질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설문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피험자들은 모니터의 첫 

화면에서 제시되는 본 연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읽고, 그들의 현재의 

기분 상태에 대한 10개의 문항에 응답하였다. 연구 목적에 대한 

참가자들의 의심을 줄이기 위해, 참가자들은 두 종류의 실험에 참가하는 

것으로 안내 받았다. 사회적 배제를 조작하기 위한 첫 번째 연구의 

목적은 사람들의 상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 쇼핑 

상황과 관련된 연구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를 알아보는 

것이라고 안내 받았다. 

사회적 배제 타입 조작을 위하여 본 연구는 Lee and Shrum 

(2012)의 연구를 참고하여 Molden, Lucas, Gardner, Dean and 

Knowles(2009)의 조작 방법을 사용하였다. 사회적 배제 조건의 

피험자들은 그들이 수동적으로 무시되었거나 적극적으로 거절당한 

경험에 대하여 회상한 후, 5분동안 그 사건에 대하여 글쓰기를 하도록 

지시되었다. 무시당한(vs. 거절당한) 조건의 피험자들은 다음과 같은 

안내문이 제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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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무시당했다고 (vs. 거절당했다고) 느껴진 사건에 대해서 

적어보십시오. 귀하께서 명백하게 무시당했으나 (vs. 거절당했으나) 

아무도 실제로 그들이 당신을 원하지 않거나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는 않았을 (vs. 아무도 당신을 원하거나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이야기를 들은)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업을 마친 후, 피험자들은 묘사한 당시 상황에서 1) 얼마나 

암시적으로 무시당함을 느꼈는지, 2) 명시적으로 거절당함을 느꼈는지에 

대해서 7점 리커트 척도에 기반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1 = 전혀 

그렇지 않음, 7 = 매우 그러함). 

다음으로, 피험자들은 두 번째 실험에 참여한다는 안내를 받았고, 

모든 피험자들은 시각적으로 따뜻한 매장 또는 차가운 매장 조건 중 한 

가지에 무작위로 배정되었다. 실험 3과 동일하게 아래와 같은 짧은 쇼핑 

시나리오와 매장 사진이 제시되고, 10초 동안 주의 깊게 매장을 

둘러보도록 요구 받은 후, 제시되는 문항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귀하는 주말에 입을 옷을 사기 위해 돌아다니던 중, 다음과 같은 

패션 매장을 발견하였습니다.” 

 

실험 3과 동일한 순서로 접근의도, 친밀감 경험 및 매장의 물리적 

온도 예측, 시각적 따뜻함 조작 검정 문항에 대해 웅답한 후 피험자들은 

인구통계적 문항을 마지막으로 실험을 종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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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방법 

 

실험 4에서 측정한 항목은 실험 3과 동일하여 생략한다. 총 

150개의 데이터 중 불성실한 응답 5개를 제외한 총 145개의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2(매장 조건: 시각적 따뜻함 vs. 시각적 차가움) 

× 2(사회적 배제 조건: 암묵적 무시 vs. 명시적 거절)로 설계된 4개의 

집단 별 샘플 수는 다음 [표 ７-1]와 같다.  

 

[표 ７-1] 실험 4를 위한 표본 설계 

유형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매장 조건 시각적차가움 시각적차가움  시각적따뜻함 시각적따뜻함 

배제 조건 암묵적 무시 명시적 거절 암묵적 무시 명시적 거절 

샘플 수(명) 33 38 42 32 

합계(명) 145 

 

미국 거주 소비자를 대상으로 수집된 데이터의 평균 연령은 

31.30세로 확인되었다. 인종 분포는 백인이 75.9%로 가장 많았으며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9.0%, 아시아인이 6.2%, 히스패닉이 2.8%, 기타 

2.1% 및 결측치가 4.1%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실험 집단에 따른 연구 참여자 표본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구통계적 특성인 연령, 인종에 대하여 대하여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인구통계적 특성 응답에 대한 6개의 결측치를 제외한 

139개의 데이터에 대하여 [표 ７-2]과 같이 실험 집단 유형에 따른 

표본의 동질성에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수집된 응답 자료의 분석 

방법에 대한 기술은 실험 3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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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한다. 

 

[표 ７-2] 인구통계적 특성 및 표본의 동질성 검정(실험 4) 

항목 세부 범주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𝜒2(df) 
유의 

확률 

연령 
20대 

30대 

6 

27 

9 

27 

16 

24 

10 

20 

4.72 

(3) 
.194 

인종 

White 

AFAM* 

Asian 

Hispanic 

Other 

26 

3 

2 

0 

2 

30 

4 

2 

0 

0 

30 

5 

1 

3 

1 

24 

1 

4 

1 

0 

13.84 

(12) 
.311 

합계 33 36 40 30 139 

*참고: AFAM는 African American을 의미함 

 

 

제２절 분석 결과 및 논의 

 

 분석 결과 

 

(1) 자극물 조작 점검 결과 

 

자극물에 대한 조작 점검을 확인한 결과, [표 ７-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매장 환경의 시각적 따뜻함과 차가움 인식은 성공적으로 

조작된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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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７-3] 시각적 따뜻함 조작 점검 결과(실험 4) 

 
매장 조건 

t(143) 
유의확률 

(양쪽) 시각적 차가움  시각적 따뜻함  

환경의 색 2.83 (1.86) 5.43 (1.71) -8.79 .000 

환경의 소재 3.35 (1.94) 5.26 (1.55) -6.55 .000 

 

시각적으로 따뜻한 매장에 대한 물리적 온도 지각의 평균은 

22.25℃(SD = 3.19)로 시각적으로 차가운 매장의 온도 평균 값인 

20.22℃(SD = 3.82)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143)=-

3.49, p = .001). 

