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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스포츠 매장에서 사용되는 분위기 요소 중 음악이 소비자
의 매장 평가, 브랜드 태도와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함이다. 
실험 1의 목적을 위하여 사전조사를 통해 검증된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이 
높고 낮은 음악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종속변인인 매장 평가, 브랜드 태
도와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분위기 민감성이 독립변
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에 조절역할과 소비자의 정서 상태, 즉 쾌락 및 각
성수준이 매장 평가, 브랜드 태도와 구매 의도에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살펴
보았다. 더 나아가, 실험 1에서 발생될 수 있는 제한점, 즉 스포츠 매장에서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으로 인해 매장 평가, 브랜드 태도와 구매 의도가 
소비자의 쾌락과 각성수준에 매개된다는 것이 지각된 음악의 템포가 아닌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실험 2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 1을 실시하기 위해 실험 자극물 영상을 제작하였다. 영상
은 pretest 1에서 선정된 러닝 용품 매장을 배경으로 하여 pretest 2에서의 



가상 브랜드, BOLT 브랜드를 영상 속에 삽입하였다. 영상의 배경음악으로는 
pretest 3에서 선정된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이 높고 낮은 음악을 사용하
였다. 영상은 BOLT 브랜드가 삽인 된 11장의 사진으로 슬라이드 식의 1분
40초 길이 영상으로 제작하여 실험 참가자들에게 제시하였다. 실험 참가자들
은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에 따라 2가지의 상황, 즉 2개의 집단에 무선할당 
되었다. 최종으로 224개의 수집된 자료로 t-검증(t-test), 회귀분석(regression)
과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통해 분석하였다. 실험 2에서의 실험 자
극물 영상은 배경음악 외 모두 상황은 실험 1과 같다. 영상의 배경음악은 지
각된 음악-매장 적합성이 높고 낮은 128BPM 음악으로 설정하여 실험 참가
자들에게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 1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도가 
높은 음악을 접한 집단이 낮은 음악을 접한 집단보다 매장 평가, 브랜드 태
도와 구매 의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또한 분위기 민감성이 높은 소비
자가 낮은 소비자보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에 있어 더 강하게 나타
났다. 마지막으로,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이 매장 평가, 브랜드 태도와 구
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소비자의 쾌락과 각성수준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실험 2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
이 소비자의 정서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분산분석 결과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에 따라 소비자의 정서수준이 좌우된다고 나타났다. 
다시 말해, 통계적으로 음악의 템포를 통제한 후에도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
성에 따라 소비자의 정서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주요어: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 매장 평가, 브랜드 태도, 구매 의도, 정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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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매장의 맥락 안에서, 분위기는 매장의 미와 환경으로 볼 수 있다(Dabija, 
Băbuţ, 2012). 매장의 분위기는 소비자의 특정 감정 및 행동의 반응을 만들
기 위해 조작할 수 있으므로 그들의 쇼핑 경험과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친
다(Kotler, 1973). 매장은 즐거움과 적당한 환기의 모습으로 인지되어야 하
며 이는 매장의 전체적인 호오성에 기여하고 소비자 행동에 긍정적으로 영
향을 미친다(Chebat; Sirgy, 2010). 매장의 분위기는 매장의 음악, 향기와 
색상과 같은 요소들로 형성이 된다(El-Bachir, 2014). 최근에, 매장에서 음악
의 사용은 인간, 즉 소비자와의 소통에 점점 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Lindstrom, 2005; Schmitt & Simonson, 1997). 소비자들이 음악으로 인해 
기억하게 되는 매장 및 브랜드는 소비자의 머리에 더 지속적으로 오래 남으며 
브랜드에 더 인상 깊은 경험으로 기억될 수 있다(Fulberg, 2003; Jackson, 
2003; Lusensky, 2010; Treasure, 2007). 그러나 시장 또는 매장에서 음악
이 널리 사용되는데도 불구하고 음악의 효과 관련된 연구는 많지가 않으며
(Bitner 1992; Spangenberg et al., 2005) 음악이 소비자 행동에 영향이 
미치는 기존 연구는 결론에 이르지 못 하고 있다(Milliman, 1982).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이 높고 낮은 음악에 대한 각각의 특성
을 고려하여 스포츠 매장에 방문하는 고객의 매장 평가, 그리고 브랜드 태도와 
구매 의도의 효과를 측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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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스포츠 매장에서 사용되는 분위기 요소 중에서 음악을 선
택하여 소비자들의 매장 평가, 그리고 브랜드 태도와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
을 검증하여 판매자 또는 소비자들에게 보다 질적인 면에서 경영 및 쇼핑을 즐
길 수 있도록 연구하는 것이다.
  음악을 활용하여 마케팅을 하는 연구는 기존에 진행되어 왔지만 더 많은 연
구가 실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일반 매장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스포츠 관련 매장 및 음악으로 연구해온 학자
들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매장에서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이 높은 음
악을 재생하여 소비자들의 매장 평가, 그리고 브랜드 태도와 구매 의도에 영향
을 검증하는 목표로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스포츠 매장 분위기의 요소 중 가장 쉽고 효과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음악을 중심으로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이 높은 음악을 확인한다.

  둘째,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이 높은 음악의 사용이 소비자의 매장 평가, 
브랜드 태도와 구매 의도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셋째,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을 통해 분위기 민감성이 높고 낮은 소비자들 
간에 매장 평가, 브랜드 태도 및 구매 의도의 관계를 확인하다.

  넷째,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을 통해 소비자의 쾌락과 각성수준이 매장 
평가, 브랜드 태도와 구매 의도에 대한 매개효과를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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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분위기에 대한 소비자 반응 및 이론적 모형

1) 분위기의 구성

  Kotler(1973)는 매장 분위기를 “구매 환경을 설계하여 구매자의 특정한 정
서적 효과로 구매 확률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와 관련하여, 
구매 환경은 소비자가 쇼핑하면서 관심을 끌고 그들의 기분과 행동에 영향
을 미치는데 각종 분위기 요소들(예, 조명, 음악, 장식)로 구성되어 있다
(Kumar & Karande, 2000, Lam, 2001). Kotler(1973)를 따르면, 매장의 
분위기는 소비자의 특정 감정 및 행동 반응을 만들기 위해 조작할 수 있으
므로 그들의 쇼핑 경험과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패션 전문 
매장인 Nordstrom은 대중들에게 럭셔리한 이미지, 높은 수준의 고객 서비
스와 고품질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다(Grewal, Krishnan, Baker, & Borin, 
1998). 그 이유는 깔끔한 디자인, 넓은 탈의실과 이 브랜드를 상징하는 라이
브 피아노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매 유통 업체들은 소비자의 만족
스러운 쇼핑 경험을 위한 긍정적인 쇼핑 환경을 제공하려고 하지만, 가끔 부
적절한 분위기의 조합으로 부정적인 결과가 있을 수가 있다. 이러한  결과들
은 환경적 요소들이 소매 원리와 전반적인 마케팅 전략에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 하도록 분위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Kotler, 1973; Lam, 2001).
  Berman and Evans(1995)는 분위기 자극 또는 요소들을 네 가지 범주, 
즉 매장의 외부, 일반적인 내부, 레이아웃 및 설계 변인과 POP 광고 및 내
부 장식 변인으로 나뉘었다. 그러나 Turley와 Milliman(2000)은 완벽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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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의 5가지 범주 세부 변인

외적 변인
외부표지, 입구, 외부 진열창, 건물 크기 및 높이, 건물 색
상, 매장 주위, 잔디밭 및 정원, 지역 및 장소, 건축 양시, 
지역 주위, 주차 가능 여부, 교통 혼잡, 외벽

일반적인 내부 변인
바닥 및 카펫, 실내 장식의 색채 조합, 조명, 음악, 향기,  
흡연, 통로 폭, 천장 및 벽 구성, 페인트 및 벽지, 물품,  
온도, 청결

레이아웃 및 설계 변인
공간 디자인 및 할당량, 물품 배치, 물품 분류, 사무실 배
치, 장비 배치, 금전 등록기 배치, 대기 공간, 부서 위치, 
교통류, 선반 및 케이스, 대기 줄, 가구,  데드 에어리어

POP 광고 및 내부 장식 변인 POP광고 전시, 표지, 벽의 장식, 학위 및 수료증, 사진,  
삽화, 제품 전시, 사용 설명서, 가격 전시, 텔레텍스

인류 변인 직원 특징, 직원 제복, 과밀, 소비자 특징, 사생활

위기의 자극 또는 요소들을 위해 다른 한 가지 범주, 즉 인류 변인을 다섯 
번째 범주로 추가 하였다. <표 1>은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매장 분위기를 
다섯 가지의 범주로 세부적 요소들을 포함한 표이다.

<표 1> 분위기 변수

Turley & Milliman (2000) 분위기 자극/요소의 5가지 범주

2) 자극-유기체-반응 체계(S-O-R Framework)

     
  서비스 조직에서 개인의 행동적 응답에 대한 전반적인 물리적 환경의 영
향의 조사로 Bitner(1992)는 ‘서비스스케이프(servicescape)’를 정의하였다. 
그는 상징과 인공물뿐만 아니라 주위의 물리적 특성, 공간 배치, 가구와 같
은 환경적 상태의 지각 또한 손님과 직원의 심리적, 인지적, 감정적 응답에 
영향을 준다고 제안하였다. 이는 서비스 설정에서 그들의 태도와 행동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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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줄 것이라고 하였다. Bitner와 Baker(2002) 등이 연구한 다수의 환경
적 단서의 결과를 조사한 일반적 모델, 특히 소매 세팅 제품과는 다르고 매
장 환경과 구매에 대한 소비자의 지각, 가치, 서비스 질, 노력과 심리적 비
용이 가게 애용 결정에 영향을 주는 디자인, 환경적, 사회적 면을 제안하였
다.  
  매장 분위기에 관련된 조사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이론적 패러다임은 
환경 심리학으로부터 온다(Garlin & Owen, 2006).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매
장 분위기에 대한 많은 외부 문헌은 환경 심리학자 Mehrabian과 
Russell(1974)에 의해 이뤄진 연구로부터 맞춰진 소비자 조사를 포함한다. 
Mehrabian과 Russell(1974)의 이론적 모델(The Mehrabian-Russell 모델)
은 기분상태가 물리적 환경과 인간 행동양식 사이의 관계를 조정한다는 것
을 상정한다. 즉, 그 환경에 고유한 물리적 조건들 아래에서 감정적 반응이 
먼저 유발되어지고 이는 결국 행동적인 반응을 이끌어낸다. 
  Mehrabian-Russell 모델은, 능동적 유기체가 자극과 반응 사이에 개입함
을 제안하는 관습적인 Stimulus-Organism-Response(S-O-R, 자극-유기체
-반응) 체계 아래에서 개발되었다. 이 모델은 환경의 'load(짐)'으로 알려진 
비특이성의 자극의 수치가, 유기체에 대한 환경이 유발한 감정의 정도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한다.
  정보 이론을 사용해, Mehrabian(1976)은 환경의 짐이 '정보 속도'라고 알
려진 개념을 사용해 묘사되어질 수도 있다고 제안한다. 이때 '정보 속도'란 
단위 시간당 그 환경에 존재하는 정보의 양이라고 일컬어진다. Mehrabian 
(1976)에 따르면, 개인이 수행해야 하는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개인 환
경의 짐은 더 높아진다. 그는 또한 환경의 짐이 그것의 참신함과 복잡함의 
여부에 따른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것과 관련하여, 참신함은 환경에 대해 관
찰자가 갖는 비익숙함과 불확실감을 나타내는데 반해, 복잡함은 환경 속에 
있는 자극의 수와 그것들 사이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속도와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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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hrabian과 Russell(1974)에 따르면, 모든 인간적 감정은 S-O-R 체계
에서 개입하는 변수들로써 감정 단계의 3개의 기본적 관점 또는 차원으로 
분류되어질 수 있다. 이 기본적 관점들은 쾌락(개인이 환경 속에서 만족함과 
불만족함을 느끼는 정도)과 흥분(개인이 환경 속에서 느끼는 흥분, 자극, 혹
은 각성의 정도), 지배력(개인이 환경 속에서 제한 받지 않고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를 포함한다. Mehrabian과 Russell 
(1974)에 따르면 각각의 관점들은 다른 두 개의 관점으로부터 독립적이고, 
그 3가지 관점들 모두 흔히 PAD(쾌락, 흥분, 지배력) 체계라고 불리는 것을 
형성한다.  
  이것의 도입 이래로, 인간의 행동에 대해 환경 자극이 끼치는 영향을 분석
하기 위해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 PAD 체계를 이용해오고 있다. 
Mehrabian과 Russell(1974)은 PAD 관점에 대한 개인이 보이는 반응의 본
성은 접근 행위나 회피 행위로써 분류 되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접근이나 
회피 행위는 다음의 4가지 기본 관점으로 이루어진다. (1) 환경에 머무르고
자(접근)하거나 떠나려는(회피) 욕망. (2) 환경 내에서 탐험하거나(접근) 고정되
어진 채로 남겨지길 바라는(회피) 욕망. (3) 환경 내에서 다른 이들과 소통하거나
(접근) 아예 무시하고자(회피) 하는 욕망. (4) 과업수행에 있어 성과와 만족감에 
대한 증진(접근)과 그것에 대한 저지(회피).
  소매 상황에서 실행된 다양한 연구는 쇼핑 고객의 행동이 쾌락과 흥분의 
측정과 연관되어 있고 지배력과는 거의 없다고 하였다. Mehrabian-Russell
모델은 소매 상황에서 확인한 반면 Donovan과 Rossiter(1982)는 즐거움과 
흥분 차원이 환경적 자극과 소비자 응답 사이의 중요한 매개체라는 것을 확
인하였다. 또한 그들은 가게 분위기 요소의 효과 측정의 어려움과 환경적 자
극이 회상과 생각을 분명히 표현하는 것은 어렵고 단지 일시적 감정 상태를 
이끌어 낸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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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매장 환경의 접근행동 모델

Donovan & Rossiter (1982)

