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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화 예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기업은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의 매개 수단으로 예술 작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 유형은 예술 후원에서 예술과 제품의 결합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마케팅 전략은 소비자의 감각 기관을 통해 감성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한편 현대 사회의 소비자는 그들의 소비에 있어서 제품의 기능적 속성이나 

서비스 추구를 넘어 더 특별하며 자주 떠올릴 수 있는 경험적 소비를 원한다 

(Pine & Gilmore, 1998). 전통적인 마케팅과 다른 시각으로 이러한 

체험경제(experience economy)의 원리는 차별화된 체험 제공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데 이러한 체험은 소비자의 긍정적 감정을 이끄는데 효과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고객 체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리테일 공간에서 미술 

작품이 전시된 예술적 공간이 이끄는 감정적 가치와 점포 만족도에 대해 

검증하였다.  소비자들에게 상품 판매나 서비스 외에 시각적 예술 향유 기회의 

제공이 그들의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점포 만족도를 

이끌 것이라는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더불어 예술 향유 수준에 따라 감정적 

가치에 대한 체험의 영향력이 다를 것으로 가정하여 문화 예술 향유 수준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패션 점포 내 예술적 공간 체험은 일탈적 체험, 교육적 

체험, 오락적 체험, 심미적 체험의 하위 요인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체험을 측정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바이다(Hosany & 

Withman, 2009; Oh et al., 2007). 한편 감정적 가치에 일탈적 체험, 오락적 

체험, 심미적 체험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반면 교육적 

체험은 감정적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리테일 공간에서 전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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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과 관련된 정보 및 작가에 대한 소개를 효과적으로 제시한 예술 작품을 

매개로 실제 작가와의 물리적 접촉 (contagion)을 유도한다면 해당 공간에서의 

고객 경험에 특별한 가치가 부여되어 교육적 체험까지 지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예술 향유 수준은 감정적 가치에 대한 오락적 체험과 심미적 체험의 

영향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예술 향유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패션 점포 내 전시된 예술 작품을 더 흥미로운 체험으로 지각하여 즐거운 

감정을 느낀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예술 향유 수준이 낮을 수록 미술 작품에서 

지각하는 심미적 체험이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점포는 고객과 만나는 접점으로 모바일 및 온라인 유통 채널과 달리 

브랜드 체험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이다. 이러한 강점을 가진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예술 작품의 진정성(authenticity)을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여 예술 작품이 갖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해당 점포나 브랜드에 

전이(spillover)시켜 고객의 긍정적인 감정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업에서 실제 예술 작품을 활용한 예술적 공간에 대해 

소비자가 지각한 가치를 확인하고자 한 시도이다. 패션 점포 내 미술 작품 전시 

공간의 연출은 전통적인 오프라인 점포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마케팅 

방안을 제시한다. 실무적으로는 효과적인 아트 마케팅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의류학 분야에 있어 Pine and Gilmore(1998)가 제시한 체험 경제 

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예술적 공간, 일탈적 체험, 오락적 체험, 심미적 체험, 감정적 

가치, 점포 만족도 

학  번 : 2014-20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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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최근 여가 시간이 늘어나고 소비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개인의 

감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문화 예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문화 예술은 순수한 향유의 대상에서 

소비의 대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최용호, 2005). 2014년의 문화 

향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평균 예술행사 관람률은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4년 71.3%으로 전년 대비 1.7%p 증가하였으며 

분야별로는 영화, 연극, 뮤지컬, 미술전시회 순으로 

확인되었다(문화체육관광부, 2014). 이처럼 문화 예술의 향유는 

소비하는 사람의 감성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강력한 가치를 지닌다.  

국내외 기업들도 문화 예술을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기업은 문화 예술을 매개로 자사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문화 마케팅, 혹은 아트 마케팅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그 유형은 예술 후원에서 예술과 제품의 결합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안아람, 민동원, 2015). 성숙기에 접어든 소비재 

시장에서 문화 예술을 활용한 마케팅은 소비자의 감각 기관을 통해 감성 

욕구에 부응하는데 그 효력을 발휘한다(박성연, 황정은, 2005; Schmitt, 

2000). 문화 마케팅은 사회 구성원들의 문화 향유 수준을 높이고 

문화적으로 풍부한 사회를 만드는데 공헌한다. 또한 높은 예술 문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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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된 소비자들의 문화 공헌 기업에 대한 소비를 촉진시키는 

문화마케팅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진다(이진우, 2015).  