 

(2) 사회적 배제 조건 조작 점검 결과 

 

사회적 배제 경험을 암묵적 무시와 명시적 거절로 나누어 조작함에 

따라 각 조건에 해당하는 피험자들이 충분히 무시당한 (또는 거절당한) 

기분을 느꼈는지 점검하기 위하여 조작 점검 문항에 대하여 2개 조건에 

따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암묵적으로 무시당한 조건에서는 

거절 받는 느낌보다 무시 당하는 느낌을 더 높게 경험함이 보고되었고, 

그 명시적 거절 조건에서는 거절 받는 경험이 무시 당하는 경험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표 ７-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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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７-4] 사회적 배제 조건 별 조작 점검 결과 

 
사회적 배제 조건 

t(143) 
유의확률 

(양쪽) 암묵적 무시  명시적 거절 

무시 경험 6.36 (.85) 5.23 (1.70) 5.13 .000 

거절 경험 5.75 (1.41) 6.69 (.75) -4.41 .000 

 

(3) 시각적으로 따뜻한 매장에 대한 선호: 사회적 배제 조건의  조

절효과 

 

사회적 배제 조건(암묵적 무시 vs. 명시적 거절)에 따라 시각적으로 

따뜻한(vs. 차가운) 매장 환경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종속변수인 접근의도( α = .914)에 대하여 

긍정적 기분( α = .904)과 부정적 기분( α = .868)을 공변인으로 한 

2(매장 조건: 시각적 따뜻함 vs. 시각적 차가움) × 2(사회적 배제 조건: 

암묵적 무시 vs. 명시적 거절) 집단간 설계 이원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긍정적 기분과 부정적 기분을 공변인으로 통제한 것은 

피험자들의 평소 기분 상태가 사회적 배제 조작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공분산분석 결과, 매장 조건의 주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시각적으로 따뜻한 매장과 차가운 매장에 

대한 접근의도에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사회적 배제 조건에 따른 

접근의도에 차이가 없었으나, 매장 조건과 사회적 배제 조건의 

상호작용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139) = 4.53, p = .035]. 

공변인으로 투입한 긍정적, 부정적 기분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표 

７-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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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７-5] 접근의도에 대한 매장 조건과 사회적 배제 조건의 효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평균제곱 F(1,139) 유의확률 

접근의도 

긍정적 기분
a
 1.63 .67 .415 

부정적 기분
a
 .34 .14 .709 

매장 조건 5.26 2.16 .144 

사회적 배제 조건 1.90 .78 .379 

매장 조건 ×사회적 배제 조건 11.03 4.53 .035 

 

 

상호작용의 구체적인 이해를 위해 대응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７-6] 참고). 그 결과, [그림 ７-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명시적으로 

거절당한 조건의 피험자들에게서만 시각적으로 따뜻한 매장과 차가운 매

장에 대한 접근의도의 차이가 유의했으며, 명시적으로 거절당한 조건에

서 시각적으로 차가운 매장보다(M = 3.31) 시각적으로 따뜻한 매장에 

대한 접근의도(M = 4.25)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통해 가설 2-1를 

[그림 ７-1] 사회적 배제 조건과 매장 조건에 따른 접근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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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할 수 있었다[F(1,139) = 6.33, p = .013] 

 

[표 ７-6] 사회적 배제 조건 별 접근의도의 평균값 비교 

종속변수 사회적 배제 조건 매장 조건 평균(표준오차) 유의확률
b
 

접근의도 

암묵적 무시 
시각적 차가움 4.10

a
 (.27) 

.637 
시각적 따뜻함 3.92

a
 (.24) 

명시적 거절 
시각적 차가움 3.31

a
 (.25)  

.013 
시각적 따뜻함 4.25

a
 (.28)  

a. 모델에 포함된 공변량은 다음 값으로 평가됨: 긍정적 기분 = 3.33, 부정적 기분 = 1.47 

b. 다중 비교를 위한 값의 조절은 LSD(Least Significant Difference) 방식을 이용함  

 

 

(4) 친밀감의 매개효과 

 

가설 2-2는 매장 조건에 따른 선호가 친밀감( α = .884)에 의해 

매개됨을 가정하였다. 가설 2-1의 확인을 통해 접근의도에 대하여 매장 

조건과 사회적 배제 조건의 상호작용이 검증되었기에 친밀감의 매개효과 

또한 사회적 배제 조건에 의해 조절될 수 있다(Muller et al., 2005). 즉, 

암묵적 무시의 상황과 달리 관계적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명시적 거절 상황의 경우(Lee & Shrum, 2012), 환경의 시각적 

따뜻함으로 인한 친밀감이 접근의도로 연결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의 매크로 8번 모델을 사용하여 조절된 

매개 분석을 실시하였다.  

매장 조건(시각적 차가움=0, 시각적 따뜻함=1)을 독립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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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감을 매개변수로, 사회적 배제 조건(암묵적 무시 상황=0, 명시적 

거절 상황=1)을 조절변수로, 매장에 대한 접근의도를 종속변수로 

지정하였고, 긍정적 기분과 부정적 기분을 공변인으로 통제하였으며, 

5,000개의 부트스트랩 리샘플과 편향이 교정된 95% 신뢰구간(CI)이 

사용되었다(Preacher et al., 2006).  

분석 결과, [표 ７-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매장 조건이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적 배제 조건에 의해 조절되었으나(β = 1.445, 

t(139) = 2.34, p = .020), 접근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조절되지 않았다 

(β = .277, t(139) = .708, p = .479). 친밀감이 접근 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침에 따라(β = .581, t(139) = 11.02, p < .001), 매장 조건 

× 친화동기의 상호작용이 친밀감에 의해 완전 매개됨을 

확인하였다(매개효과 계수: 0.84; LLCI = .14, ULCI = 1.52, Zhao et al., 

2010). 

 

[표 ７-7] 접근의도에 대한 친밀감의 조절된 매개 분석 결과(실험 4) 

 

 

친밀감 접근의도 

Coeff. SE p Coeff. SE p 

긍정적기분
a
 .45 .18 .013 -.14 .11 .232 

부정적기분
a
 .53 .22 .017 -.24 .14 .091 

매장 조건 -.24 .43 .587 -.04 .27 .890 

사회적배제 조건 -.97 .44 .030 -.23 .28 .414 

매장 조건 ×

 사회적배제 조건 
1.45 .62 .020 .28 .39 .479 

친밀감 ㅡ ㅡ ㅡ .58 .05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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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 0.33 

F(5,139) = 3.35, p = .006 

R2= 0.71 

F(6,138) = 22.74, p < .001 

참고: a. 공변인을 의미함 

 

 

 

참고. p < .05*, p <.01**, p <.001*** 

 

구체적으로, 친밀감의 매개효과는 명시적으로 거절 당한 집단에서만 

유의했고(매개효과 계수: 0.70; LLCI = .24, ULCI = 1.18), 암묵적으로 

무시당한 경우 친밀감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LLCI = -.63, 

ULCI = .38, [표 ７-8] 참고). 이는 매장 환경의 시각적 따뜻함(vs. 