3) 매장에서의 분위기

  
  (1) 매장에서 분위기의 중요성 
  
  매장의 맥락 안에서, 분위기는 매장의 미와 환경으로 볼 수 있다. 분위기
의 요소, 즉 색상, 음악, 조명, 냄새, 군중, 진열 창 및 매장 서체는 매장 분
위기를 나타내며 소비자의 지각과 매장을 평가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
할을 하고 있다(Dabija, Băbuţ, 2012). 이상적으로 말하면, 매장은 즐거움과 
적당히 환기적으로 인지되어야 한다. 즐거움과 적당한 환기를 주는 점포 분
위기는 매장의 전체적인 호오성에 기여하며 소비자 행동에 긍정적으로 영향
을 미친다(Chebat; Sirgy, 2010).
  오늘 날 대부분의 점포 경영자들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매장을 
꾸미는데 있어 하나의 소통 도구로 사용해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쇼핑 경험
을 위해 매장 환경에 매우 중요시 하고 있다(Levy; Weitz, 2001). 경쟁시장 
안에서 마케팅 연구자들은 소비자들이 구매 시점에서 물리적 자극에 영향을 
받을 경우, 실제적으로 분위기 영향을 만드는 것은 대부분의 교환 환경에서
의 중요한 마케팅 전략이라고 깨달았다(Turley; Milliman, 2000). 분위기 전
략은 성공적  또는 실패적인 사업을 좌우한다(Bitner,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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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ovan과 Rossiter(1982)는, 소매 환경에서 선뜻 관찰되는 접근-회피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Mehrabian-Russell 모델을 새로이 조정했다. 
Donovan과 Rossiter(1982)는, 소매업 환경 고유의 매장 내 분위기는 소비
자들의 감정적인 상태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저자들은 소비
자들의 변화된 감정 상태가 종종 매장 내의 예측되는 접근-회피 행동의 변
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오늘날의 소매업자들은 그 자신들이 재화
의 원천이라기보다 기억의 원천이고, 서비스 공급자이기보단 교환의 노련가
(exchange stager)라고 재정립 해오고 있다(Pine & Gilmore, 1999). 게다
가, Mathwick, Malhotra와 Rigdon(2001)은 사전 행동하는 재래식 소매업
자들이 조언, 조리 강좌, 미용 변신과 패션쇼를 제공하는 ’소매업 상호작용 
극장(retail interactive theater)’으로 변화되어가고 있다는 견해를 밝힌다. 
그렇게 상호작용적이고 고무적인 환경은 끊임없이 소비자들의 감정과 인지 
상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비록 가격과 선택, 품질에 대한 인지적 영향력이 대체적으로 상점 선택과 
계획된 구매에 대해 수행된 그 연구의 많은 부분을 설명해왔지만, Donovan
와 Rossiter(1982)는 “매장 내 환경이 유발한 감정적 반응들은 각 개인이, 
그 혹은 그녀의 본래 기대를 넘어 사용하는 정도에 대한 1차적인 요인들이
다”는 것을 제시한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쇼핑객들의 감정적인 반응과 
접근-회피 행동들이 각각 유기체 행동과 반응 행동으로 여겨지는데 반해, 매
장의 분위기는 전통적인 S-O-R 체계에서 환경적인 자극제 역할을 한다.
  Donovan과 Rossiter(1982)는 Mehrabian과 Russell(1974)의 PAD관점에 
관해 오직 즐거움과 환기가 소매업의 맥락에서 정확한 쇼핑행동의 예측변수
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지배력의 감정 상태는 소비자들의 행동
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발견되지 않았다. 소매업의 맥락으로 
Mehrabian-Russell 모델을 조정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쇼핑 행동에 대한 
매장 분위기의 영향력을 결정하는데 중요했다. 더욱이, 이는 소매업과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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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환경 내 다수의 분위기 신호들에 중점을 둔 영역에서, 차후의 풍부한 실
증적 연구가 나오도록 했다.
  최근, 매우 다양한 소비자 행동과 쇼핑 결과물에 대하여 매장 내 분위기가 
미치는 영향력에 큰 관심이 일고 있다(Bruner, 1990; Garlin & Owen, 
2006; Turley & Milliman, 2000). 그 주제에 관한 연구는, 매니저(관리인)
가 직접적으로 감정 상태와 행동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매
장 내의 분위기를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밀집(Eroglu & 
Harrell, 1986; Eroglu & Machleit, 1990), 조도(Areni & Kim, 1994; 
Summers & Hebert, 2001), 색상(Bellizzi, Crowley & Hasty, 1983), 음악
(Bitner, 1992; Hui, Dube & Chebut, 1997; Kellaris & Kent, 1992; 
Milliman, 1982; 1986; Yalch & Spangenberg, 1990; 2000), 향기(Bone 
& Ellen, 1999; Gulas & Bloch, 1995; Spangenberg, Crowley, & 
Henderson, 1996). 더욱 자세하게 말하자면, 연구가들은 분위기가 매장 평
가(Mattila & Wirtz, 2001; Schlosser, 1998), 쇼핑 경험에 대한 만족감 
(Bellizzi et al., 1983; Eroglu & Machleit, 1990), 브랜드에 대한 태도 
(Park & Young, 1986), 인지되거나 실제적인 쇼핑 시간(Kellaris & Kent, 
1992; Milliman 1982; 1986; North & Hargreaves, 1999; Yalch & 
Spangenberg, 2000), 구매 의도(Alpert, Alpert & Maltz, 2005; Areni & 
Kim, 2003; Milliman, 1982; 1986; Morris & Boone, 1998), 매장을 다시 
방문할 의사(Spangenberg et al., 1996)에 미치는 영향력을 시험 해왔다.  

  (2) 매장 분위기와 정서 상태

  
  연구자들이 점포 환경에서 매장 분위기의 역할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Kotler(1974)가 “atmospherics”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하면서부터이다. 
Kotler가 환경적 단서를 의도적으로 통제하고 구성한다는 뜻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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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ospherics”란 용어를 처음 사용하긴 했지만 그 이전에도 점포 환경에
서 여러 요소들을 조작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다(Smith & Curnow, 1966; 
Kotzan & Evanson, 1969; Curhan, 1972).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들로 인
하여 마케팅 연구자들은 소비자들이 구매 시점에서 물리적 자극의 영향을 
받는다면, 매장 환경에서 자극적인 분위기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한 마케팅 
전략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Turley and Milliman, 2000).
  분위기란 일반적으로 주위환경의 특성을 나타내는 개념이며, 구매자들이 
구매 가능성을 고취시킬 수 있는 감정적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구매 환경
을 꾸미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Kotler, 1974). 매장의 분위기는 수많은 
요소에 의해 구성되고 이것들의 영향을 받는다. 소비자들은 매장 분위기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각이 아닌 전체적으로 인식하며(Babin et al., 2003; 
Bitner, 1992), 이러한 요소들은 소비자들의 행동적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환경으로서의 매장이 고객의 정서 상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Donovan과 Rossiter(1982)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
데, Mehrabian과 Russell의 PAD 척도(1974)를 토대로 하여 소비자들의 감
정을 측정하였다. Donovan과 Rossiter는 소비자의 매장 내 구매행동은 매
장 환경에 의하여 유발된 정서적 반응의 결과라고 주장하고 환경적 자극은 
즐거움과 환기라는 정서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로 정서적 상태는 
접근 또는 회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Donovan, Rossiter, 
Marcoolyn과 Nesdale(1994)은 매장의 분위기에 노출됨으로써 즐거움은 매
장 내에서의 쇼핑금액, 쇼핑시간, 재방문 의사 등과 같은 쇼핑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긍정적인 정서상태의 소비자는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며(Belk, 1975; Sherman & Smith, 1987), 충동구매자들은 
대개 긍정적인 정서상태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Weinberg & Gottwald, 
1982). 이렇듯 매장 분위기 요소는 매장 내 소비자의 정서 상태에 영향을 미
치며 이것이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매장 내 점근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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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Donovan과 Rossiter(1982)의 연구를 비롯하여, 매장 분위기와 소비
자의 정서적, 행동적 반응과의 관계를 살펴본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매장 
분위기의 개별적 요소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소비자들은 분위기 요소
들을 각각이 아닌 전체적인 측면에서 평가한다(Babin et al., 2003; Ward 
et al., 1992). 따라서 각 분위기 요소가 얼마나 적절하게 상호작용 하는지는 
매장 환경에서 매우 종요하다.

4) 온라인상의 분위기

  
  온라인 판매자와 구매자 관계는 Rayport와 Sviokla(1994)가, 상품과 재화
가 디지털 정보로써 존재하고 정보기반 경로를 통해 전달되어질 수 있는 가
상의 영역이라고 정의 내린 “마켓스페이스”라고 칭한 것에 존재한다. 이것은 
여전히 전체 소매 판매고 중 비교적 작은 부분이지만, 온라인 소매 판매고의 
성장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는 소매업의 그것을 꾸준히 앞지르고 있다(미국 
통계국, 2010). 1990년대 후반 온라인 매장의 개시 이래로, 쇼핑은 또한 가
장 빨리 성장하는 인터넷의 용도가 되었다(Forsythe & Shi, 2003). 재래식 
소매로부터 온라인 쇼핑 환경으로의 이행이 이 새로운 사업 접근법의 역학
에 대한 숙고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온라인 매장은 몇 년간 학계의 상당한 
흥미를 끌었다(Manganari et al., 2009). 
  온라인 매장에 집중한 이전 연구자들은 최근 몇 년간 온라인 쇼핑의 폭넓
은 성장에 기여한 몇 가지 요소들을 발견했다. 이를 위해, Monsuwé, 
Dellaert와 Ruyter(2004)의 연구는 소비자가 인터넷에 대해 갖는 태도와 그
들이 온라인 쇼핑을 하는 의도에 관련한 문헌의 폭넓은 개요를 제공한다. 저
자들은 “유용성”과 “이용 편리성”이 인터넷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실용주의자
적 관점이며, 이것이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에 참여하도록 동기 유발함을 발
견했다. 게다가, 즐거움주의 관점의 “기쁨(enjoyment)”은 온라인 쇼핑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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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그들의 결정에 동일하게 동기 부여하는 요소로서 밝혀졌다. Monsuwé 
et al.(2004)는 ‘인터넷을 쇼핑 매개체로 사용하는 것이 그들의 쇼핑 경험의 
결과를 향상시킨다는 소비자의 인식’이라고 유용성을 정의한다. 반면 이용 
편리성은, 쇼핑 결과에까지 이르게 하는 과정은 최소한의 노력만 필요할 것
이라는 인식과 관련한다(Monsuwé et al., 2004). 유용성과 이용 편리성이 
소비자의 쇼핑결과와 경험에 대한 인식과 관련 있는데 반해, 기쁨
(enjoyment)은 ‘쇼핑 과제의 완료보다 온라인 쇼핑 경험의 재미와 놀이성에
서 온다(Monsuwé et al., 2004)’.
  위에서 언급된 기술적 특성들이 온라인 쇼핑의 중요한 양상이고 쇼핑 행
동의 지대한 예측 변수이지만, Childers, Carr, Peck과 Carson(2001)은 인
터넷으로부터 오는 즐거움 측면이 어떻게 소비자의 태도와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Alba et al.(1997)는 전자상거래에서의 매장과 고객의 관계는 전통적인 매장
에서의 그것과 다르다고 인식했는데, 이는 매장과 고객들이 실질적으로 대면
하는 상호작용의 사치를 온라인 매장들은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
로, Menon과 Kahn(2002)은 전통적인 재래식 소매매장에서 흔하게 연구되
었던 감정적인 반응들이 인터넷과 같은 역동적 환경에서의 소비자의 반응에
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들은 인터넷 쇼핑 여행 중 먼저 맞닥뜨린 독특한 경험들(예, 플래시 
도입부, 배경 음악, 웹 디자인)이 쇼핑객들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쇼핑하
는 나머지 시간 동안에 소비 시간, 인터넷 브라우징의 본질 그리고 홍보적인 
상호작용들에도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Menon & Kahn, 2002). 그러나 전
통적인 상점의 분위기에 대한 소비자 연구가 꾸준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매장 환경에서의 이 감각적인 자극제들은 아직 철저히 검토되어지지 
않았다(Eroglu et al., 2001; Hoffman & Novak, 1997). 예를 들어, 온라인
상 분위기에 관련한 문헌이 처음 나타났을 때까지로 거슬러 올라간 때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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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실증 연구 조사 결과들로부터 Manganari, et al.(2009)는 소비자 행동에 
온라인 매장 분위기가 미치는 영향을 위한 개념적인 틀을 제공했다. 그 저자
들은 “재래식 매장 내의 음악과 향기의 영향에 대해 진행한 다양한 연구들
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온라인상의 반응에 대한 영향을 조사한 실증적인 

연구가 발표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Manganari et al., 2009).

2. 음악 적합성이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

1) 음악 적합성의 정의

소비자 관련하여 음악의 영향을 다루는 연구는 지난 몇 년 동안 점점 더 
널리 퍼지고 있다. 그러나 몇 연구들은 소비자 행동의 반응을 향상시키기 위
해 “음악 적합성(musical fit)”의 개념, 즉 음악과 제품, 매장 혹은 브랜드간
의 인식일치의 차이를 살펴보았다(Ballouli, 2011). Yeoh와 North(2011)는 
음악 적합성을 상위 지식 구조를 활성화하는 배경 음악의 토대로 소비자들
이 다른 하나의 제품을 선택하는 현상으로 정의했다. 
  Zander(2006)는 최초로 광고 연구에서 음악 적합성에 대해 관찰을 했으
며 음악이 어떠한 대상들에 대한 제품 보증의 인상과 광고의 브랜드 차별화 
효과를 만들 수 있다는 기량을 보았다. Zander(2006)는 음악 스타일의 선택
에 따라 제품의 일반적인 보증과 브랜드 평가에 영향을 상당히 다르게 인상
됨을 증명했다. 같은 제품에도 불구하고 다른 음악의 스타일로 인해 다양한 
의미로 받아드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광고에서 록 음악 혹은 클래식 
음악이 사용될 수 있다(Baker, 1993; Kroeber-Riel, 1993). 록 음악은 소비
자들에게 자동차의 파워, 속도와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으며, 그 반면, 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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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음악은 내장용 트림, 고급한 이미지와 우아함을 강조할 수 있다. 음악 적
합성의 면에서 보면, 두 종류의 음악은 그 자동차를 설명하는데 있어 적절하
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데 있어 타당하다. 이 연구에서는 적절한 음
악을 선택함으로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초점으로 하였다. 
  Yeoh와 North(2010)는 음악 적합성이 반항적 또는 풍요한 고정관념 중 
하나와 관련된 제품을 상기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조사 하였다. 
참가자들은 록 음악 혹은 클래식 음악 중 하나를 들으면서 그들이 보았던 
20가지의 제품들을 상기하도록 했다. 결과는 록 음악이 재생 될 때 부유한 
제품보다 반항적인 제품을 더 상기 했으며, 클래식 음악으로는 이와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Yeoh와 North(2010)는 음악 적합성은 특정 제품에 관한 관
련 지식 구조를 활성화함에 따라 운용이 됨을 주장했고, 이는 결국 관련 없
는 제품들과 비교 했을 때 관련 제품들을 초기의 시점에 상기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음악 적합성이 수년에 걸쳐 소비자 연구에 대한 관심
이 화제가 되고 있는 동안, 주제에 대한 문헌의 부족은 여전히 배제한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부족한 증거로 음악 적합성이 제품의 선택(Areni 
& Kim, 1993), 광고에 대한 응답과(North, Hargreaves, MacKenzie, & 
Law, 2004), 쇼핑 경험(MacInnis & Park, 1991)에 긍정적 및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개념을 지지한다.