소비자는 제품의 기능적 속성이나 서비스로 대변되는 편익을 

추구하는 한편, 능동적인 참여로 기억에 남을 만한 체험(memorable 

experience)을 추구하기도 하는데(이충순, 2014), 이러한 경험적 

체험은 그 폭이 다양해서 더 특별하게 여겨질 뿐만 아니라 더 자주 

떠올릴 수 있으며 타인과의 공유가 더 쉽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Pine 

and Gilmore(1998)가 제시한 체험경제(experience economy)의 

원리는 전통적인 마케팅과 달리 소비를 하나의 체험으로 규명하며 

차별화된 체험 제공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소비자 체험과 관련된 연구는 다양한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미술관과 같은 전시 공간에서 이루어진 관람객의 체험이나 관광 및 

서비스 분야에서 체험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Sheng & Chen, 

2012; Vom et al., 2001; Falk & Dierking, 1992). 특히 크루즈의 객실 

및 서비스 품질에 대한 체험의 핵심 기능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연구에서 체험을 측정하는 척도가 개발되었고, 체험이 만족도와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검증되었다(Hosany & Withman, 2009; Oh 

et al., 2007). 

예술작품을 활용한 문화적 체험의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도 

이루어졌다. 호텔의 서비스 공간도 예술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미술관이나 박물관처럼 시각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공간의 

기능을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체류기간 동안 고객의 체험이 해당 

시설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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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이충순, 김홍범, 2014).  

상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체에서도 고객 체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몰링(malling) 

개념을 적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고객의 편의성과 엔터테인먼트 성격의 

이벤트를 제공하거나 심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각 예술의 

공간을 통해 차별화된 체험을 즐기도록 한다. 특히 패션 유통 채널 중 

이러한 심미적 공간 활용에 중점을 두는 백화점은 “단순히 상품을 파는 

곳이 아닌 생활의 행복과 가치를 전달하는 곳”(조선령, 2007, 

재인용)으로서 고객의 품격 있는 쇼핑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그 

방법 중 하나로 고객의 동선을 따라 미술 작품을 전시하여 미술관의 

아우라를 모방한다(조선령, 200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술을 시각 예술의 유형인 미술 작품으로 

한정하여 패션 점포 내 예술적 공간을 체험하면서 이루어지는 소비자의 

쇼핑 행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미술 작품이 전시된 예술적 

공간의 체험이 긍정적 감정을 유발하고, 이러한 감정적 가치의 지각이 

점포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예술 향유 

수준에 따라 감정적 가치에 대한 체험의 영향력이 다를 것으로 가정하여 

문화 예술 향유 수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로는 실제 제공되는 점포 사례연구가 주로 이루어져왔으며 

정량적인 연구방법을 통하여 패션 점포의 체험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소비자 감정의 몰입도가 높고 소비자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패션 제품은 체험 마케팅이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김지선, 한상필, 2009), 이에 관한 실증 연구가 미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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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는 패션 점포 내의 예술적 공간에 대해 체험 경제 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여 의류학 분야의 연구범위를 확장하는데 학문적 

의의가 있다. 더불어 본 연구의 결과는 전통적인 오프라인 점포의 

강점을 살리기 위한 전략으로 아트 마케팅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타 

유통채널 간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경쟁력을 기를 수 

있도록 실무적인 제안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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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 

 

기업들은 회화나 조형 작품과 같은 시각 예술의 형식을 빌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구현하여 소비자가 갖는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격상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특정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실제 예술 작품 전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실행 비용이 많이 

들고 효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특히 예술 작품에 대한 평가는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유형 제품의 사용보다 그 성과를 예측하는데 있어 

불확실성이 따른다(안아림, 민동원, 2015). 따라서 본 연구는 예술적 

공간이 있는 유통 점포를 대상으로 하는 실증적 연구 절차를 거쳐 

예술적 공간의 체험이 궁극적으로 점포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 점포 내 예술적 공간 체험의 하위 요인을 확인하고 

위계적 역할을 살펴본다. 

둘째, 예술적 공간 체험이 감정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셋째, 예술 향유 수준에 따라 예술적 공간의 체험이 소비자가 

지각하는 감정적 가치에 미치는 조절역할을 확인한다. 

넷째, 체험으로부터 유발된 감정적 가치가 점포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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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패션 점포 내에서 제공되는 예술적 공간에서의 체험이 

소비자의 점포 만족도와 점포접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의 내용에 따라 다음의 총 5장으로 구성하였다. 

 

제 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연구의 

구성을 설명한다. 

 

제 2장 이론적 고찰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개념인 예술적 공간과 

체험 이론, 감정적 가치, 점포 만족도와 관련된 기존 문헌을 참고하여 

이론적 틀을 제시한다.  

 

제 3장 연구방법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 

모형을 제시하고 연구문제를 설정하며, 검증을 위해 실증적 분석에 

사용된 자료수집과 측정도구를 살펴본다. 

 

제 4장 결과에서는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기술하고 이에 대해 

논의한다. 