차가움)으로 인한 친밀감 경험이 접근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커니즘이 명시적으로 거절 당한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남을 

의미한다([그림 ７-2] 참고). 따라서 친밀감의 조절된 매개효과에 대한 

가설 2-2가 지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７-2] 접근의도에 대한 친밀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실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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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７-8] 친밀감의 간접 효과와 매장 조건의 직접 효과(실험 4) 

종속변수: 접근의도 

사회적 배제  

조건 

간접 효과 (친밀감) 직접 효과 (매장 조건) 

Effect 
95% Bias-Corrected 

Bootstrap CI 
Effect SE t(76) 

무시 (0) -0.136 -0.635 to 0.383 -.037 .269 .890 

거절 (1)  0.702 0.240 to 1.176 .241 .282 .394 

 

 

 논 의 

 

실험 4는 실험 3과 동일하게 시각적으로 따뜻한 매장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따뜻함을 은유적으로 

적용한 선행 연구들은 심리적으로 차가운 상황의 조작을 위해 사회적 

배제를 주로 사용해왔다. 본 실험에서는 시각적으로 따뜻한 매장에 대한 

선호를 설명하기 위하여 관계 욕구를 자극하는 사회적 배제 경험(vs. 

효능감 욕구를 자극하는 사회적 배제 경험, Lee and Shrum(2012)에 

주목하였다. 

실험의 결과를 통해 효능감 욕구를 자극하는 암묵적 무시 상황보다, 

관계적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명시적으로 거절당한 경우의 사람들에게서 

시각적으로 따뜻한 매장에 대한 선호가 나타남을 확인하였고, 실험 3과 

동일한 매커니즘인 친밀감으로 매개됨을 확인하였다. 친밀감의 

매개효과는 명시적 거절의 상황에서만 유의하였으며 암묵적 무시 

상황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통해 조절된 매개효과임을 확인하였다. 

즉, 명시적으로 거절당한 상황의 소비자들에게서만 시각적으로 따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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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으로 인한 친밀감의 경험이 매장 선호로 연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 실험의 결과를 통해 Lee and Shrum(2012)의 사회적 배제 

조건에 따른 서로 다른 행동 양식이 나타남을 재검증하였고, 명시적으로 

거절당함으로써 자극되는 관계 욕구가 시각적으로 따뜻한 매장으로의 

선호로 연결됨을 통해 따뜻함의 보완 효과를 뒷받침할 수 있었다. 즉, 

시각적으로 따뜻한 매장에서 소비자들이 따뜻한 감정을 경험함으로 인해 

관계 욕구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음을 확인한 

데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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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８장 결론 및 제언 

 

제１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따뜻함의 경험이 소비자의 인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진 이래로 연구자들은 촉각으로 경험되는 온열 속성으로서의 

따뜻함의 효과에 주목해왔다. 최근, 색, 음악, 향기 등이 소비자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감각 마케팅의 발달로 다중 감각 경험에 대해 

주목하게 되면서 본 연구에서는 점포 환경의 시각적 따뜻함이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문헌 연구를 통해 따뜻함의 은유적 의미와 사용을 

고찰하였으며 물리적 따뜻함의 경험을 통해 은유적 의미의 따뜻함이 

감정, 행동 등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중감각적 따뜻함에 

대한 선행 연구는 시각을 통해서도 따뜻함이 인식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따뜻하게 인식되는 색, 

소재의 사용을 통해 환경의 시각적 따뜻함을 정의하고 그 효과를 

제안하였다. 

실증 연구를 통해 환경으로 제공되는 시각적 따뜻함이 체화된 

인지를 통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두 가지로 확인하였다. 첫째, 

따뜻함의 동화 효과로서 환경의 시각적 따뜻함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심리적 따뜻함을 유발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물리적 

따뜻함의 경험에서 비롯된 심리적 따뜻함이 은유적 연결을 통해 친밀감 

등의 감정적 차원으로 발현되기도 하고 타인지향적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시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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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환경이 유발하는 심리적 따뜻함을 친밀감과 타인지향적 행동으로 

검증하였으며, 각각의 변수에 대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실험 1과 실험 2를 수행하였다.  

실험 1은 시각적으로 따뜻한 환경에서 소비자가 따뜻한 감정을 

경험한다는 것을 주장한 가설 1-1을 확인하고자 설계되었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따뜻하게 인식되는 색과 소재를 사용하여 디자인된 

가상의 점포 환경을 시각적으로 따뜻한 환경으로, 차가운 색과 소재를 

사용하여 구현된 점포 환경을 시각적으로 차가운 환경으로 제안하였다. 

두 매장 환경은 따뜻함-차가움 차원과 관련 없는 평가 요소(e.g., 

매력성, 가격인식 등)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가설 1-1에서 

예상한 바와 같이 소비자들은 시각적으로 따뜻한 환경 조건의 경우 

(시각적으로 차가운 환경 조건보다) 따뜻한 감정, 즉 친밀감을 더 높게 

보고함을 확인하였다. 

실험 2는 시각적으로 따뜻한 환경에서 소비자가 따뜻한 행동을 할 

것이라는 가설 1-2를 검증하고자 설계되었다. 따뜻한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매장 내 쇼핑 상황이라는 정황에 맞게 매장 내에서 제공되는 

프로모션에 대한 선택 행동을 확인하였으며, Winterich and 

Barone(2011)이 제안한 두 가지 대표적인 프로모션(가격 프로모션 vs. 

기부 프로모션)을 참고하여 측정 도구가 제작되었다. 연구의 결과는 

기부 프로모션에 대한 선택이 시각적으로 차가운 환경일 때보다 따뜻한 

환경에서 더 높게 나타남을 보였고, 환경의 시각적 따뜻함이 할인 

프로모션보다 기부 프로모션의 선택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가설 1-2를 지지하였다.  