2) 음악 적합성이 매장 평가/브랜드 태도/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

  (1) 매장 평가

  소매업자들이 만든 물리적인 환경에서, 연구원 Yalch와 Spangenberg 
(1990)는 “음악은, 소비자에게 재화의 전달을 향상시키는 가장 흔하게 사용
되는 분위기적 요소들 중 하나”라는 것에 주목했다. 소비자의 가게 환경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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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영향을 주는 주변의 변수들(예를 들어, 온도, 과밀, 음악, 조도, 그리고 
후각 작용)중에서, 음악이 주는 자극을 조사하는 연구들은 여전히 선두에 있
다(Turley & Milliman, 2000). 그러나 청자의 반응에 끼치는 음악의 영향에 
관한 방대한 양의 문헌의 철저한 보고서를 제공하는 것은 이 연구 범위를 
넘는 힘든 일일 것이다. 대신, 여기서의 목적은 소비자의 인식과, 매장 평가, 
브랜드 태도, 그리고 구매 목적을 포함하는 소비자의 쇼핑 습성에 관해 음악
이 주는 영향에 대해 해당되는 문헌을 검토하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사람들은 그들이 특별히 애호하는 음악에 만족스럽게 반
응한다는 것을 인식해왔다(Hays & Minichiello, 2005; North, Hargreaves 
& O’Neill, 2000). 이것은 대체로 소비자 인식과 쇼핑 습성에 음악이 미치는 
영향 조사에 전념하는, 많은 소비자 연구를 안내하는 바로 그 전제이다. 소
비자 행동 분야의 학자들은, 먼저 고전적 조건 부여접근법을 통해 음악의 영
향을 검토했다(Gorn, 1982). Zander(2006)에 따르면, 이 맥락과 관련해 고
전적 조건부여란 “어떤 상품(중성 자극)과 널리 인기 있는 음악 한 곡(무조
건 자극)을 짝지어 그 둘 사이의 관계, 곧 그 상품의 선호도(조건 반응)를 만
들어 내는 것”을 내포한다. 음악과, 그것이 소비자 행동에 끼치는 영향에 관
해 가장 규칙적으로 인용되는 연구 중, Gorn(1982)은 두 가지 다른 색의 펜
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음악과 짝지음으로써, 상품 선택에 대한 사람의 조
건적 반응을 입증했다. 데이터는 연구 참여자들의 대다수가, 싫어하는 음악
과 짝지어진 펜보다 좋아하는 음악과 짝지어진 그 펜을 갖기로 선택했다는 
것을 보여줬다. Gorn(1982)은 그 상품들이 고전적 조건부여를 통해, 선호하
거나 싫어하는 음악과 연관되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감정들과 결부된다는 
것을 주장하며 그 결과를 설명했다.
  어떤 학자들은 Gorn(1982)의 실험에서 사용되었던 그 방법들을 모사하기 
위해 시도해오고 있지만, 같은 결과를 재현하는 데는 실패했다(Allen & 
Madden, 1985; Kellaris & Cox, 1989; Pitt & Abratt, 1988). Allen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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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den(1985)은 Gorn(1982)의 결과물이 박자, 음량, 장르, 혹은 양식과 같
은 음악의 다른 요소들로 인한 것일 수도 있었다고 제안했다. Kellaris와 
Cox(1989)는 정보 수집 중에 존재하는 가능한 사교육 수요 Gorn(1982)의 
결론에 영향을 끼쳤는지 아닌지 의심했다. Kellaris와 Cox(1989)는 Gorn 
(1982)의 결과가 순전히 음악 자체가 이끌어낸 그것이 되지 못했었을 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메타 분석적 연구(Bruner, 1990; Garlin & Owen, 
2006; Turley & Milliman, 2000)는, 음악이 감정, 태도와 행동양식, 또 매
장 평가, 브랜드 태도, 구매 의사와 같은 구체적인 쇼핑 관련 결과물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경험적 연구의 기존 중심부에 대해 포괄적인 개요를 
제공하며 곧 뒤따랐다.
  기존 연구자들은 소비자들이 “연상학습(associative learning)”이라고 알
려진 요소 혹은 한 대상을 향한 생각들과 감정이 만들어진 메커니즘에 기반
해, 판단과 평가를 내린다고 말한다(Shimp, Stuart, & Engle, 1991). 학자
들은 또한 소비자 평가 본질 이해의 중요성에 주목해오고 있는데, 이는 그 
평가들이 브랜드 성공의 중요한 지표를 나타내고(Aaker & Keller, 1990; 
Boush & Loken, 1991), 쇼핑 경험과 매장 평가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감에 
지대한 기여를 하기(Grewal, Baker, Levy, & Voss, 2003) 때문이다. 
  연구는, 쇼핑객들이 쇼핑 환경에서 재생되는 음악을 다른 식별 가능한 매
장 내의 분위기와 맞는다고 받아들일 때 소비자들의 매장 평가가 더 호의적
이라는 것을 보여준다(Grewal et al., 2003; Mattilla & Wirtz, 2001; 
Yalch & Spangenberg, 1993). Chebat et al.(1998)에 따르면, 음악은 인
지적 활동을 향상시키고 바라던 확신을 준비시키는데 효과적인 자극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데, 이는 결국 매장과 쇼핑 경험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에 상
당히 크게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것이다. Dube와 Morin(2001)은 쇼핑 환
경에서 재생되는 음악이 종종 소비자의 매장 평가와 쇼핑 경험에 대한 만족
감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D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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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Morin(2001)은 쇼핑 환경에 있는 소비자들이 인기 있다 인식하는 음악
이, 싫어하는 음악보다 더욱 호의적인 매장 평가를 이끌어 낸다는 것을 알아
냈다. 더 나아가, Mattila와 Wirtz(2001)가 진행한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이 
전체적인 매장 환경을 평가하는 데에 음악이 결정적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
줬다. Mattila와 Wirtz(2001)는 또한 매장 평가는 소비자들의 선택 행동과 
충동구매를 설명하는데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온라인 매장들이 전통적 매장과 같은 물리적 특성(예를 들어, 만질 수 있
는 유형의 상품과 재화)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객들의 태도와 
행동은 매장 평가에 더욱 민감하다(Eroglu et al., 2001). 게다가, 앞서 언급
한 연구에서 입증되었듯이, 쇼핑 환경에서의 음악은 소비자의 매장 평가가 
이뤄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자들이, 소비자 평가
의 경향이 브랜드와 관련된 다양한 결과들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입증해왔
기 때문에 매장 평가들은 브랜드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준다고 예측된다.

  (2) 브랜드 태도

브랜드는 ‘어떤 판매자 혹은 판매자 무리의 상품과 재화를 구별하고, 경쟁 
구도에 있는 다른 것들과 구분 짓기 위해 사용되는 이름, 용어, 사인, 상징, 
디자인 혹은 이것들의 조합’으로 정의된다(Keller, 1993). Meenaghan 
(1995)에 따르면, 브랜드는, 소비자에게 그 상품과 재화의 속성, 재질, 그리
고 수행능력을 표현하는 상징적 가치와 의미로 가득 차있다. 브랜드에 노출
되면, 소비자들은 종종 ‘브랜드 지식(brand knowledge)’으로 기억에 저장된 
브랜드에 대한 개인적인 확신과 감정을 발전시킨다(Keller, 2003). 이 내부지
식은 그 브랜드에 대해, 짧거나 혹은 긴 시간 동안의 직접적이고 공유되는 
경험들을 통해 축적된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은 종종 이런 경험들을 기반
으로, 브랜드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발전시키고, 바꾸거나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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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kie, 1986).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지 이 평가는, 브랜드 태도(brand 
attitude)라고도 널리 일컬어지는 소비자의 브랜드에 대한 태도의 작용이다. 
  브랜드 태도에 관한 외부의 많은 마케팅 문헌들은, Fishbein(1963, 1967; 
Fishbein & Ajzen, 1975)이 태도와 의사, 그리고 행동에 대해 발전시킨 이
론적 원리로부터 생겨난다. Fishbein과 Ajzen(1975)은 사람의 태도는 종종 
‘어떤 주어진 시점에서 그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작용’이라고 주장한다. 따
라서 어떤 개념에 대한 태도는 오직 그것과 같은 개념에 대해 갖는 핵심적
인 믿음의 수정을 통해서만 변할 수 있다(Fishbein & Ajzen, 1975). 마케팅 
면에서, 어떤 상품과 재화에 대한 소비자의 중요한 믿음을 바꾸는 것은 같은 
방식으로 브랜드에 대해 갖는 그들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 Mitchell과 
Olson(1981)은 태도의 인과 관계적 결정 요인들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
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그것들이 마케팅 결정 변수들에 대해 끼치는 매
개효과 때문이다. 더 나아가, Mitchell과 Olson(1981)은 “태도 형성의 인과
역학에 대한 더욱 포괄적인 이해는 마케팅 변수들의 태도적 영향을 재는 데 
마케팅 연구자들을 도울 뿐 아니라 매니저들이 더욱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을 발전시키는 데도 돕는다”고 말한다. 
  Lane과 Jacobson(1995)의 연구는 브랜드 태도가, 만족감과 의사, 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결과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마찬가지
로, Taylor와 Hunter(2003)는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소
비자들이 대단히 높은 브랜드 충성도와 재방문 의사를 입증한다는 것을 발
견했다. 이전 연구들은 브랜드 태도가 흔히 구매 행동의 유용한 지표로서 이
용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것 때문에, Madrigal(2001), 그리고 Spears와 
Singh(2004)가 진행한 조사들은 브랜드 태도의 차이들이 연구 참가자들 사
이에 실질적인 구매와 구매 의사에 대해 지대한 영향을 이끌어 낸다는 것을 
밝혔다. 
  음악과 관련해 Rossiter와 Percy(1991)는, 노래 선곡의 변화에 영향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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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구매 의사는 소비자의 브랜드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발견
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조사결과들은, 특정 브랜드가 싫어하는 음악과 연
결되어 있다고 인식 될 때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적고(부정적 
브랜드 태도), 인기 있는 음악과 연결되어 있을 때 상품 구매 가능성이 높아
진다는 것(긍정적 브랜드 태도)을 나타낸다. Beverland et al.(2006)는 광고
들에 나오는 배경음악의 다른 사용들을 조사함으로 브랜드 태도 형성에 대
한 음악의 영향력을 검토했다. 연구가들은 광고에 적절하게 배치된 음악이 
연구 참가자들의 브랜드에 대한 태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발견
했다. 또한 조사결과들은 그 광고와 전반적으로 잘 맞는 조화를 보여주는 음
악이 브랜드에 대한 이전 지식이 없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특별히 효과적이
었다는 것을 나타냈다. 이 점에 관해, 그 저자들은 어떤 브랜드에 대해 적은 
지식을 갖고 있는 소비자들이 광고의 배경음악을 브랜드의 전반적인 개성과 
독자성을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로서 받아들인다는 결론을 냈다. 
  Lee와 Labroo(2004)는, 개념적 유창성이 개개인으로 하여금 브랜드에 대
해 더욱 호의적인 태도를 갖게 한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Hamann(1990)은 
개념 주도적 처리(conceptually driven processes)가 의미 조작(semantic 
manipulations)에 민감할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즉, 개념적 유창성은 의미
있고 예상되는 맥락에서 이득을 얻을 것이다(Lee & Labroo, 2004).

  (3) 구매 의도

  Spears와 Singh(2004)는 구매 의도(purchase intentions)를 “개인의 의
식된 계획으로 한 브랜드를 구입하기 위한 노력” 혹은 “호의적 의향”으로 
어떠한 브랜드의 서비스 및 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Fishbein과 
Ajzen(1975)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제품을 실제 구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제
품을 구입할 의향이 있어야 된다고 했다. 이렇게 하여, 소비자의 구매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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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비자의 태도와 행동 사이에 상당한 관계가 있음을 여겨진다(Fishbein 
& Ajzen, 1975).  
  학자들은 환경에 의해 유도된 감정이 행동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안했다(Mehrabian & Russell, 1974). 이와 비슷하게, 매장환경
에서 음악에 의해 유도된 감정은 개인의 구매 의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Donovan & Rossiter, 1982; Donovan, Rossiter, Marcoolyn, & 
Nesdale, 1994). Schmitt(1999)에 따르면, 매장에서의 판매 기회를 강화하
는데 있어 음악을 재생하는 것이 다른 대부분의 매장 요소들보다 더 큰 역
할을 제공한다. 사전의 소비자 연구에서 음악은 소비자이 구매하는 시점에서
의 의사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Alpert & Alpert, 1990; 
Areni & Kim, 1993; Kellaris & Kent, 1992). 예를 들어, Milliman(1986)
은 배경음악의 템포와 리듬의 변화는 사람들이 식당에서 술에 대한 구매 의
도에 상당한 영향이 있음을 발견했다. 이는 느린 음악은 사람들에게 식당에 
더 오랜 시간 동안 머물게 하여 추가적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결론을 내렸
다.   
  또한, Kellaris와 Kent(1992)는 음악의 템포가 쇼핑객들의 쇼핑 속도를 느
리게 또는 빠르게 할 수 있으며 실제 구매하는데 있어 긍적적 혹은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Yalch와 Spangenberg(1993)는 비슷한 연
구를 했으며 사람들은 더 오랜 시간 동안 쇼핑을 할 때 더 많은 돈을 지출 
하거나 추가적인 구매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 저자들은 신기하게도 
익숙한 음악이 매장의 배경으로 재생 될 때 소비자들의 쇼핑 시간이 더 줄
어들었음을 발견했다(Yalch & Spangenberg, 2000). 그러나 후자의 연구에
서 소비자들은 익숙하지 않은 음악이 매장에서 재생 될 때 더 오랜 시간동
안 쇼핑을 했다고 인식했다. 위에서 설명한 연구 가정은 다양한 음악 스타일
은 소비자의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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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악 적합성 관련 선행 연구 결과