시각적으로 따뜻한 환경이 소비자의 감정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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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시각적으로 따뜻한 환경이 선호되는 매커니즘을 알아보고자 

연구 문제 2를 제안하였다. 점포 환경의 시각적 따뜻함 자체는 선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가정하였고, 연구 문제 1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심리적 따뜻함을 불러일으키는 시각적으로 따뜻한 환경은 심리적 

따뜻함에 대한 내적 욕구가 있는 소비자에게 선호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심리적 따뜻함에 대한 욕구를 관계 

욕구로 구체화하여 조절변수로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관계 욕구가 

높은 경우에 시각적으로 따뜻한 매장에 대한 선호가 나타날 것이라 

예상하였으며 이러한 선호 양상을 친밀감 경험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환경과 소비자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한 실증 연구는 소비자의 

내적 상태를 직접적으로 측정한 실험 3과 소비자의 내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이용한 실험 4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실험 3은 

조절변수인 관계 욕구를 소비자의 친화동기로 측정하였고, 실험 4는 

조절변수를 관계 욕구를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진 명시적 거절 상황(Lee 

& Shrum, 2012)으로 조작하였다. 연구의 결과, 예상한 바와 같이 실험 

3에서는 친화동기가 높은 사람들에게서, 실험 4에서는 명시적으로 거절 

당한 상황의 사람들에게서 시각적으로 따뜻한 환경에 대한 선호가 

확인되었다. 또한 시각적으로 따뜻한 환경과 소비자의 상호작용이 

친밀감으로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실험 3에서는 

시각적으로 따뜻한 환경으로 인해 친밀감을 경험하여 접근의도로 

연결되는 결과가 친화동기가 높은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났고, 실험 4 

에서는 명시적 거절 상황의 소비자들(vs. 암묵적 무시 상황)에게서만 

동일한 매커니즘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네 차례에 걸친 실험을 통해 본 연구는 시각적으로 따뜻한 환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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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심리적 따뜻함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고, 나아가 

시각적으로 따뜻한 환경이 선호되는 조건과 그 매커니즘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시각적으로 따뜻한 환경은 해당 환경 내 소비자로 하여금 

따뜻한 감정을 느끼고 따뜻한 행동을 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심리적 따뜻함을 유발하는 환경의 시각적 따뜻함은 관계 욕구가 높은 

소비자들에 의해서만 선호되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서는 선호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을 실증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표 ８-1] 연구가설 검증 결과 요약 

연구가설 실험 결과 

1-1 시각적 따뜻함  친밀감 실험 1 지지 

1-2 시각적 따뜻함 타인지향적 행동 실험 2 지지 

2-1 시각적 따뜻함X관계욕구  접근의도 실험 3, 4 지지 

2-2 시각적 따뜻함X관계욕구  친밀감  접근의도 실험 3, 4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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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절 연구의 시사점 

 

 

 학문적 시사점 

 

사람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대인관계적 따뜻함이 구체적인 물리적 

경험에 기반함이 Asch(1946)에 의해 언급된 이래로 심리적 따뜻함과 

물리적 따뜻함의 관계는 밀접하게 발전되어 왔다. 2000년대 후반 

William and Bargh(2008)는 실증 연구를 통해 물리적 따뜻함의 경험이 

심리적 따뜻함을 유발한다는 것을 밝혔고, 물리적 따뜻함과 심리적 

따뜻함 간의 체화된 인지 효과는 많은 후속 연구자들에 의해서 응용되고 

발전되어 왔다.  

최근 마케팅 분야에서는 따뜻한 냄새라는 다중감각적 따뜻함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효과가 주목 받은 바 있다(Madzharov et al., 2015). 

다중감각적 따뜻함은 촉각의 온열 속성인 따뜻함이 시각, 후각, 청각과 

같이 타 감각을 통해 지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중 시각적 

따뜻함은 건축 및 디자인 분야에서 환경을 묘사하는 데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왔다(Vielhauer-Kasmar, 1970). 따뜻하게 인식되는 색과 

소재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e.g., Wastiels 

et al., 2012a) 이러한 색과 소재를 이용해 구현된 따뜻한 환경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시각적 따뜻함을 상업 환경에 적용하여 매장 내 고객의 

감정 및 행동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였으며, 본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은 크게 이론적 시사점과 방법론적 시사점의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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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론적 시사점 

 

본 연구의 첫 번째 이론적 시사점은 따뜻함의 체화된 인지 효과를 

다중감각적 영역으로 확장한 데 있다. 좁은 의미의 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는 신체적 경험에 제한되어 검증되어 왔으나 

Barsalou(2008)는 체화된 인지(grounded cognition)가 신체적 경험에 

제한되지 않으며, 신체적 경험보다 다중 형태로 활성화되어 나타나는 

시뮬레이터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 예로 Macrae et al.(2013)은 

William and Bargh(2008)가 검증한 물리적 따뜻함과 심리적 따뜻함 간 

관계가 신체적인 온도 경험 없이 해당 경험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함을 확인한 바 있다. 체화된 인지 이론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따뜻함이 심리적 따뜻함으로 연결됨을 검증하였고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타 감각으로 인식된 따뜻함도 심리적 따뜻함을 

발현시킬 수 있다는 넓은 의미의 체화된 인지 매커니즘을 검증한 데 

의의가 있다.  

두 번째로 본 연구는 시각적 따뜻함이 소비자의 심리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디자인, 건축 분야에서 다루어진 색과 

소재에 대한 연구 결과를 마케팅 분야에 적용한 데 의의가 있다. 색과 

및 소재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특정 색(e.g., 빨강, 노랑 in Fenko et al., 

2012)이나 소재(e.g., 목재, 벽돌, in Wastiels et al., 2012b)가 따뜻하게 

인식됨을 확인하였지만, ‘따뜻해 보인다’고 응답 받은 결과가 물리적 

따뜻함인지 심리적 따뜻함인지 구분하지는 않았다(Fenko et al., 2010). 