  (1) 음악 적합성과 브랜드 메시지의 관계

  
  현재까지의 음악 적합성 관련 서양 연구들은 격려적인 성과를 냈다. 본질
적으로, 현재까지의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는 음악은 관련 개요를 중요시해야 
된다고 했으며, 특정 제품의 대표적 브랜드 메시지에 부합하는 특성이 있는 
음악은 소비자들이 그 제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을 때 제품과 음악의 
관련성은 중요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구체적인 회상을 촉진하기 위한 음악 
적합성의 능력에 대한 연구는 두 가지 밖에 되지 않았다. ‘musical 
message fit’은 주의를 끄는 음악이 사용되었을 때 브랜드 이름과 메시지 
회상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하였다 (Kellaris, Cox & Cox, 1993). 비슷한 연
구에서, 음악 적합성은 라디오 광고 안에서 지명된 몇 개 제품의 분류와 구
체적 브랜드의 주된 회상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였다(North, Hargreaves, 
Mackenzie & Law, 2004). 그러나 이 두 연구의 결론은 최근 연구에서 제
시된 다른 요인으로 인해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North의 참가자는 이
전 경험이 없는 다섯 개 허구 제품에 대한 광고에 응답하도록 지시되었다. 
질문 안에 제품에 대한 친숙도의 높은 수준은 천정 효과와 같이 더 나은 지
식 활성화를 통한 회상 활성화를 위한 음악의 능력을 제한하는 가능성을 두
고 있다.
  앞서 언급 한 바와 같이, 두 개의 이전 연구가 회상에 촉진하기 위해 음악 
적합성의 능력을 언급 했지만, 몇몇 사람들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음악과 메
모리를 다른 관점에서 보았다. 이러한 연구는 기억 단서로서 음악의 효율성
에 대한 혼합된 결과를 제공한다. 소비자들로부터 대부분 광고의 회상을 촉
진하기 위한 흔한 방법으로 구두 단서를 사용한다고 하였고 이는 흥미의 자
극에 초점을 맞춘 응답자를 제외하고 음악, 목소리 질 그리고 시각적 심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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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비구두 광고 요소의 효과 탐색을 위해 불가능 하다고 하였다(Haley, 
Richardson & Baldwin, 1984). 몇몇은 음악이 제외된 광고보다 기억이 잘
되어 지도록 음악을 포함한 텔레비전 광고에 대한 경향을 보여주는 카피 테
스트 연구에서 음악의 긍정적인 효과를 발견하였다(Stewart & Furse, 
1986; Stewart, Farmer, & Stannard, 1990; Edell & Keller, 1989; 
Yalch, 1991; Tom, 1990; and Oakes, 2007). Kellaris, Cox와 Cox 
(1993)는 광고에서의 광고 메시지와 음악이 적합할 시 음악이 광고 메시지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McEwen과 Leavitt 
(1976)의 연구에서는 밝혀지지 않았고 비슷한 연구인 라디오 광고에서도 긍
정적인 효과는 없었다(Radio Recall Research, 1981; Seawall & Sarel, 
1986). 더 나아가 복잡한 문제로, 실험실 실험에서 광고 안에 포함된 음악의 
회상 효과가 종종 부정적인 것이 밝혀졌다(Anand & Sternthal, 1990; 
Park & Young, 1986; Wheatley & Brooker, 1988; MacInnis & Park, 
1991). 
  MacInnis와 Park(1991)은 음악이 광고와 접합하거나 소비자들의 음악의 
관련성 또는 적합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광고의 대표적 메시지가 부합할 
경우, 음악은 고관여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
다. North, MacKenzie, Law와 Hargreaves(2004)를 따르면, 본질적으로, 
광고에 적합한 음악은 브랜드에 대해 primes relevant beliefs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고관여에 효과적일 것이다(예, 향수 광고에서의 세련된 클래식 음
악). 이런 음악은 광고에 대한 영향이 아니라, 관련된 정보를 전달 및 활성
화시켜 앞에서 설명한 감정에 근거한 고전적 조건부여 접근법과 대조하는데 
통한다. 참으로, 적절한 음악이 메시지에 대한 주의를 집중시키기 때문에 음
악 적합성의 효과는 저관여 소비자들보다 고관여 소비자들에 더 유익하다. 
저관여 소비자들(low-involvement consumers)은 음악이 동반하는 관점에
서 브랜드로 접근하는 동기가 덜 부여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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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음악 적합성과 소비자의 지출 정도의 관계

  후자의 연구에서, 음악은 전시된 제품들과 관련된 소비자들의 지식을 활성
화 하며, 이는 결국 한 제품에 대한 고려 및 선택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
(Yeoh & North, 2011). 예를 들어, Baker, Grewal과 Parasuraman(1994)
와 Grewal, Baker, Levy와 Voss(2003) 둘 다 클래식 음악은 고급 품질의 
서비스와 상품의 인식을 가지게 하는 상류층 대상의 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여러 연구에서는 부유와 세련을 고려하는 배경음악을 활성 함으로 소
비자의 지출과 제품 선택을 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North와 Hargreaves(1998)는 학생식당에서 클래식 음악, 팝 음악, 듣기 
편한 음악과 음악이 없는 상황을 만들어 연구를 했다. 설문지의 결과로 클래
식 음악은 상류층의 분위기의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또한 같은 상황에서 
14개의 항목 중 어떠한 음식을 구매할 의향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참가자들
의 평균적으로 UK￡17.23, UK￡16.61, UK￡14.51, and UK￡14.30을 지출 
한다고 조사했다. North, Shilcock과 Hargreaves(2003)는 비슷한 결과를 
냈으며 식당에서 클래식 음악을 재생하는 것이 팝 음악 혹은 음악이 없을 
때 보다 소비자들이 더 많은 지출을 보였으며, 평균적으로 클래식 음악일 경
우 1인당 UK£32.52, 팝 음악은 UK£29.46과 음악이 없을 때의 UK£29.73가 
나왔다.
  마찬가지로, Areni와 Kim(1993)은 음악과 매장 쇼핑 환경관의 음악 적합
성에 대한 인식들이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
했으며, 소비자들이 와인 저장고에서 인기가요보다 클래식 음악을 재생할 때 
더 많은 지출을 보였다고 했다.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와인 샐러에서 재생
되는 배경음악이 클래식 음악일 경우, Billboard Top40 음악들을 재생하는 
것과 달리 소비자들은 훨씬 더 비싼 와인을 구입한다고 나타났다. 저자는 클
래식 음악과 관련된 속성이 비싼 와인에 두드러진 특성에 더 적합하다고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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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을 내렸다. 이 연구의 결과에서 사전에 효과적으로 소비자들의 제품 선택
하는 범위에서 음악이 제품의 특성 및 매장의 질에 강조하도록 가능성 보여
주었다. 
  
  (3) 음악 적합성과 국가적 문화의 관계

  음악은 문화현상이며 한 문화의 소비자에게 음악이 어느 영향을 미치는지
에 대한 결과로 또 다른 문화에서도 확인될 수 있음을 연구하는 것은 타당
하다. 게다가, 음악 적합성의 효과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참가자들이 특
정 한 곡의 음악에 추가적인 음악적 의미가 있음을 이해하는데 있어 조사해 
왔다. 이러한 서양에서 연구된 결과들은 아시아 나라에서도 물론 전적으로 
연구가 가능하다. 아시아 나라에서의 음악 적합성에 대한 효과를 연구한 학
자는 소수이며 그 중 대표적으로 Yeoh와 North(2009)와 Yeoh와 North 
(2010a)가 있다. 이전 학자들은 말레이시아 소비자들 중 제품을 고르는데 있
어 다른 민족의 배경에 대한 음악 적합성의 효과를 측정 해왔다. 학자들은 
말레이시아 국적을 가진 중국 민족들을 대상으로 6쌍의 말레이시아 혹은 인
도 제품을 제시 했으며 배경음악이 부합될 수 있도록 말레이시아 또는 인도 
음악을 틀었으며 제품과 배경음악의 일치성은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쳤다. 이와 비슷하게, Yeoh와 North(2010a)는 말레이시아 
소비자들 대상으로 다른 배경의 민족들이 음식을 선택하는데 음악 적합성의 
영향에 대해 조사를 했다. 그 결과, 소비자들이 사전에 특정 음식을 생각하
지 않았을 때에만 같은 배경 민족의 음식과 음악의 일치성이 효과를 보였음
을 확인했다. 
  North, Hargreaves와 McKendrick(1999)에 의하면 소비자는 프랑스 및 
독일 와인이 진열된 슈퍼마켓에서 고전관념적인 프랑스(예, 아코디언 음악) 
혹은 독일(예, 맥주홀 음악)음악을 재생했을 시, 3대 1의 비율로 그 음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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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게 와인을 선택한다. 이는 원산지 국가의 와인 선택에 따라 음악의 국가적
인 의미의 결과로 설명했다. 데이터에서 프랑스와 독일 음악의 지리적 기원
이 소비자들에게 프랑스 혹은 독일 와인을 구입하기 위한 성향에 상당한 영
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연구에서,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 참가자들은 인도와 말레이시아 음
악이 배경음악으로 재생되는 동안에 인도와 말레이시아 음식 제품을 회상하
도록 지시받았다. 음악 적합성에 대한 이전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두 가지 
종류의 음악이 음식의 종류와 연관되었을 때 나은 회상을 해야 한다. 그러나 
문화화의 결과로 실험실의 인도 참가자들이 말레이 음식에 비해 인도 음식
이 더 친숙하고 말레이시아 참가자들은 그 반대이다. 이러한 높은 친숙함 정
도가 이후에 확인되어진 인도와 말레이시아 음식 회상에 대한 중국 참가자
들의 능력과 같이 음악 적합성이 회상을 활성화 시킨다는 어떠한 가능성을 
제거 할 수 있을까? 
 
  (4) 음악에 대한 개인적 취향  

  Mattila와 Wirtz(2001)은 소비자들의 쇼핑 행동에 미치는 쇼핑 환경에서 
다양한 주변 기능들의 적합함과 그것의 미비점에 대해 연구를 했다. 특히, 
연구자들은 소비자들에게 쇼핑 환경에 대하여 주변 기능들(예, 음악과 향기)
을 인식 또는 서로의 독립적 여부에 연구해왔다. 결과들로 보면 쇼핑 환경의 
상호 보완적인 주변 기능들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매장에 대한 높은 평가와 
높은 구매 의도로 이어지게끔 영향을 미쳤다. 반대로 다른 기능들과는 갈등
을 겪는 한 가지의 주변 기능으로 자질을 보여주는 효과 또한 관찰되었다. 
이 후자의 점에서, Beverlan et al.(2006)이 매장 설정으로 실시한 필드 실
험에서 음악과 기타 환경적 역할 사이에서의 “부적합”의 개념은 소비자들의 
마음에 매장 이미지 및 브랜드 제품들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발견할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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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것 때문에, Beverland et al.(2006)은 부적합이 “브랜드와 매장에 대
해 반사실적 사고를 유발하며 잠재적으로 불편, 퇴장 혹은 출입하지 않는 상
황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제안을 했다”.
  Yeoh와 North(2010)는 음악 적합성의 더 나은 관점 및 소비자의 인식들
과 쇼핑 행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더 널리 사용된 과학
적 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Yeoh와 North(2010)
는 소비자의 마음은 “음악의 특정 부분이 관련 지식 구조를 활성화 할 수 
있게 서로 관련된 인지 단위로 구성 됨”을 주장했다. 이를 위하여, 일부 연
구자들은 하나의 음악 작품에 대한 개인의 취향 혹은 선호도는 그가 음악이 
환경에 자연스럽게 적합하다고의 인식 정도에 직접 관련 있다고 보여 주었
다(Martindale & Moore, 1988). 또한,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특
정 장소(예를 들어, 식당 또는 요가 수업)에 대한 개개인적인 의미를 부여하
기 때문에, 특정 장소에서 재생되는 음악 선택의 평가는 종종 소비자들이 사
전에 생각해온 음악과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따라 좌우 된다는 것을 발견했
다(North & Hargreaves, 1996a; 1996b). 
  음악에 대한 선행 연구는 음악의 의미 이외에 다양한 요소, 즉 음악 호감
도(MacInnis & Park, 1991), 음악 장르(Areni & Kim, 1993; Kellaris, 
Cox & Cox, 1993; North et al., 2004; Yeoh & North, 2010) 및 구조적 
요소(Chebat, Chebat & Vaillant, 2001; Kellaris & Kent, 1991; Zander, 
2006)에 대한 가정을 기반으로 했다.

소비자 조사에서 암시(cues), 즉 뜻하는 바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법
과 스스로 발견하게 하는 체험적법(heuristics)을 따르면, 처리 유창성
(processing fluency)을 증가시키는 변인은 처리된 정보의 지각된 진리를 
증가시켜야 된다고 하였다(Schwarz, 2004). 이 뜻은 제시된 컨텍스트와 일
치하거나 사전 지식을 새겼을 시 어느 제품에 다가가는 것은 더 쉬울 것이
며 증가 추세의 연구에서는 어느 변인이든 처리 유창성을 용이하게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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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대한 호의를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음악 적합
성에 명확하게 유사하며 스스로 발견하게 하는 체험적법 및 정보 처리의 다
른 편향에 대한 연구의 관점에서 후자를 개념화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함으로, 음악 적합성의 효과가 다양한 각도로 나타나도록 해당 
제품 및 환경에 관한 여러 가설을 연구해야 한다. 유사하게, Berkowitz와 
Rogers(1986)는 사람들에게 폭력 혹은 섹시한 뮤직 비디오를 노출함으로 폭
력 혹은 섹시 관련 장면들에 인지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장면들은 사람들이 
차후에 더욱 더 받아드릴 것으로(Anderson, Carnagey & Eubanks, 2003; 
Hansen, 1989; Hansen & Hansen, 1988, 1990, 1991; Hansen & 
Krygowski, 1994; Johnson, Jackson & Gatto, 1995; Ward, 
Hansbrough & Walker, 2005) 인지 점화 이론을 분명하게 하였다.