이러한 연구들의 주안점은 색이나 소재의 특징이 따뜻하게 인식되는 

지의 여부에 있었기 때문에(e.g., Wastiels et al., 2012b), 따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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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된 색이나 소재가 소비 맥락에서 개인의 감정이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규명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뜻하게 인식되는 색과 

소재에 대해 연구한 Fenko et al.(2010)은 연구의 말미에서 그들이 

규명한 색과 소재를 이용한 실내 인테리어가 바, 호텔 로비, 

카페테리아와 같은 상업 공간에도 적용되어 따뜻한 분위기를 구현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하며 William and Bargh(2008)가 

검증한 타인지향적 행동이 이러한 환경에서 나타나는지 검증하는 것을 

흥미로울 것으로 제언한 바 있다(p. 1331, Fenko et al., 2010).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따뜻하게 인식되는 디자인 요소들을 

환경에 적용하여 시각적으로 따뜻한 환경을 제안하였으며, 선행 

연구자가 제언한 바와 같이 시각적으로 따뜻한 환경이 사람들로 하여금 

심리적 따뜻함을 경험하게 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데에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디자인 분야와 마케팅 분야의 간극을 이을 수 있었고 

학제간 연구를 실현했다는 학문적 의의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환경의 시각적 특징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고유한 효과를 밝힘으로써 점포 환경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 점포 

환경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 관점에서 환경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주로 S-O-R 

패러다임에 기반하여 쾌/각성의 감정을 통해 설명되어 왔고 특징적인 

환경이 미치는 고유한 효과를 규명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시각적으로 복잡한 점포 환경의 영향을 연구한 Orth and Wirtz(2014)가 

복잡성이라는 기존 개념의 특징에 기반하여 환경의 시각적 복잡성이 

소비자의 정보 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따뜻함이라는 개념에 의거하여 시각적으로 따뜻한 환경이 친밀감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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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과 타인지향적인 행동에 미치는 고유한 효과를 규명한 데에 의의가 

있다. 

 

(2) 방법론적 시사점 

 

본 연구는 가상의 점포환경을 만들어 실험의 자극물로 사용한 데 

있어 점포 환경 연구의 방법론적 의의를 시사한다. 이러한 방법은 

20여년 전 Baker et al.(1992)에 의해 점포 환경 연구 방법이 나아갈 

방향으로 제안된 바 있다. 점포 환경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는 점포 환경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회상법(e.g., Sherman 

et al., 1997)을 이용하거나 비디오 및 시각 자극물을 사용해 왔다(e.g., 

Broekemier et al., 2008).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방식은 응답 

결과가 어떤 환경 요소로 인한 결과인지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정교한 실험적 통제와 조작 방법을 이용해 개별 환경 요소의 효과에 

초점을 맞춘 실험 연구(e.g., 천장 높이 in Meyers-Levy & Zhu, 

2007)가 존재하지만 그 결과 또한 실제 점포 환경에 적용했을 때 다른 

환경 요소들과의 상호작용 결과를 설명하지 못한 점에서 환경 연구로서 

외적 타당성이 떨어진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상의 점포 환경은 인테리어 및 건축 디자인 

분야에서 사용하는 환경 디자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i.e., 스케치업) 

전문가에 의해 실재감 높은 3차원의 시각 자극물로 제작되었다. 가상의 

점포 제작은 연구자가 주목하고자 하는 환경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은 통제하고 실제와 유사한 환경의 구현을 가능케 했다. 본 

연구는 환경의 색과 소재를 제외한 기타 요소(e.g., 레이아웃, 상품 구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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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는 통제한 점포 환경을 자극물로 사용함으로써 시각적 따뜻함의 

효과를 규명할 수 있었고 연구의 내적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다양한 인종을 대상으로 응답이 수집되었기에 

연구의 결과가 일반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총 4회의 실증 연구에 

걸쳐 실험 1과 실험 2는 한국 소비자, 실험 3과 실험 4는 미국 거주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단일 인종인 한국뿐 아니라 

미국 내 다양한 인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의 결과는 연구자가 

확인하고자 한 가설을 일관성 있게 뒷받침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밝힌 시각적으로 따뜻한 환경의 효과는 신뢰성을 확보하였으며 일반화될 

수 있음으로 여겨진다.  

 

 

 실무적 시사점 

 

따뜻한 분위기의 상업 공간은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실제로 매장 환경의 기획 시 시각적 따뜻함을 이용한 전략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각적으로 전달되는 따뜻함의 효과에 대한 

실제적 검증이 이루어진 바가 없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따뜻하게 

인식되는 색상이나 소재를 이용해 구현된 상업 공간이 해당 공간 내 

소비자들로 하여금 어떤 감정과 행동을 유도하는지에 대한 실무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타인지향적이고 친사회적인 행동 경향을 높이는 시각적 따뜻함의 효과는 

리테일러의 프로모션 및 행사 기획 시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 



135 

 

제안한다. 예를 들어 기부 및 자선 모금 행사를 기획하는 리테일러의 

경우 시각적으로 따뜻한 환경의 조성을 통해 고객들의 참여율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시각적으로 따뜻한 환경의 이점을 제안하는 데 

있지 않다. 실제로 연구의 결과를 통해 매력성이나 가격 이미지 인식과 

같이 따뜻함과 관련 없는 평가 요소뿐 아니라 선호를 나타내는 

접근의도에서 시각적으로 따뜻한 점포와 시각적으로 차가운 점포 간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문제 1에서 규명된 바와 

같이 시각적으로 따뜻한 환경이 소비자의 심리적 따뜻함을 

불러일으킨다는 결과는 향후 실무자들의 환경 기획 시 고려해야 할 

점으로 여겨진다. 차가운 이미지를 지향하는 리테일러일지라도, 

시각적으로 따뜻한 환경의 예상 효과를 숙지한 경우 매장 환경 전략 

수립에 있어 깊이 있는 통찰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시각적으로 따뜻한 점포 환경이 

소비자들에게 긍정적 쇼핑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쇼핑 

활동은 물질적 효용뿐 아니라 쾌락적 효용의 한 종류로서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를 제공해줄 수 있다(Arnold & Reynolds, 2003; 

Tauber, 1972). Westbrook and Black(1985)는 친화(affiliation)를 

쇼핑 동기 중 하나로 규명한 바 있으며, 쇼핑의 사회적 측면은 긍정적 

감정에 주된 영향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Johns, 1999; McGrath and 

Otnes, 1995). 온라인 쇼핑을 다루는 연구자들은 인간적인 따뜻함이 

결여된 환경에서의 쇼핑 경험(e.g., Gefen and Straub, 2003)이 

소비자의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적 감정을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 실재감(social presence)를 높이는 등(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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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sanein and Head, 2007) 다양한 방법을 모색한다. 오프라인 쇼핑의 

트렌드 또한 나홀로 쇼핑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는 추세로서(매일경제, 

2016), 과거 동행 쇼핑을 통해 제공되던 쇼핑의 사회적 측면은 

감소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서 실무자들이 시각적 환경을 통해 

따뜻함을 제공한다면, 쇼핑 환경에서 제공되는 따뜻함이 소비자들의 

사회적 감정을 증대시켜 긍정적 쇼핑 경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제안한다.   



137 

 

제３절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는 심리적 따뜻함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따뜻함의 효과를 

시각적 따뜻함으로 확장하였으며, 이를 점포 환경에 적용하여 

소비자들의 감정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점에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심리적 따뜻함에 대한 측정의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한다. 

수많은 선행 연구가 물리적 따뜻함과 심리적 따뜻함의 관계를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따뜻함을 측정할 수 있는 신뢰성과 

타당성이 높은 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심리적 

따뜻함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물리적 따뜻함이라는 구체적인 경험에 

기반해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실제로 심리적 따뜻함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은 감정, 인지, 행동을 모두 포함하는 방대한 개념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선행 연구에서는 심리적 따뜻함의 경험을 감정적인 

측면(e.g., Zwebner et al., 2014), 인지적 측면(e.g., IJzerman & Semin, 

2009) 및 행동적 측면(e.g., William & Bargh, 2008)에서 다양하게 

측정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매장 환경 내 정황을 고려하여 시각적으로 

따뜻하게 구현된 매장 환경에서 소비자가 경험하는 따뜻한 감정과 

따뜻한 행동 경향을 측정하였다. 물리적 따뜻함이 심리적 따뜻함을 

발현시킨 결과로 타인지향적인 행동 경향이 증가함을 확인한 연구는 

William and Bargh(2008)의 연구 이후에도 많이 수행되어 왔다(e.g., 

Wei et al., 2015). 그러나 심리적 따뜻함을 감정적 차원에서 측정한 

연구는 매우 소수에 불과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Zwebner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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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이 파일럿 조사에서 확인한 4개의 따뜻함 관련 감정 변수들① 중 

논문에서 보고된 친근함과 친밀감 두 개의 변수를 이용해 따뜻한 감정을 

측정하였다. 여러 번에 걸친 실험에서 시각적으로 따뜻한 매장 조건의 

피험자들이 시각적으로 차가운 매장 조건의 피험자들보다 따뜻한 감정 

경험을 더 높게 보고하는 일관된 결과를 검증하였으나, 이 두 개의 

측정도구만으로 심리적 따뜻함의 감정적 경험을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시각적 따뜻함이 유발하는 친밀감과 같은 감정적 차원 

이외에도 인지적 차원에서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를 제안한다. 선행 연구에서 물리적 따뜻함의 경험이 일반 유사 

초점을 촉진시켜 사회적 존재뿐 아니라 비사회적 존재와 자신과의 비교 

상황에서 동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대상들 간의 비교상황에서도 

유사성을 더 높이 평가한다고 밝혀진 바 있다(Steinmetz & Mussweiler, 

2011). 이에 향후 연구를 통해 환경의 시각적 따뜻함이 매장 내 점원과 

같은 사회적 존재와 자신과의 유사성 인식뿐 아니라 매장 내 전시된 

제품 구색의 유사성 인식을 증가시키는 지 규명하는 것은 흥미로울 

것이라 예상한다. 

향후 시각적 따뜻함을 넘어서 다양한 감각 양식의 따뜻함 경험이 

감정적, 인지적 그리고 행동적 차원에서 소비자에게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앞서 논의된 점들을 반영하여 심리적 따뜻함의 

개념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의를 바탕으로 타당성 있는 측정 도구를 

확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제안한다. 

                                            
①

 주저자 Yonat Zwebner에게 문의한 결과 따뜻한 감정으로 구분된 4개의 측정 문

항은 다음과 같다: 1) I feel I know the product well, 2) I feel close to the product, 

3) I feel I have relations with the product, 4) I feel intimacy with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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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본 연구는 매장 환경의 시각적 따뜻함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해당 환경이 선호되는 매커니즘을 설명하였으나 이러한 

환경이 소비자의 제품 선택이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대부분의 점포 환경에 대한 연구는 

Mehrabian and Russell(1974)의 S-O-R 패러다임에 기반하여 

자극으로서의 환경이 소비자의 감정/인지와 같은 내적 상태에 영향을 

미쳐 접근/회피 행동으로 연결되는 구조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왔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접근 의도의 측정 문항은 Mehrabian and 

Russell(1974)이 제안한 환경에 대한 접근 의도를 Donovan과 

Rossiter(1982)가 리테일 환경 정황으로 수정한 7개의 항목에 Mittila 

and Wirtz(2001)가 충동 구매 의도에 해당하는 1개 항목(i.e., “I 

bought more than what I had planned to buy)이 추가된 총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점포 환경에 대한 선호뿐 아니라 구매 

의도까지 포함한 포괄적 의미의 접근 의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제품에 대한 정보 처리 및 선택 과정 없이 단순히 매장 이미지에 

노출된 후 응답된 구매 의도 문항은 실제 쇼핑 행동을 설명하는 데에 

한계를 가진다. 향후 연구에서는 환경의 시각적 따뜻함이 매장 내 

소비자들의 제품에 대한 정보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판매 

제품에 대한 구매 의도 및 지불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제안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따뜻함이라는 개념을 실험에 적용할 때 대한 

온도에 대한 주의 깊은 고려가 필요할 것이라 제안한다. 체화된 인지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실제 온도를 조작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시각적인 따뜻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제 공간의 온도는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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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한 상태에서 시각적 자극물을 달리 제공하였다. 그러나 

따뜻함이라는 체화된 개념에 대한 응답은 개인의 체온이나 실험 당시의 

계절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계절적 요인을 통제하지 

않거나 온도에 대한 특성(e.g., 온도 민감성 등)을 측정하지 않은 것은 

한계점으로 여겨지며,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이들의 영향을 확인하거나 통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경험이 추상적인 개념에 미치는 영향이 물리적 따뜻함에서 

확장되어 시각적 자극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음을 검증한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이와 같은 매커니즘이 타 감각양식에도 적용되어 검증될 수 

있으리라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청각적 따뜻함을 예로 들 수 있다. 첨단 

기기의 발달이 사회적 상호작용의 감소를 가져옴에 따라 기계적인 것은 

차가운 것으로, 사람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은 따뜻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이에 전자 기타 등으로 연주되는 음악에 비해 어쿠스틱(acoustic) 

기타로 연주되는 음악이 더 따뜻하게 여겨지리라 예상한다. 점포 환경 

내 청각 자극(e.g., 배경음악)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후속 연구를 통해 점포 환경 내 배경 음악이 제공하는 청각적 따뜻함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이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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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1] 실험 1 설문지 