3. 분위기 민감성(Atmospheric Responsiveness)
  
1) 분위기 민감성의 정의

  
  매장 내의 물리적 요소들을 조사하는 연구들은, 보통 판매량이나 상표이행
에 대한 일반적인 영향에 집중한다(Chevalier, 1975-1976; Frank & 
Massy, 1970; Kotzan & Evanson, 1969). 하지만, 최근의 이론적이고 실증
적인 작업은 왜 소비자들이 분위기에 각기 다른 민감성을 보이는 지 밝힌다. 
분위기 민감성의 성격적 특성은 처음으로 환경 심리학의 영역에서 
McKechnie(1974)에 의해 발전되었는데, 그는 즉각적인 물리적 환경의 특성
에 대한 경향은 개개인들의 태도와 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주장했
다. 기본적인 전제는, 그 특성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들이 그들의 즉각적인 
물리적 환경에 대해 고조된 민감성을 보여줄 것이고 따라서 그 특성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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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은 어떤 이들보다 환경적 자극들의 변화에 대해 더욱 감정적으로 반
응할 것이라는 것이다(Craik & McKechnie, 1977; McKechnie, 1974). 
  이 지식은 후에 Grossbart, Hampton, Rammohan과 Lapidus(1990)에 
의해 조정되었고 분위기 민감성을, ‘쇼핑 장소와 쇼핑에 할애하는 시간에 대
한 소비자들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물리적 디자인과 조건의 정도’ 라고 더 
적당히 정의 내린, 소매업의 맥락에 적용되었다. 소비자가 쇼핑 환경의 환경
적 특성들에 대해 더 의식할수록, 매장 분위기로 하여금 불러일으키도록 만
들어진 감정 상태를 더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Eroglu et al., 
2003). 이는, 과밀은 소비자가 둘러보고 비교쇼핑 하는 것을 제한하고, 구매
를 줄이게 하며, 그 장소를 떠나게 하거나 쇼핑을 위해 다른 시간대나 매장
을 택하도록 하는 것에서도 반영된다. 예를 들어, Kotler(1973-1974)는 매장
들의 감각적인 특성 유지가 단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감정들을 불러일으
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마찬가지로, Markin et al.(1976)은 매장의 분위기 
특성이, 고도의 감각 관여를 촉진하고, 감정상태를 변화시키고, 매장 선택과 
충성도를 이끄는 신호로서 기능을 한다고 주장한다.
  Eroglu et al.(2001)은 어떻게 온라인 매장 분위기가 쇼핑객의 반응에 영
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분위기 민감성 개념을 이용했
다. 그 모델은 매장 분위기가 일으킨 감정 상태가 장소 분위기와 쇼핑객의 
태도, 만족감, 다양한 접근/회피 행동과의 관계를 중재할 것이라고 묘사한
다. 게다가 그 모델은, 관여/개입과 분위기 민감성이 적당한 영향력을 행사
한다고 제시한다. 그 모델에 대한 실증적인 검사는 분위기 민감성이 온라인 
상점 분위기와 소비자들의 감정상태 사이의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이는 소비자들의 쇼핑경험에 대한 만족감과 상점에 대한 태도 모두에 크게 
영향을 준다고 발견했다(Eroglu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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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위기 민감성이 높고 낮은 소비자의 특징

  
  Ballouli(2011)는 음악 환경과 음악적 조화에 대한 참가자들의 인식 관련 
분위기 민감성 사이의 적당한 상호작용을 예견했다. 그의 가정은, 낮은 분위
기 민감성을 갖고 있는 참가자들 중 실험적인 환경들 사이에서 인지되는 음
악적 조화에 중요한 차이점은 없었다는 것으로 뒷받침 되었다. 즉, 분위기 
민감성이 높은 참가자들 중, 스포츠 브랜드 음악을 들은 개인들은 대중음악
을 들은 개인들보다 음악 적합성에 대해 더 호의적인 인식을 가졌다는 것이
다.
  마찬가지로, Ballouli(2014)는 분위기 민감성을 연속변량으로서 측정해서 
(Aiken & West, 1991), 일반적인 음악 환경에서 더 즉각 반응하는 참가자
들이 브랜드 음악 환경에서 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참가자들과 비교될 수 
있도록 하였고, 덜 반응하는 참가자들의 역 또한 비교할 수 있게 하였다. 일
반적인 음악 환경은, 브랜드 음악 환경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덜 보이는 참가
자들과 비교될 수 있다. 이 상호작용의 결과들은, 낮은 분위기 민감성을 갖
고 있는 참가자들 중, 음악 조화에 대한 인식(즉, 두 환경에 있는 그 노래들
은 같은 정도의 조화를 가졌다)에 관해서는 그 두 가지 음악 환경 사이에 큰 
차이점들이 없었음을 밝힌다. 그러나 고도의 분위기 민감성을 나타낸 참가자
들 중에서는, 브랜드 음악 환경에서의 선택들이 일반적인 음악 환경에서의 
노래들보다 더 나은 조화라고 인식 되는 그 음악 집단 사이에 큰 차이점들
이 있었다.
  Eroglu et al.(2003)는 분위기 민감성의 성격 특성이, 인지되어지는 온라
인 상점 환경과 온라인 쇼핑객들의 감정, 인식 상태 사이의 관계를 완화할 
것이라고 가설을 세웠다. 장소 분위기(site atmosphere)의 영향은 오직 분
위기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에게만 의미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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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가설

1.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의 효과

  기존 학자들은 소비자 평가 본질 이해의 중요성에 주목해오고 있는데, 이
는 그 평가들이 브랜드 성공의 중요한 지표를 나타내고(Aaker & Keller, 
1990; Boush & Loken, 1991), 쇼핑 경험과 매장 평가에 대한 소비자의 만
족감에 지대한 기여를 하기(Grewal, Baker, Levy, & Voss, 2003) 때문이
다.
  연구는, 쇼핑객들이 쇼핑 환경에서 재생되는 음악을 다른 식별 가능한 매
장내의 분위기와 맞는다고 받아들일 때 소비자들의 매장 평가가 더 호의적
이라는 것을 보여준다(Grewal et al., 2003; Mattilla & Wirtz, 2001; 
Yalch & Spangenberg, 1993). Chebat et al.(1998)에 따르면, 음악은 인
지적 활동을 향상시키고 바라던 확신을 준비시키는데 효과적인 자극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데, 이는 결국 매장과 쇼핑 경험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에 상
당히 크게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것이다. Dube와 Morin(2001)은 쇼핑 환
경에서 재생되는 음악이 종종 소비자의 매장 평가와 쇼핑 경험에 대한 만족
감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Mattila와 Wirtz(2001)가 진행
한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이 전체적인 매장 환경을 평가하는 데에 음악이 결
정적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줬다.
  음악과 관련해 Rossiter와 Percy(1991)는, 노래 선곡의 변화에 영향을 받
은 구매 의사는 소비자의 브랜드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발견
했다.  Beverland et al.(2006)는 광고들에 나오는 배경음악의 다른 사용들
을 조사함으로 브랜드 태도 형성에 대한 음악의 영향력을 검토했다.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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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광고에 적절하게 배치된 음악이 연구 참가자들의 브랜드에 대한 태도
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발견했다.
  학자들은 환경에 의해 유도된 감정이 행동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안했다(Mehrabian & Russell, 1974). 이와 비슷하게, 매장환경
에서 음악에 의해 유도된 감정은 개인의 구매 의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Donovan & Rossiter, 1982; Donovan, Rossiter, Marcoolyn, & 
Nesdale, 1994). Schmitt(1999)에 따르면, 매장에서의 판매 기회를 강화하
는데 있어 음악을 재생하는 것이 다른 대부분의 매장 요소들보다 더 큰 역
할을 제공한다. 사전의 소비자 연구에서 음악은 소비자이 구매하는 시점에서
의 의사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Alpert & Alpert, 1990; 
Areni & Kim, 1993; Kellaris & Kent, 1992). 예를 들어, Milliman(1986)
은 배경음악의 템포와 리듬의 변화는 사람들이 식당에서 술에 대한 구매 의
도에 상당한 영향이 있음을 발견했다. 이는 느린 음악은 사람들에게 식당에 
더 오랜 시간 동안 머물게 하여 추가적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결론을 내렸
다. 또한, Kellaris와 Kent(1992)는 음악의 템포가 쇼핑객들의 쇼핑 속도를 
느리게 또는 빠르게 할 수 있으며 실제 구매하는데 있어 긍적적 혹은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이 가정들과 일치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
을 주창한다. 

H1: 스포츠 매장에서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도가 높은 음악을 접한 소비자

는 적합도가 낮은 음악을 접한 소비자들보다 매장 평가, 브랜드 태도와 

구매 의도가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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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위기 민감성의 조절 효과

  즉각적인 물리적 환경의 특성에 대한 경향은 개개인들의 태도와 기질에 
영향을 미친다(McKechnie, 1974). 기본적으로 그 특성을 소유하고 있는 개
인들이 그들의 즉각적인 물리적 환경에 대해 고조된 민감성을 보여줄 것이
고 따라서 그 특성을 갖고 있지 않은 어떤 이들보다 환경적 자극들의 변화
에 대해 더욱 감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는 것이다(Craik & McKechnie, 
1977; McKechnie, 1974). 소비자가 쇼핑 환경의 환경적 특성들에 대해 더 
의식할수록, 매장 분위기로 하여금 불러일으키도록 만들어진 감정 상태를 더 
경험할 수 있다. 과밀은 소비자가 매장을 둘러보고 비교쇼핑 하는 것을 제한
하고, 구매를 줄이게 하며, 그 장소를 떠나게 하거나 쇼핑을 위해 다른 시간
대나 매장을 택하도록 하는 것에서도 반영된다(Eroglu et al., 2003). 이 가
정들과 일치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주창한다.

H2: 스포츠 매장에서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이 매장 평가, 브랜드 태도와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분위기 민감성이 낮은 소비자 보다는 높

은 소비자들에게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3. 소비자 쾌락과 각성수준의 매개 효과

  환경으로서의 매장이 고객의 정서 상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Donovan과 Rossiter(1982)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
데, Mehrabian과 Russell의 PAD 척도(1974)를 토대로 하여 소비자들의 감
정을 측정하였다. Donovan과 Rossiter는 소비자의 매장 내 구매행동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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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환경에 의하여 유발된 정서적 반응의 결과라고 주장하고 환경적 자극은 
즐거움과 환기라는 정서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로 정서적 상태는 
접근 또는 회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Donovan, Rossiter, 
Marcoolyn과 Nesdale(1994)은 매장의 분위기에 노출됨으로써 즐거움은 매
장 내에서의 쇼핑금액, 쇼핑시간, 재방문 의사 등과 같은 쇼핑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긍정적인 정서상태의 소비자는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며(Belk, 1975; Sherman & Smith, 1987), 충동구매자들은 
대개 긍정적인 정서상태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Weinberg & Gottwald, 
1982). 이렇듯 매장 분위기 요소는 매장 내 소비자의 정서 상태에 영향을 미
치며 이것이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매장 내 점근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가정들과 일치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주창한다.

H3: 스포츠 매장에서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이 매장 평가, 브랜드 태도와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소비자들의 쾌락과 각성수준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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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험 1

1. 연구방법

  실험 1은 3차례의 사전조사를 통해 검증된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으로 
소비자의 매장 평가, 브랜드 태도와 구매 의도 효과를 측정하였다. 또한 분
위기 민감성이 소비자의 매장 평가, 브랜드 태도와 구매 의도에 조절 역할을 
하는지와 소비자의 쾌락 및 각성수준이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1) 연구 설계 및 대상

  
  실험 1의 가설 1과 2에 대한 연구 모형은 <그림 2>와 같다. 독립변인으로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으로 설정하였고, 종속변인은 매장 평가, 브랜드 태도
와 구매 의도로 설정을 하였다. 또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들에 미치는 영향력
에 대한 조절효과를 보기 위해 분위기 민감성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2> 가설 1과 2에 대한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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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수(명) 구성 비율(%)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
높은 음악 110 49.1
낮은 음악 114 50.9

  실험 1의 가설 3에 대한 연구 모형은 <그림 3>과 같다. 가설 1과 2와 마찬
가지로 독립변인으로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으로 설정하였고, 종속변인은 매
장 평가, 브랜드 태도와 구매 의도로 설정을 하였다. 여기에서 독립변수와 종
속변수들 간의 영향력에 대한 매개효과를 보기 위해 소비자의 정서 상태, 즉 
쾌락과 각성수준을 이 연구 모형에 설정하였다.

<그림 3> 가설 3에 대한 연구 모형

  실험 설문은 2016년 3월부터 4월까지 진행이 되었고, 피험자는 스포츠 매
장을 자주 애용하는 20-30대를 기준으로 무작위로 선정을 하였으며, 총 270명 
중 성실하게 답변을 한 224명을 최종적으로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실험 대상자는 실험 자극물 속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에 따라 2가지의 
상황, 즉 2개의 집단에 무선할당 되었으며, 각 집단에 참여한 인원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연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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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수(명) 구성 비율(%)

성별
남성 113 50.4

여성 111 49.6

연령대
20대 146 65.2

30대 78 34.8

학력

대학교 재학 22 9.8

대학교 졸업 129 57.6

석사과정 재학 34 15.2

석사과정 졸업 32 14.3

박사과정 이상 7 3.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성별, 연령대, 학력)은 <표 3>과 같다.

<표 3>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 사전조사

  (1) Pretest 1

  
  Pretest 1은 스포츠 매장의 종목을 선정하기 위함으로 최근 6개월 안에 
스포츠 용품 매장에 방문하여 구매한 적이 있는 20-30대 소비자들 3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피험자들에게 가장 최근에 스포츠 용품 매장에서 구매
한 제품은 어떤 종목의 스포츠 제품인지 나열하게 하였으며, 축구, 농구, 야
구를 포함한 15개의 종목들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이 된 러닝 종목을 최종
적으로 선정하였다.



- 37 -

요인 문항 수 Cronbach’s α

브랜드 적합성 4 .958

  (2) Pretest 2

  
  Pretest 2는 가상 브랜드 중 가장 러닝 용품 매장과 적합한 브랜드를 선
정하기 위하여 시행하였다. 이를 위해, pretest 1에서 참가한 20-30대 소비
자 30명을 대상으로 앞서 선정된 러닝 종목의 용품 매장을 기준으로 5가지
의 가상 브랜드를 만들어 피험자들에게 브랜드 적합도 측정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피험자들에게 5개의 가상 브랜드가 각각 삽입된 5개의 영상을 보
여주었다. 이는 가상 브랜드가 삽입된 11장의 사진을 슬라이드 방식의 1분
40초 길이 영상으로 구성하여 브랜드에 대한 적합도 측정을 실시하였다. 적
합도 측정 문항들은 Macinnis와 Park(1991)의 문항들을 수정하여 적용하였
고 Cronbach’s α 값을 사용하여 신뢰도 측정을 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 <표 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브랜드 적합성은 .958로 
나타났다. 따라서 pretest 2에서 사용된 브랜드 적합성 측정 항목의 
Cronbach’s α의 계수는 Nunally(1978)가 신뢰할 만 하다고 제시한 .70 이
상으로 측정도구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Pretest 2 브랜드 적합성 측정항목의 신뢰도 계수

  (3) Pretest 3  

  마지막 Pretest 3은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도가 높은 음악과 지각된 음악
-매장 적합도가 낮은 음악을 선정하기 위함이다. <표 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도가 높은 음악은 실제 스포츠 용품 매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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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명 가수 명 BPM

Chameleon (Instrumental) Hardwell & Wiwek 128

Calabria (Firebeatz Remix) Rune RK 128

I’m All Yours (Instrumental) Jay Sean ft. Pitbull 128

Bad (Instrumental) David Guetta & Showtek ft. Vassy 130

Levels (Instrumental) Avicii 126

사용되고 있는 음악 5곡을 선정하였고, 반면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도가 낮
은 음악은 <표 6>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2016년3월26일 기준 Billboard 
HOT 100의 음악 5곡을 선정하였다. 피험자들은 pretest 1, pretest 2와 동
일한 20-30대 소비자들 30명을 대상으로 실행하였다. 기현명과 이유리
(2012)는 일반적으로 음악의 템포를 100~110BPM을 기준으로 110BPM 이상
은 빠른 템포, 100BPM 이하는 느린 템포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100~110BPM을 기준으로 앞서 언급한 음악-매장 적합성이 높은 음악 5곡과 
낮은 음악 5곡, 총 10곡의 음악을 pretest 2의 영상에 각각 삽입하여 피험
자들에게 총 10가지의 실험 상황을 보여주었다.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 
측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적합성이 높은 음악 1곡과 낮은 음악 1곡이 선정 
되었다. 그 결과,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이 높은 음악으로는 Rune RK의 
Calabria가 선정이 되었고, 그 반면 적합성이 낮은 음악으로는 Zayn Malik
의 Pillowtalk이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었다.