 

1. 귀하의 현재 기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문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⑤ 

1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슬프다 ① ② ③ ④ ⑤ 

3 편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4 흥이 난다 ① ② ③ ④ ⑤ 

5 긴장된다 ① ② ③ ④ ⑤ 

6 염려된다 ① ② ③ ④ ⑤ 

 

안녕하세요, 본 연구는 “패션 매장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입니다. 본 조사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귀하의 응답에 대

한 비밀 유지를 위해 비공개적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수집된 귀하의 응

답자료는 학문적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분의 많

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연구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설문에 응해 주심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구자: 백은수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soosoo818@snu.ac.kr, 010-6414-0641 



170 

 

7 좋다 ① ② ③ ④ ⑤ 

8 나쁘다 ① ② ③ ④ ⑤ 

9 신난다 ① ② ③ ④ ⑤ 

10 열정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 제시되는 시나리오를 읽고 해당 매장을 둘러보는 것 같은 경험을 

위해서 잠시 사진을 응시하여 주십시오.” (10초)  

[자극물 제시] 

 

2.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①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⑦ 

1 
이 매장에서 쇼핑하는 것은 즐거울 것이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이 매장의 환경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이 매장에 방문하고 싶지 않다(r)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이 매장은 낯선 사람과도 대화를 나누고 

싶을 정도로 친근한 장소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이 매장에서 나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싶

지 않고 피하고 싶다.(r)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나는 이 매장을 오랫동안 둘러보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나는 이 매장을 둘러보고 싶지 않다(r)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이 매장에서는 내가 계획한 예산 보다 

돈을 더 쓰게 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귀하는 주말에 입을 옷을 사기 위해 돌아다니던 중, 다음과 같은 패션 매

장을 발견하였습니다.” 제시된 매장을 주의 깊게 둘러보아 주십시오. 매장

과 관련된 질문이 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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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매장은 …” 

 문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⑦ 문항 

1 매력적이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매력적이다 

2 제품품질이 낮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품품질이 높다 

3 제품가격대가 낮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품가격대가 높다 

4 친밀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친밀하다 

5 친근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친근하다 

 

4. 제시된 매장의 온도는 몇 도씨 (℃)로 예상되십니까? 

 

 

5.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차가움------------------------------따뜻함 ⑦ 

1 본 매장 환경의 전반적인 색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본 매장 환경을 구성하는 전반

적인 소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다음은 인구통계적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료는 통계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므로 안심하시고, 빠짐없이 기입

해주시기 바랍니다. 

 

6-1. 귀하의 연령은?     만 (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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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귀하의 최종학력은?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② 대학교 재학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재학 이

상 

 

6-3. 귀하의 직업은? 

① 무직   ② 전업 주부   ③ 학생  ④ 일반사무직  ⑤ 전문직  ⑥ 서비스

업 ⑦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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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2] 실험 2 설문지 

실험 1과 문항 3까지 동일 

 

 

가격 할인 프로모션  기부 프로모션 

모든 제품은 현재 정상가에

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모든 제품에 대해 귀하가 

구매하는 금액의 10%가 위

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성금

으로 모금된다고 합니다. 

□ (V 표시) □ 

 

실험 1과 문항 4부터 동일 

  

“매장 내 디스플레이 된 제품에 대하여 현재 이 매장에서는 프로모션을 

진행 중입니다. 구매 시 귀하는 두 프로모션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

다. 다음 제시된 프로모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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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3] 실험 3 설문지 

1. Before starting the task, please report your current mood state 

item ① Not at all -------------------- Very much ⑤ 

1 happy ① ② ③ ④ ⑤ 

2 sad ① ② ③ ④ ⑤ 

3 relaxed ① ② ③ ④ ⑤ 

4 cheerful ① ② ③ ④ ⑤ 

5 tense ① ② ③ ④ ⑤ 

6 anxious ① ② ③ ④ ⑤ 

7 good ① ② ③ ④ ⑤ 

8 bad ① ② ③ ④ ⑤ 

9 excited ① ② ③ ④ ⑤ 

10 enthusiastic ① ② ③ ④ ⑤ 

 

 

2. “Right now, how much would you like to …” 
 

 item ① Not at all -------------- Very much ⑦ 

1 Talk on the phone with a friend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Spend time with a close friend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Hang out with friends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Write a message to a close other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Make plans with a friend or significant 

other 
① ② ③ ④ ⑤ ⑥ ⑦ 

 

“In this study, you will be shown a store and asked about your 

preferences and perceptions. Please take your time.” (10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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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물 제시] 

 

3. Please rate the extent to which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s. 

item ① Not at all -------------- Very much ⑦ 

1. I would enjoy shopping in this store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I like this store environment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I would avoid visiting this store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This is a place in which I would feel 

friendly and talkative to a stranger who 

happens to be next to me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This is a place where I would try to 

avoid people and avoid talking to them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I would like to spend time browsing in 

this store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I want to avoid looking around or 

exploring the store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This is the sort of place where I end up 

spending more money than I originally 

set out to spend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Please rate your overall perception of this store 

 item ① Not at all -------------- Very much ⑦ item 

1 Feel unintimate ① ② ③ ④ ⑤ ⑥ ⑦ Feel intimate 

2 Feel distant ① ② ③ ④ ⑤ ⑥ ⑦ Feel close 

 

Please imagine that you go to shopping for weekend outing. You 

find a fashion store as shown in the picture. Please take your time 

as you would browse products in a 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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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lease estimate the temperature of the environment (℃) 

 

6. Please rate your overall perception of this environment. 

 ① cold -------------------------------------------- warm ⑦ 

1 Overall color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Overall material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Background information. 

 

6-1. Your age (        ) 

 

 

6-2. Your ethnicity 

① White       ② African American    ③ Asian or Pacific islander   

④ Hispanic     ⑤ Other  

 

 

 

This is the end of the survey.  

Thank you for your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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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4] 실험 4 설문지 

1. Before starting the task, please report your current mood state 

item ① Not at all -------------------- Very much ⑤ 

1 happy ① ② ③ ④ ⑤ 

2 sad ① ② ③ ④ ⑤ 

3 relaxed ① ② ③ ④ ⑤ 

4 cheerful ① ② ③ ④ ⑤ 

5 tense ① ② ③ ④ ⑤ 

6 anxious ① ② ③ ④ ⑤ 

7 good ① ② ③ ④ ⑤ 

8 bad ① ② ③ ④ ⑤ 

9 excited ① ② ③ ④ ⑤ 

10 enthusiastic ① ② ③ ④ ⑤ 

 

 

[암묵적 무시 조건] 

 
Please recall a time in which you had been passively ignored. 
 

For 3 minutes, write about a time in which you felt intensely ignored in 

some way. 

It must be a time that you were clearly ignored, but no one actually 

said that they did not want or like you. (at least 40 words required) 

 

 

[명시적 거절 조건] 

 

Please recall a time in which you had been actively rej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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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3 minutes, write about a time in which you felt intensely rejected 

in some way. 

It must be a time that you were clearly rejected, where you were told 

you were not accepted because you were not wanted or liked. (at least 

40 words required) 

 

2. Please rate the extent to which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s. 
 item ① Not at all -------------- Very much ⑦ 

1 

How implicitly ignored did you feel 

during the experience depicted in 

the story?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How explicitly rejected did you feel 

during the experience depicted in 

the story?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이하 실험 3 문항 3부터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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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place for communication with consumers, store environment has 

a significant meaning for retailers. By strategically creating the store 

environment, retailers can provide a positive experience for customers and 

increase product sales. Despite the development of the online channel, the 

offline channel is used as an important communication tool by retailers based 

on its advantage of providing diverse experiences for consumers. 

Store atmospherics are defined as careful design of space that affects 

purchase, and as the first person to present this concept, Philip Kotler 

emphasized that atmosphere affects customer psychology and behaviors, and 

that in-store customer experience cannot be understood without the role of 

atmosphere. Donovan and Rossiter (1982) suggested the conceptual model 

that applied the S-O-R (Stimulus-Organism-Response) paradigm of 

environmental psychology to store environment, which became the 

foundation of many follow-up studie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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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between the environment and consumers. 

As the experimental approach of store environment studies began to 

develop along with the advancement of computer technology, it became 

possible to verify the effects of individual attributes examined by this study 

in an overall environment by creating a virtual store environment. This study 

aimed to suggest holistic characteristics using individual elements of 

environment based on previously accumulated studies and methodological 

development, and verify the intrinsic effects of the relevant environment on 

consumers. Furthermor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nteraction between the 

store environment and consumer characteristics. 

The characteristic of store environment that this study focused on is 

visual warmth. Cases of store design using visual temperature can be easily 

found around us, but very few studies verified their effects on consumers. It 

is a multisensory experience to visually perceive warmth, and the warmth by 

dictionary definition refers to the thermal sense perceived through tactual 

modality. Studies in the field of design and architecture have frequently 

covered warmth perceived through visual modality. On the other hand, 

warmth in the social cognition perspective depicts an affective state such as 

intimacy through a metaphor, or refers to personality such as other-oriented 

characteristics.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connection between visual 

warmth in design and warmth in the psychological sense in social cognition. 

Meanwhile, William and Bargh (2008) discovered that warmth with a 

thermal attribute that is experienced physically, or the experience of phys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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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mth, interacts with psychological warmth. Grounded cognition with 

activation of modal representations that have been accumulated from the past 

through associations between the abstract concept and concrete and physical 

experience has been expanded and applied later through multiple studies. This 

study determined the effects of visual warmth on the psychological warmth 

of consumers based on the theory of grounded cognition.  

To this end, this study defined visually warm environment using 

environmental attributes (e.g., color, material, etc.) that are found to be 

perceived as warm based on previous studies in the field of design. This study 

aimed to determine whether such environment leads people to experience 

warm emotion psychologically and participate in warm behaviors, and 

whether it interacts with individuals’ internal state. 

To test hypotheses, a total of four empirical studies were conducted. A 

visually warm (vs. cold) virtual store environment created by design experts 

was displayed on the monitor, and participants that saw the relevant stimuli 

participated in the experiment by reading the given shopping scenario and 

then responding to the questions provided. Experiment 1 determined whether 

the visually warm environment induced warm emotions (e.g., intimacy) for 

consumers, and verified that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 visually 

warm and visually cold environment in other evaluative attributes such as 

store attractiveness, price perception, and favorable perception. To determine 

whether the visually warm environment leads consumers to be engaged in 

other-oriented behaviors, Experiment 2 adopted the donation promotion (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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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discount promotion) suggested in previous studies as other-oriented 

behavior. As a result of presenting a situation in which the participants were 

to choose between in-store price-discount promotion and donation promo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visually warm store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consumers choosing the donation promotion. 

Experiments 3 and 4 were designed to understand the preference 

mechanism for the visually warm environment, and they proved that while 

visual warmth of the store environment itself did not affect preference, there 

was an interaction with the internal state of consumers. Specifically, 

Experiment 3 investigated that consumers with high affiliation motive 

showed a high tendency of approach behaviors toward the visually warm 

store (compared to consumers with relatively low affiliation motive), which 

is mediated by intimacy. Experiment 4 proved that in an explicitly rejected 

condition, which is a situation of social exclusion proved to be inducing 

relational needs in previous studies, there was a higher tendency of approach 

behaviors toward the visually warm store (compared to an implicitly ignored 

condition), and reconfirmed that the interaction is explained by intimacy. 

The theoretical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it expanded the grounded 

cognition effects of warmth to the multisensory field. It was verified that by 

expanding from the field of grounded cognition manifested by a direct 

physical experience, warmth perceived through other sensory modalities such 

as visual modality can manifest psychological warmth. Moreover,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applied the research findings on the warmth of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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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material, which was covered in the fields of design and architecture, to 

the field of marketing and retail in order to explain the effects of visual 

warmth on the psychology and behaviors of consumers. This provides a 

theoretical contribution to the field of research on store environment by 

identifying the role of visual environment in the psychology and behaviors of 

consumers in the consumption context. Furthermore, it provides a practical 

and managerial contribution to setting a well-grounded direction regarding 

the elements that must be considered by retail practitioners in creating the 

store environment. 

 

 

Keywords : Visual warmth, Store environment, Psychological warmth, 

Grounded cognition, Consumer behavior 

Student Number : 2012-31094 



 

 

 

 

 

 

 

 

 

 

 

 

 

 

 

 

 

 

 

“You have made known to me the path of life; 

You will fill me with joy in Your presence,  

with eternal pleasures at Your right hand.” 

 

Psalms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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