<표 5>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도 높은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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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문항 수 Cronbach’s α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 4 .952

곡명 가수 명 BPM

Blank Space (Instrumental) Taylor Swift 96

7 Years (Instrumental) Lukas Graham 60

Needed Me (Instrumental) Rihanna 56

Pillowtalk (Instrumental) Zayn Malik 63

Might Be (Instrumental) Luke Nasty 74

<표 6>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도 낮은 음악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도 측정 문항들은 Macinnis와 Park(1991)의 문항
들을 수정하여 적용하였고 Cronbach’s α 값을 사용하여 신뢰도 측정을 하
였다.
  분석 결과 다음 <표 7>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
은 .952로 나타났다. 따라서 pretest 3에서 사용한 음악 적합성 측정 항목의 
Cronbach’s α의 계수는 Nunally(1978)가 신뢰할 만 하다고 제시한 .70 이
상으로 측정도구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Pretest 3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 측정항목의 신뢰도 계수



- 40 -

3) 실험 자극물 제작

  
  실험 1의 실험 자극물은 pretest 1에서 선정된 러닝 용품 매장을 배경으
로 하여 pretest 2에서 선정된 가상 BOLT 브랜드를 영상의 사진들 속에 삽
입하였다. 영상의 배경음악으로는 pretest 3에서 선정된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이 높은 음악과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이 낮은 음악으로 자극물을 
제작하였다. 자극물은 가상 BOLT 브랜드가 삽인 된 11장의 사진으로 슬라
이드 식의 1분40초 길이 영상으로 제작하여 실험 참가자들에게 제시하였다.

<그림 4> 실험 자극물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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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변수 측정 및 조사 도구

  실험 1에서는 자료수집 방법으로 설문지(questionnaire)를 사용하였으며, 
작성 방법으로는 자기평가 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을 사용하였
다. 구체적인 설문지의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독립변인

  실험 1의 독립변인은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이 이다. 지각된 음악-매장 적
합성은 음악의 템포로 설정하였다.

  (2) 종속변인

  실험 1의 종속변인은 실험 참가자가 러닝 용품 매장에서 두 가지의 독립변
인으로 설정한 상황, 즉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에 따라 매장 평가, 브랜드 
태도와 구매 의도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3) 조절변인

  실험 1의 조절변인으로는 McKechnie(1974)의 분위기 민감성의 성격적 특성
을 이용하여 스포츠 매장에서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이 매장 평가, 브랜드 
태도와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분위기 민감성이 낮은 소비자 보다는 
높은 소비자들에게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설정하였다. 
McKechnie(1974)는 즉각적인 물리적 환경의 특성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들
이 그들의 즉각적인 물리적 환경에 대해 고조된 민감성을 보여줄 것이고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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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그 특성을 갖고 있지 않은 이들보다 환경적 자극들의 변화에 대해 더
욱 감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는 주장하였다(Craik & McKechnie, 1977; 
McKechnie, 1974).  

  (4) 매개변인

  실험 1의 매개변인으로는 Mehrabian과 Russell(1974)의 PA(쾌락, 흥분) 
체계를 이용하여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이 매장 평가, 브랜드 태도와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소비자들의 쾌락과 각성수준에 의해 매개될 것이라고 
설정하였다. Mehrabian과 Russell(1974)은 PA 관점에 대한 개인이 보이는 
반응의 본성은 접근 행위나 회피 행위로써 분류 되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5) 측정 도구

  실험 1에서 측정한 변인들은 매장 평가, 브랜드 태도, 구매 의도, 음악 적합
성과 분위기 민감성이다. 변인들은 기존 연구자들로부터 개발 및 사용된 다양
한 항목 척도를 수정하여 측정을 실시하였다.

  (i) 매장 평가

  매장 평가는 Spangenberg, Grohmann과 Sprott(2005)의 3항목 척도를 이
용하여 측정하였다. 모든 문항은 7점 의미차별척도로 구성되며 “나쁘다-좋다,” 
“즐겁지 않다-즐겁다,”와 “호의적이지 않다-호의적이다”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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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브랜드 태도

  브랜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MacKenzie와 Lutz(1989)의 4항목 척도를 이
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7점 의미차별척도로 구성되며 “나쁘다-좋다,” “호의적
이지 않다-호의적이다,” “부정적이다-긍정적이다,”와 “싫어한다-좋아한다,”로 
측정하였다.

  (iii) 구매 의도

  

  구매 의도는 Notani(1997)의 3항목 척도를 이용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보완하여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1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에서 7 (매우 동의한
다)로 7단계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iv) 쾌락

  쾌락은 Mehrabian과 Russell(1974)이 개발한 4항목 척도를 이용하여 소비
자의 쾌락 상태를 측정하였다. 모든 문항은 7점 의미차별측도로 구성되며 “전
혀 기쁘지 않다-매우 기쁘다”, “전혀 만족하지 않다-매우 만족하다”, “전혀 편
하지 않다-매우 편하다”와 “전혀 지루하지 않다-매우 지루하다”로 측정하였다.

  (v) 각성

  각성은 Mehrabian과 Russell(1974)이 개발한 4항목 척도를 이용하여 소비
자의 각성 상태를 측정하였다. 문항은 1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에서 7 (매우 
동의한다)로 7단계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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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문항 출처

매장 평가
가. 매장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얼마나 호의적입니까?
나. 매장에서 쇼핑하는 동안 당신은 얼마나 즐거우셨습니까?
다. 매장에 대한 당신의 전반적인 평가를 어떻게 표현 하십니까? 

Spangenber,
Grohmann & 
Sprott(2005)

브랜드 태도

가. 브랜드에 대한 당신의 태도는 얼마나 호의적이십니까?
나. 브랜드에 대한 당신의 태도를 어떻게 표현 하십니까?
다. 이 브랜드를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라. 브랜드에 대한 당신의 전반적인 태도를 어떻게 표현 하십니까?

MacKenzie 
& Lutz
(1989)

구매 의도
가. 나는 이 매장을 애용할 것이다.
나. 나는 이 매장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것이다.
다. 나는 가까운 미래에도 이 매장에서 구매할 계획이다.

Notani(1997)

쾌락

가. 매장에서 쇼핑하는 동안 당신은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나. 매장에서 쇼핑하는 동안 당신은 얼마나 만족스러웠습니까?
다. 매장에서 쇼핑하는 동안 당신은 얼마나 편안하셨습니까?
라. 매장에서 쇼핑하는 동안 당신은 얼마나 지루하셨습니까?

Mehrabian 
& Russell

(1974)

  (vi) 음악 적합성 

  MacInnis와 Park(1991)이 개발한 5항목 척도를 이용하여 음악 적합성의 인
식을 측정하였다. 문항은 1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에서 7 (매우 동의한다)로 7
단계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vii) 분위기 민감성

  분위기 민감성은 Eroglu et al.(2003)의 4항목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문항은 1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에서 7 (매우 동의한다)로 7단계 리커트 척도
로 측정하였다.

<표 8> 측정 및 항목 문항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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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문항 출처

각성

가. 나는 이 매장에서 쇼핑하는 동안 종종 흥분되고 설레었다.
나. 나는 이 매장에서 쇼핑하는 동안 흥미로움을 느꼈다.
다. 나는 이 매장에서 쇼핑하는 동안 무언가에 자극을 받았음을 

느꼈다.
라. 나는 이 매장에서 쇼핑하는 동안 활기가 생겼다.

Mehrabian 
& Russell

(1974)

음악
적합성

가. 매장의 음악은 매장과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나. 매장의 음악은 나의 쇼핑 경험과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다. 매장의 음악은 매장의 판매 물품과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라. 매장의 음악은 매장의 다른 특성들과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마. 매장의 음악은 내가 생각하는 브랜드의 이미지와 특성에 적

합하다고 생각한다.

Macinnis &
Park(1991)

분위기
민감성

가. 나는 쇼핑을 할 때 물리적인 환경에 주의를 기울인다.
나. 음악, 색상, 조명과 같은 매장의 요소들은 나의 쇼핑에 대한 

평가를 좌우한다.
다. 나는 쇼핑 결정을 하는데 있어 매장의 외형을 본다.
라. 매장의 장식은 나의 쇼핑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Eroglu,
Machleit &
Davis(2003)

5) 자료 분석

  연구 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SPSS 23.0을 이용하여 다음
의 분석들을 실시하였다.

  (1) 기술통계 분석(Descriptive Analysis)

  실험 1에 참여한 대상에 대한 인구통계학적인 정보를 알아보기 위하여 수
집한 통계 값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의 기본적인 특
성인 평균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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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T-검증(t-test)

  실험 1의 독립변수인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이 높은 음악과 낮은 음악
의 평균값 및 종속 변수인 매장 평가, 브랜드 태도와 구매 의도의 평균값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사용하였다.

  (3) 회귀분석(Regression)

  실험 1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매개 변인인 정서 상태, 즉 쾌락과 각성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4)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

  실험 1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조절 변수인 분위기 민감성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2. 연구결과

1) 주요 변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1) 탐색적 요인분석

  실험 1에 사용된 변수들에 대한 각 요인의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탐색적 요
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설정된 항목들의 적합도 판단을 위해 KMO(Kai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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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 요인적재치 KMO 자유도 유의확률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

1 .943

.919 10 p < .01
2 .911
3 .921
4 .889
5 .936

매장 평가
1 .932

.779 3 p < .012 .924
3 .942

브랜드 태도

1 .901

.881 6 p < .012 ,912
3 .910
4 .915

구매 의도
1 .919

.779 3 p < .012 .920
3 .924

쾌락

1 .934

.874 6 p < .012 .924
3 .883
4 .876

각성

1 .932

.886 6 p < .012 .923
3 .922
4 .931

분위기 민감성

1 .791

.816 6 p < .01
2 .781
3 .775
4 .804

Meyer Olkin)값을 구하였고, 모두 .70 이상으로 변수들의 선정이 상당히 좋은 
편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9>에 제시하였다.

<표 9>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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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문항 수 Cronbach’s α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 5 .98

매장 평가 3 .96

브랜드 태도 4 .97

구매 의도 5 .96

쾌락 4 .97

각성 4 .97

분위기 민감성 4 .91

  (2) 신뢰도 분석

  실험 1에서는 Cronbach’s α 계수를 사용하여 신뢰도 측정을 하였다. 측
정항목별 신뢰도 분석결과 다음 <표 10>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Nunally(1978)가 신뢰할 만 하다고 제시한 .70 이상으로 확인되어 모든 항
목이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모든 변수의 측정항목 신뢰도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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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

1

1 7

4.31 1.75
2 4.16 1.62
3 4.24 1.72
4 4.29 1.60
5 4.23 1.69

매장 평가
1

1 7
4.59 1.41

2 4.42 1.62
3 4.63 1.41

브랜드 태도

1

1 7

4.29 1.33
2 4.29 1.32
3 3.98 1.30
4 4.25 1.37

구매 의도
1

1 7
4.25 1.41

2 4.14 1.40
3 4.12 1.52

쾌락

1

1 7

4.25 1.65
2 4.32 1.56
3 4.21 1.33
4 4.25 1.63

각성

1

1 7

4.09 1.64
2 4.39 1.59
3 4.20 1.58
4 4.33 1.79

분위기 민감성

1

1 7

5.36 1.07
2 5.40 1.12
3 5.17 1.13
4 5.25 1.11

2)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실험 1의 주요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11>과 같다.

<표 11> 측정 변인들의 기술통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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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인 평 균 표준편차
구성개념간 상관관계(Inter-Construct Correlations)

1 2 3 4 5 6 7

1. 음악 적합성 4.25 1.60 1

2. 매장 평가 4.55 1.43 .89** 1

3. 브랜드 태도 4.20 1.27 .82** .87** 1

4. 구매 의도 4.17 1.39 .85** .85** .87** 1

5. 쾌락 4.26 1.47 .90** .91** .89** .91** 1

6. 각성 4.25 1.59 .92** .89** .86** .88** .93** 1

7. 분위기 민감성 5.29 .98 .16* .09 .10 .16* .13 .11 1

3) 주요 변인 상관관계 분석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2>에 제시된 것과 같다.

<표 12> 주요 변인 상관관계 분석 결과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하다.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하다.

4) 조작 점검

  본 실험의 실험 자극물과 관련한 처치가 올바르게 조작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실험 자극물 속 지각된 음악 적합성에 대한 조작 
측정을 위해 본 설문 문항에 앞서 ‘영상을 보시고 스포츠 매장에서 쇼핑 상황
을 가정하였을 때 재생되는 음악과 스포츠 매장이 얼마나 적합하다고 생각하십
니까?’ 문항을 7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pretest 3에서 스포
츠 매장과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이 높은 음악 가운데 선정된 Calabria의 
평균(M = 5.54)이 스포츠 매장과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이 낮은 음악으로 
선정된 Zayn Malik의 Pillowtalk(M = 2.2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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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 표준편차

t p
높은 적합도 

(n=110)
낮은 적합도

(n=114) 높은 적합도 낮은 적합도

매장 평가 5.40 3.71 1.09 1.21 10.95 p < .01

브랜드 태도 4.89 3.53 1.01 1.12 9.43 p < .01

구매 의도 4.92  3.44 1.15 1.19 9.40 p < .01

  따라서 본 실험의 실험 자극물과 관련한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과 관련한 
조작들은 본 연구의 의도에 맞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5) 가설 검증

  (1) 연구가설 1 검증 결과

  실험 1의 첫 번째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은 ‘스포츠 매장에서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도가 높은 음악을 접한 소비자는 적합도가 낮은 음악을 접한 
소비자들보다 매장 평가, 브랜드 태도와 구매 의도가 높을 것이다.’ 이다. 가
설 1을 분석한 결과 <표 13>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매장 평가는 t값이 10.95, 브랜드 태도는 9.43, 그리고 구매 의도는 9.40
으로 스포츠 매장에서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도가 높은 음악을 접한 소비자
는 적합도가 낮은 음악을 접한 소비자들보다 매장 평가, 브랜드 태도와 구매 
의도가 높게 나타나 가설 1은 채택되었다.

<표 13> 가설1 t-test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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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주효과
적합성 224.01 1 224.01 255.16 p <. 01

민감성 1.24 1 1.24 1.41 p >. 05

상호작용효과 적합성*민감성 36.85 1 36.85 41.97 p <. 01

  (2) 연구가설 2 검증 결과

  실험 1의 두 번째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2는 ‘스포츠 매장에서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이 매장 평가, 브랜드 태도와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분위기 민감성이 낮은 소비자 보다는 높은 소비자들에게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다. 다시 말해 가설 2에서는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이 매장 평
가, 브랜드 태도와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분위기 민감성이 조절역
할을 하는 가를 보기 위함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
성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고/저로 나누어 설정하였고 분위기 민감성 또한 평
균값을 기준으로 고/저로 설정하여 two-way ANOVA를 실시하였다.
  먼저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이 매장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분위기 
민감성이 조절역할에 대한 결과는 <표 14>에서 제시된 것과 같다.

<표 14> 매장 평가에 분위기 민감성의 조절효과 결과

주: 수정된 R  = .57

  분석결과, 분위기 민감성(F = 1.41, p > .05)은 매장 평가에 직접적인 효
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분위기 민감성의 상
호작용효과(F = 41.97, p < .0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구체적으로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이 매장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분위
기 민감성이 낮은 소비자 보다는 높은 소비자들에게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
는 분위기 민감성이 높은 소비자들이 낮은 소비자보다 지각된 음악-매장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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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주효과
적합성 144.06 1 144.06 176.10 p <. 01

민감성 .23 1 .23 .29 p > .05

상호작용효과 적합성*민감성 32.59 1 32.59 39.84 p <. 01

합성 고/저에 따라 매장 평가에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5> 매장 평가에 분위기 민감성의 조절효과 결과

  
  다음으로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이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분위기 민감성이 조절역할에 대한 결과는 <표 15>에서 제시된 것과 같다.

<표 15> 브랜드 태도에 분위기 민감성의 조절효과 결과

주: 수정된 R  = .49

  분석결과, 매장 평가와 마찬가지로 분위기 민감성(F = .29, p > .05)은 브
랜드 태도에 직접적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각된 음악-매장 적
합성*분위기 민감성의 상호작용효과(F = 39.84, p < .01)는 통계적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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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주효과
적합성 196.54 1 196.54 229.23 p < .01

민감성 1.10 1 1.10 1.28 p > .05

상호작용효과 적합성*민감성 35.48 1 35.48 41.38 p < .01

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말로,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이 브랜드 태
도에 미치는 영향에 분위기 민감성이 낮은 소비자 보다는 높은 소비자들에
게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분위기 민감성이 높은 소비자들이 낮은 소비자
보다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 고/저에 따라 브랜드태도에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그림 6> 브랜드 태도에 분위기 민감성의 조절효과 결과

  마지막으로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이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분위기 민감성이 조절역할에 대한 결과는 <표 16>에서 제시된 것과 같다.

<표 16> 구매 의도에 분위기 민감성의 조절효과 결과

주: 수정된 R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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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결과, 위의 두 종속변수들과 마찬가지로 분위기 민감성(F = 1.28, p > 
.05)은 구매 의도에 직접적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각된 음악-
매장 적합성*분위기 민감성의 상호작용효과(F = 41.38, p < .01)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이 구매 의
도에 미치는 영향에 분위기 민감성이 낮은 소비자 보다는 높은 소비자들에
게 더 강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는 분위기 민감성이 높은 소비
자들이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 고/저에 따라 구매의도에 높은 차이를 보
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결과는 <그림 7>과 같다.

<그림 7> 구매 의도에 분위기 민감성의 조절효과 결과

  (3) 연구가설 3 검증 결과

  실험 1의 세 번째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3은 ‘스포츠 매장에서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이 매장 평가, 브랜드 태도와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소비자들의 쾌락과 각성수준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이다.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이 매장 평가, 브랜드 태도와 구매 의도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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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단계 독립변수 종속변수 R β F p

1단계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

쾌락
각성 .86 (.93) 1338.42 p < .01

2단계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

매장 평가 .79 (.89) 834.43 p < .01
브랜드 태도 .66 (.66) 438.73 p < .01
구매 의도 .72 (.85) 582.589 p < .01

3단계
(독립변수)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

매장 평가 .85 (.29) 627.61 p < .01
브랜드 태도 .80 (-.08) 432.02 p > .05
구매 의도 .83 (.06) 535.22 p > .05

3단계
(매개변수)

쾌락
각성

매장 평가 .85 (.65) 627.61 p < .01
브랜드 태도 .80 (.96) 432.02 p < .01
구매 의도 .83 (.79) 627.61 p < .01

영향에서 쾌락과 각성수준이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17>에서 제시된 것과 같다. 
  구체적으로 1단계에서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이 매개변인 쾌락과 각성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93, p < .01). 2단계에서는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이 매장 평가(β = .89, p < .01), 브랜드 태도(β = .82, p 
< .01), 구매 의도(β = .85, p < .01)에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매개변수인 쾌락과 각성이 
매장 평가(β = .65, p < .01), 브랜드 태도(β = .96, p < .01), 구매 의도(β 
= .86, p < .01)로 3단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독립
변수인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이 2단계의 표준화된 베타 값보다 작아져,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
성이 매장 평가(β = .29, p < .01)에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브랜드 태도(β = -.08, p > .05)와 구매 의도(β =.06, p > .05)의 경우에는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17>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이 소비자의 쾌락과 각성에 의한 매개효과 결과

( )는 표준화 회귀계수 값임



- 57 -

3. 실험 1 논의

  본 연구는 연구목적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여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에 
따른 각 변인들 간의 차이를 규명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가설 3에서 발생
될 수 있는 제한점, 즉 스포츠 매장에서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으로 인해 
매장 평가, 브랜드 태도와 구매 의도가 소비자들의 쾌락과 각성 수준에 매개
된다는 것이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이 아닌 음악의 템포와 같은 다른 가
외 변인들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실험 2를 통해 이를 보완 및 
증명하는 실험설계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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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실험 2

1. 실험의 목적

  실험 2의 목적은 실험 1의 가설 3에서 발생될 수 있는 제한점을 보완 및 
확장하기 위함이다. 더 구체적으로, 스포츠 매장에서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
성과 매장 평가, 브랜드 태도와 구매 의도의 관계가 소비자들의 쾌락과 각성
수준에 매개된다는 것을 보기에 앞서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이 아닌 지각
된 음악의 템포와 같은 다른 변인이 소비자의 정서 수준에 영향을 미칠 가
능성을 통제하고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이 소비자의 정서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다.

2. 연구방법

  실험 2는 사전조사를 통해 검증된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이 높은 128BPM 
음악과 낮은 128BPM 음악으로 소비자의 매장 평가, 브랜드 태도 및 구매 의도
에 대한 쾌락과 각성수준의 매개효과를 측정하였다.
 
1) 연구 설계 및 대상

  
  실험 2의 실험 설문은 2016년 5월부터 6월까지 진행이 되었고, 피험자는 
스포츠 매장을 자주 애용하는 20-30대를 기준으로 무작위로 선정을 하였으며, 
총 221명 중 성실하게 응답해준 205명의 실험결과를 최종적인 자료 분석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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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수(명) 구성 비율(%)

성별
남성 87 42.4
여성 118 57.6

연령대
20대 136 66.3
30대 69 33.7

학력

대학교 재학 16 7.8
대학교 졸업 148 72.2

석사과정 재학 25 12.2
석사과정 졸업 13 6.3

박사과정 이상 3 1.5

구분 빈도 수(명) 구성 비율(%)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
높은 음악 97 47.3
낮은 음악 108 52.7

용하였다. 실험 대상자는 2개의 집단에 무선할당 되었으며, 각 집단에 참여한 
인원은 다음의 <표 18>과 같다.

<표 18> 연구대상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성별, 연령대, 학력)은 <표 19>와 같다.

<표 19>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 사전조사 및 실험 자극물 제작

  실험 2의 사전조사는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도가 높은 128BPM 음악과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도가 낮은 128BPM 음악을 선정하기 위함이다. 음악
은 <표 20>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도가 높은 128 
BPM 음악 5곡을 선정하였고, 그 반면 <표 21>에서의 지각된 음악-매장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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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명 가수 명 BPM

Play Hard (Instrumental) David Guetta 128

Stand Alone (Instrumental) Chris Lake Rich ft. Jareth 128

Dreams (Instrumental) Julien Creance ft. Kurt Davis 128

I Feel So Good (Instrumental) Spankox ft. Eddy Wata 128

Good Feeling (Instrumental) Flo Rida 128

곡명 가수 명 BPM

Outside (Instrumental) Calvin Harris ft. Ellie Goulding 128

Elastic Heart (Instrumental) Sia 128

Cosmic Gate (Instrumental) Tomer Aaron ft. Halocene 128

Aerosol Can (Instrumental) Major Lazer ft. Pharrell Williams 128

Chasing Time (Instrumental) Azealia Banks 128

합도가 낮은 128 BPM 음악 5곡을 선정하여 총 10곡의 Billboard 인터넷 사
이트에서의 hip-hop 음악 장르를 기준으로 선곡을 하였다. 피험자들은  
20-30대 소비자들 30명을 대상으로 총 10곡의 음악, 즉 10가지의 실험 상
황을 보여주었으며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 측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적합
성이 높은 음악 1곡과 낮은 음악 1곡이 선정 되었다. 그 결과, 지각된 음악-
매장 적합성이 높은 음악으로는 Spankox ft. Eddy Wata의 I Feel So 
Good이 선정이 되었고, 그 반면 적합성이 낮은 음악으로는 Major Lazer 
ft. Pharrell Williams의 Aerosol Can이 선정이 되었다.

<표 20>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도 높은 음악

<표 21>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도 낮은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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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 2의 실험 자극물은 실험 1에서 사용된 러닝 용품 매장을 배경으로 
하여 BOLT 가상 브랜드를 삽입한 영상을 실험 참가자들에게 제시하였다. 
실험 자극물 영상의 배경음악으로는 사전조사에서 선정된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이 높은 128BPM 음악과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이 낮은 128BPM 
음악을 사용하여 자극물에 제시하였다. 실험 자극물은 실험 1에서와 마찬가
지로 BOLT 가상 브랜드가 삽인 된 11장의 러닝 용품 매장 배경인 사진으로 
슬라이드 식의 1분40초 길이 영상으로 제작하여 실험 참가자들에게 제시하
였다.

3) 주요 변수 측정 및 조사 도구

  실험 2에서는 자료수집 방법으로 설문지(questionnaire)를 사용하였으며, 
작성 방법으로는 자기평가 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을 사용하였
다. 구체적인 설문지의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독립변인

  실험 2의 독립변인은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으로 설정하였다.

  (2) 종속변인

  실험 2의 종속변인은 정서 상태, 즉 쾌락과 각성수준으로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에  따라 정서수준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설정
하였다.  



- 62 -

  (3) 가외변인

  실험 2의 가외변인으로 지각된 음악의 템포로 설정하여 지각된 음악-매장 적
합성 외에 종속변인인 정서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4) 측정 도구

  실험 2에서 측정한 변인들은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 지각된 음악의 템포
와 정서 상태, 즉 쾌락과 각성수준이다. 변인들은 기존 연구자들로부터 개발 
및 사용된 다양한 항목 척도를 수정하여 측정을 실시하였다.
  

  (i) 지각된 음악의 템포

  지각된 음악의 템포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영상에서 재생된 음악의 템포
는 빠르게 느끼셨습니까?라는 질문으로 문항은 1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에서 
7 (매우 동의한다)로 7단계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ii) 쾌락

  쾌락은 Mehrabian과 Russell(1974)이 개발한 4항목 척도를 이용하여 소비
자의 쾌락 상태를 측정하였다. 모든 문항은 7점 의미차별측도로 구성되며 “전
혀 기쁘지 않다-매우 기쁘다”, “전혀 만족하지 않다-매우 만족하다”, “전혀 편
하지 않다-매우 편하다”와 “전혀 지루하지 않다-매우 지루하다”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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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문항 출처

음악 템포 가. 영상에서 재생된 음악의 템포는 빠르게 느끼셨습니까?

쾌락

가. 매장에서 쇼핑하는 동안 당신은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나. 매장에서 쇼핑하는 동안 당신은 얼마나 만족스러웠습니까?
다. 매장에서 쇼핑하는 동안 당신은 얼마나 편안하셨습니까?
라. 매장에서 쇼핑하는 동안 당신은 얼마나 지루하셨습니까?

Mehrabian 
& Russell

(1974)

각성

가. 나는 이 매장에서 쇼핑하는 동안 종종 흥분되고 설레었다.
나. 나는 이 매장에서 쇼핑하는 동안 흥미로움을 느꼈다.
다. 나는 이 매장에서 쇼핑하는 동안 무언가에 자극을 받았음을 

느꼈다.
라. 나는 이 매장에서 쇼핑하는 동안 활기가 생겼다.

Mehrabian 
& Russell

(1974)

  (iii) 각성

  각성은 Mehrabian과 Russell(1974)이 개발한 4항목 척도를 이용하여 소비
자의 각성 상태를 측정하였다. 문항은 1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에서 7 (매우 
동의한다)로 7단계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표 22> 측정 및 항목 문항의 목록 

4) 자료 분석

  실험 2를 검정하기 위해 SPSS 23.0을 사용하여 다음의 분석들을 실시하
였다.
  

  (1) 기술통계 분석(Descriptive Analysis)

  실험 2에 참여 대상에 대한 인구통계학적인 정보를 알아보기 위하여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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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통계 값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의 기본적인 특성
인 평균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일원 공변량 분석(ANCOVA) 

  실험 2의 종속변인인 정서 상태, 즉 쾌락과 각성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다른 변인인 지각된 음악의 템포를 통제하기 위하여 일원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실험 2는 스포츠 매장에서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과 매장 평가, 브랜드 
태도와 구매 의도의 관계가 소비자들의 쾌락과 각성수준에 매개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다. 실험 2를 분석한 결과 <표 23>과 같다.
  일원공변량, 즉 템포가 공변량으로 처리 되었을 때의 분석 결과,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에 따라 정서수준이 좌우된다(F = 26.68, p < .01). 즉, 통
계적으로 템포를 통제한 후에도 지각된 음악 적합성에 따라 정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아래의 <표 23>과 같이 템포는 p > .05 
수준으로 템포에 따라 정서 수준의 차이는 없으며 정서 수준의 차이는 템포
의 차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F = 3.20, p > .05)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
성에서 기인하는 것(F = 26.68, p < .01)이라고 할 수 있다. 
  부분 에타 제곱은 효과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템포의 효과크기는 0.02로 
작은 반면,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의 효과크기는 0.12로 더 크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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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에타제곱

지각된 음악의 템포 2.90 1 2.90 3.20 p > .05 0.02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 24.20 1 24.20 26.68 p < .01 0.12

<표 23> 실험 2 일원 공변량 분석 결과 

4. 실험 2 논의

   본 연구는 실험 1의 가설 3에서 발생될 수 있는 제한점을 보완 및 확장하
기 위함이다. 그 결과, 지각된 음악의 템포와 같은 다른 변인이 소비자의 쾌
락과 각성수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통제함에도 불구하고 지각된 음악-
매장 적합성과 매장 평가, 브랜드 태도와 구매 의도의 관계가 소비자들의 쾌
락과 각성수준에 매개된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스포츠 매장에서 지각된 음악의 템포가 아닌 지각된 음악-매장 적
합성으로 인해 매장 평가, 브랜드 태도와 구매 의도가 소비자들의 쾌락과 각
성수준에 매개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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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종합논의

1. 연구결과 정리

  본 연구는 스포츠 매장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장의 분위기 요소 
중 하나인 스포츠 매장 내 음악을 가지고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스포츠 
매장 내 음악의 적합성이 소비자에게 어느 정도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지
각된 음악-매장 적합성을 독립변인을 설정하여 소비자의 매장 평가, 브랜드 
태도와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분위기 민감성이 소비
자의 매장 평가, 브랜드 태도와 구매 의도에 조절 효과의 역할을 하는지와 
소비자의 정서 상태, 즉 쾌락 및 각성수준이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았
다. 지금까지 배경음악이 매장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과(Milliman, 1982 , 1986; Yalch et al, 1990) 매장의 이미지에 따라 어
떠한 장르, 템포의 음악이 효과적인지는 많이 연구되어왔다. 국내 연구에서 
스포츠 매장에서의 음악 효과를 측정한 연구로는 스포츠 매장의 활기찬, 역
동적인 이미지로 인해 빠른 템포의 음악이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있다. 그러
나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이 소비자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조사를 통해 검증된 적합성이 높은 음
악과 낮은 음악에 따른 소비자의 행동뿐만 아니라 개인이 지각한 음악-매장 
적합성에 따른 소비자의 행동을 살펴보았다.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이 높
으면 매장 평가, 브랜드 태도와 구매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또한 개인의 분위기 민감성이 이에 대한 조절효과를 보이며 
정서 상태인 쾌락과 각성수준이 매개역할을 가지는 것을 전제하였다. 본 연
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와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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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첫 번째, 연구 1에서의 가설 1은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이 높은 음악을 
접한 소비자는 적합성이 낮은 음악을 접한 소비자들 간에 매장 평가, 브랜드 
태도와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Pretest 1을 통해 지
각된 음악-매장 적합성이 높은 음악과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이 낮은 음
악으로 구분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이 높은 음악을 접한 집단이 
적합성이 낮은 음악을 접한 집단 보다 매장 평가, 브랜드 태도와 구매 의도
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남으로써, 가설1은 지지되었다.
  두 번째, 실험 1에서의 가설 2는 스포츠 매장에서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
성이 매장 평가, 브랜드 태도와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위기 민
감성이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분위기 민감성은 매장 평가, 브랜드 태도와 구매 의도에 직접적
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과 분위기 민감
성의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말로, 지
각된 음악-매장 적합성이 높은 소비자가 매장 평가, 브랜드 태도와 구매 의
도에 미치는 영향에 분위기 민감성이 낮은 소비자 보다는 높은 소비자들에
게 더 강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개인의 분위기 민감성에 따라 음악 적합성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본 Ballouli(2011)의 연구에서 분위기 민감성이 낮은 자들은 음악과 
매장의 조화에 중요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그 반면, 분위기 민감성이 높
은 자들은 음악과 매장의 적합성이 매장에 대해 더 호의적인 인식을 가진다
는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세 번째, 실험 1에서의 가설 3은 스포츠 매장에서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
성이 매장 평가, 브랜드 태도와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소비자들의 쾌락
과 각성수준에 의해 매개되는지를 살펴보았다. 피험자들은 지각된 음악-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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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도가 높은 음악과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도가 낮은 음악 가운데 무작위
로 러닝 용품 매장의 영상과 함께 보여준 후,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 정
서 상태와 이에 따른 매장 평가, 브랜드 태도와 구매 의도에 대한 평가를 하
였다.
  그 결과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은 매개변수인 쾌락과 각성수준이 매장 
평가, 브랜드 태도와 구매 의도로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쾌락과 각성의 매개회귀분석 3단계에서 독
립변수인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은 종속변수인 브랜드 태도와 구매 의도
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쾌락과 각성수준은 지각된 음
악-매장 적합성과 브랜드 태도 그리고 구매 의도에 완전매개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결과로 적합한 음악이 매장의 분위기에 노출됨으로써 소비자의 정
서 상태에 자극을 주며, 이는 매장 내에서의 쇼핑금액, 쇼핑시간, 재방문 의
사 등과 같은 쇼핑행위에 영향을 미치고(Marcoolyn & Nesdale, 1994), 긍
정적인 정서 상태의 소비자는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며
(Belk, 1975; Sherman & Smith, 1987), 충동구매자들은 대개 긍정적인 정
서 상태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는 선행 연구와 동일한 결과가 확인되었다
(Weinberg & Gottwald, 1982).
  네 번째, 실험 1에서의 가설 3인 스포츠 매장에서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
성이 매장 평가, 브랜드 태도와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소비자들의 쾌락
과 각성수준에 의해 매개되는지를 살펴 본 것에 대한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실험 2가 시행되었다. 이는 종속변인인 정서 상태, 즉 쾌락과 각성수준에 지
각된 음악-매장 적합성 이외에 다른 가외 변인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
성에서 시작되어 가외변인으로 지각된 음악의 템포를 설정하였다. 또한 지각
된 음악-매장 적합성과 지각된 음악의 템포 가운데 어느 것이 영향을 주어 
소비자의 쾌락과 각성수준에 차이를 나타낸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그 결과,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에 따라 소비자의 쾌락과 각성수준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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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였고 지각된 음악의 템포를 통제 했을 때 역시 쾌락과 각성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각된 음악의 템포의 효과크기 보다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의 효과크기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지각된 음
악-매장 적합성이 정서 수준에 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로 인간의 기분과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음악의 템포가 쾌락
과 각성이라는 정서 상태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에 비
해 낮은 수준이라는 것과 단순히 음악의 템포가 소비자의 정서에 영향을 미
치는 것이 아닌 음악의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소비자의 정서에 영향
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본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이 된다.
  지금까지 단일차원에서 음악의 장르, 템포 등이 소비자의 반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에 대해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특히 국내에서는 분위기 민감성과 같은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는 부재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분위기 민감성이 소비자의 반응
에 조절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음악과 같은 분위기 요소가 소비자의 반응에 직접적인 효
과뿐만 아니라 정서 상태, 즉 쾌락과 각성수준을 매개로 하여 지각된 음악의 
템포가 아닌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이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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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

  스포츠 제품의 주 소비층인 20-30대들은 스포츠 활동을 위해 스포츠 제품
을 구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상복 또는 유행을 위해 스포츠 제품을 구
매한다. 이에 따라서 활동적인 스포츠와 젊음이라는 20-30대의 이미지는 스
포츠 매장의 하나의 이미지로서 활기차고 유쾌한 장소라고 인식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있어서 제품 자체의 품질이나 
다양성, 상품 가격과 같은 상품의 직접적인 요인 외에 배경음악이라는 매장 
내의 분위기 요소들이 소비자들에게 즉각적이고 감각적인 반응을 일으켜 긍
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매장 관리자는 이러한 결
과를 토대로 갈수록 심화되는 타 매장과의 경쟁이나 다양한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소비자들을 분석하고 그들의 감성적인 자극을 줌으로써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제품 자체도 
매우 중요하지만 소비자의 감성적 자극을 일으켜 소비자의 감성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매장 이미지와 분위기를 매장의 주 소비자층에 맞는 배경음악을 
조화시켜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
다. 또한 감각적 자극은 청각 뿐 아니라 시각, 후각 등 다양함으로 서로 조
화되어 매장이 추구하는 이미지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는 실험 목적에 따라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에 따른 각 변인들 
간의 차이를 규명하였다. 그러나 연구의 한계점과 그에 따른 후속연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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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에 거주하는 20-30대를 대상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연구대상자가 지각하는 다른 환경요인들이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표집대상에 대한 제한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연구대상을 
선정하여 스포츠제품을 구입하는 전체에 일반화 시킬 수 있는 연구가 후속
되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실험 영상물을 이용한 실험 연구였으나 실제 매장과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실험 영상물과 실제 매장에서의 환
경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영상물이 실제 소비자들이 쇼핑하는 
시간과 달리 1분40초의 시간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 모든 상황들을 평가하기
에는 시간이 매우 짧아 평가하는 데에 있어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후
속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해 보다 실제 매장 환경에서 시간제한 없이도 같은 
결과를 나타내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 피험자들은 정해진 공간에서 동일한 화면으로 진행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화면의 크기가 동일하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이외에 영상을 
시청하는데 개인별 상황에 따라 개입될 수 있는 변인들을(소음, 온도, 심리
적 여유 등) 통제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감각적 요소 중 청각만을 통제하여 진행하였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시각과 후각 등 다양한 감각적 요소를 통한 소비자의 매장 
평가, 브랜드 태도와 구매 의도에 대해 보다 많은 연구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면밀한 이론적 근거와 구체적인 방
안을 통해 연구가 진행된다면 보다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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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는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실험연구를 통하여 스포츠 매장에서 지
각된 음악-매장 적합성이 소비자의 매장 평가, 브랜드 태도와 구매 의도에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실증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도가 높은 음악을 접한 집단이 지각된 음악-
매장 적합도가 낮은 음악을 접한 집단 보다 매장 평가, 브랜드 태도와 구매 
의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났다.
  둘째, 분위기 민감성은 매장 평가, 브랜드 태도와 구매 의도에 직접적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분위기 민감성의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각된 음악-
매장 적합성이 높은 소비자가 매장 평가, 브랜드 태도와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분위기 민감성이 낮은 소비자 보다는 높은 소비자들에게 더 강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할 수 있다.
  셋째, 매개회귀분석 1단계에서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은 매장 평가, 브
랜드 태도와 구매 의도의 영향관계에서 정서 상태인 쾌락과 각성수준에 매
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단계의 분석 결과,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은 매장 평가의 영향관계에서 소비자의 정서 상태에 부분매개효과, 브
랜드 태도와 구매 의도에는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소비자의 정서 상태에 있어 지각된 음악의 템포가 아닌 지각된 음악
-매장 적합성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지각된 음악의 템포의 효과크기 보다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의 효과크
기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지각된 음악-매장 적합성이 정서 수준에 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현재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감성마케팅은 판매를 촉진시키는 새로운 대안
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중에 음악은 사람들에게 무의식적인 반응을 일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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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눈으로만 보이는 인테리어보다 더 감각적인 매장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
다. 그렇다고 아무 음악이나 틀어준다고 해서 고객이 몰리는 것은 아니다. 
업종특성, 시간, 날씨, 고객연령, 인테리어 등을 고려한 음악 선곡도 중요하
다. 또한 현대사회는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여가시간의 영향과 well-being 
붐은 국내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과 소비 패턴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일으
키며, 스포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이에 따른 소비생활의 확산이 점차 늘
어날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를 재미있고 신나는 경험으로 이끌어 소비자를 
자사매장으로 유도하고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제품 구
매와 인상 깊은 매장으로 오래 남을 수 있게 하여 재방문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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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Abstract

The Effects of Perceived Music Fit on 
Consumers’ Store Evaluations, Attitudes Toward 

the Brand, and Purchase Intentions in a 
Sports Retail Store

Young Suk, Oh
Seoul National University
Global Sport Management

  This study introduces the effects of musical fit on consumers’ store 
evaluations, attitudes toward the brand, and purchase intentions in a 
sports retail store. Three pretests were performed on achieving the 
results of experiment 1 which aimed to examine the effects of musical 
fit on store evaluations, attitudes toward the brand, and purchase 
intentions of consumers in a sports retail store. Also, emotional 
states which act as a mediator and atmospheric responsiveness which 
act as a moderator were examined. The purpose of experiment 2 is 
to replicate and extend experiment 1 by stating music tempo as a 
control variable in order to certify the role of musical fit on the 
effects of consumers’ emotional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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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deo clip was created with background scenes of running retail 
stores which were chosen at pretest 1. BOLT which were selected as 
a virtual brand on pretest 2 were inserted on all background scenes. 
Background music of the video clip, one which was chosen as a 
high-fit music and the other as a low-fit music were selected on 
pretest 3 were used as the background music of the video clip. A 
total of 270 participa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one of the two 
treatment conditions and were exposed to a video clip containing one 
of the two stimulus music. Of the 270 participants, 46 responses were 
ruled out which did not followed the instructions. Therefore, 224 data 
were analyzed by using t-test, regression analysis, and two-way 
ANOVA. Similarly, the same video clip with a high-fit music and a 
low-fit music both having 128BPM were exposed to participants on 
experiment 2. A total of 221 participa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one of the two treatment conditions. 16 responses which did not 
followed the instructions were ruled out leaving 205 data to analyze 
by using ANCOVA.
  The results of experiment 1 showed that participants who 
encountered high-fit music(= 5.40, = 4.89,    = 4.92) had 
a significant impact on store evaluations, attitudes toward the brand, 
and purchase intentions than participants who encountered low-fit 
music(= 3.71, = 3.53,    = 3.44). Also, atmospheric 
responsiveness had no direct impact on all three dependent variables

(  = 1.24; F = 1.41; p > .05) but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on the 
interaction effect of perceived musical fit and atmospheric 

responsiveness on store evaluations(  = 36.85; F = 41.97;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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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itudes toward the brand(  = 32.59; F = 39.84; p < .01), and 
purchase intentions(  = 35.48; F = 41.38; p < .01). Thus, consumers 
with a high atmospheric responsiveness showed a stronger responses 
on the effects of store evaluations, attitudes toward the brand, and 
purchase intentions than consumers with a lower atmospheric 
responsiveness. Lastly, emotional states acted as a medi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musical fit and store evaluations(β = 
.65; p < .01), attitudes toward the brand(β = .96; p < .01), and 
purchase intentions(β = .86; p < .01) when analyzed as regression in 
hypothesis 2. To be more specific, emotional states were found as a 
part mediator when acted in between perceived musical fit with store 
evaluations(β = .29; p < .01) but were found as a whole mediator on 
attitudes toward the brand(β = -.08; p > .05) and purchase 
intentions(β = .06; p > .05). On the other hand, the result of 
experiment 2 indicated that the emotional states varies according to 

the perceived musical fit(  = 24.20; F = 26.68; p < .01)  even when 
music tempo was analyzed as covariate. In other words, music tempo 
did not have significant impacts on emotional states when analyzed as 
cova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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