 

제 5장 결론 및 제언에서는 본 연구의 전체적인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문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의견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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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고찰 

 

제 1 절 예술적 공간의 소비 

 

1. 예술에 대한 이해 

 

오늘날 ‘예술’을 지칭하는 ‘art’는 그리스어 테크네(techne)를 

라틴어로 옮긴 아르스(ars)에서 유래한다. 예술에 대한 정의와 범위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으나, 현대 예술은 일반적으로 순수 예술과 응용 

예술로 구분된다. 예술이 이해와 표현, 감상으로 이루어지는데 예술의 

이해는 예술의 형식이나 현상, 표현주제와 재료, 기법 등에 대해 알고 

느끼고 지각하는 것이며, 예술 감상은 그 가치를 느끼고 공감하며 

평가하는 종합적 활동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예술작품을 창조하고 감상하는 행위는 미적 경험을 

불러일으키며 예술이 지니는 특수성에 근거하여 일상적인 경험과는 

차별화된 특징을 지닌다(김춘일, 1986). 예술 작품의 감상은 삶 속에서 

미적 안목을 기르며 본다는 행위를 통하여 사람의 감정이 그 작품 속에 

들어갔다가 또 다시 보는 사람의 마음속으로 되돌아 올 때 생기는 

예술심리가 곧 감상이다(김동영 외, 1994). 미술의 영역에서 예술 

감상은 보는 것을 의미하며 미술 작품은 그 작품을 수용하는 감상자에 

의해 새로운 미적 가치로서 재창조된다. 감상자의 태도는 작품에 

표현되어 있는 것에서 자신의 미의식이나 생활감정을 통해 해석을 

가함으로써 일어난 심리 작용을 통해 대상의 미적 가치를 느끼며 심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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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락을 즐기는 감성적이며 주관적인 체험이다(박창숙, 1994).  

Bourdieu et al. (1990)는 감상자가 예술로 분류한 것을 예술로 

정의하였으며, 이는 작품을 향유하는 과정에서의 관람자의 주관적인 

경험에 의해서 평가된다(Crader & Zaichkowsky, 2007). 예술 작품은 

보는 이의 체화된 상상력(embodied imagination)을 자극하여 관람자의 

심미적 경험(aesthetic experience)을 이끈다(Joy & Sherry, 2003). 

감상자의 정서적 안정과 충만함을 주어 긍정적인 감정을 이끄는 것이다. 

여러 연구자들은 예술 작품은 보는 이의 다양한 시각과 관점으로부터 

감정적 즐거움과 기쁨을 가져오는데 있다는데 견해를 같이 한다(Carroll, 

2001; Eaton, 1988).  

한편 예술 작품이 감상자에게 긍정적 반응을 일으키는 기제에 대한 

연구도 있다. Hagtvedt and Patrick(2008)에 따르면 예술 작품은 

별도의 기능적 측면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의 속성에 따르는 

접촉(contagion)이나 성과(performance)가 서로 부응하여 더 

중요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Newman and Bloom(2012)은 실험을 

통하여 가치 판단에 있어서 예술이 지닌 진정성(authenticity)의 역할을 

규명하고자 하였고 오리지널 작품과 모조품에 대한 소비자 지각의 

차이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예술이라는 영역에 대해 

사람들의 기저에 깔린 생각으로부터 독특한 창조적 

성과(performance)와 실제 작가와의 물리적 접촉 정도(contagion)가 

오리지널 예술 작품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예술은 우리 일상의 다양한 부분에 진입하면서 삶의 일부가 

되었으며 일상에 노출된 소비자에게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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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Schroeder, 2002). 예술 작품 감상을 통해 체화된 상상력이 

심미적 경험으로 지각되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기억을 

강화시키며(Joy & Sherry, 2003), 상상을 이끌어 내거나 주의를 이끄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예술적 이미지가 

사용된다(Hetsroni & Tukachinsky, 2005).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되는 

예술성은 명성과 높은 지위를 연상시키며 소비자의 태도에 우호적인 

영향을 미치는데(Crader & Zaichkowsky, 2007), 이와 관련해서 

Hagtvedt and Patrick(2008)은 일상적인 제품에 널리 알려진 명화를 

차용한 아트 주입(art infusion)이 제품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이 연구에서 세계적인 명화의 전이효과(spillover effect)가 

소비자의 ‘고급스러움에 대한 지각(perception of luxury)’을 

향상시켜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이끄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고급 예술로 여겨지는 순수 회화 등의 미술 작품은 그들이 

지닌 속성을 통해 기업과 브랜드에게 비교적 손쉽게 일류의 높은 지위를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부여한다. 일반적으로 럭셔리 제품은 그 제품이 

지닌 제한적인 기능적, 실용적 혜택에 비하여 과하게 가격이 

책정되어있다(Deeter-Schmelz et al, 2000). 이때 미술 작품이 지닌 

높은 지위를 제품으로 전이시켜 지나치게 높은 가격의 정당성을 

확보하여 상류층이나 중산층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여길 수 있도록 

한다(Walker, 1994). 이와 같은 맥락에서 클래식한 미술 작품은 

탐욕적인 면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부유함을 상징한다는 속성을 지닌다. 

전형적인 부르주아 소비자들은 예술 작품으로 고급 취향을 향유하는 

것이 신흥 부(novo-richness)를 과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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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위를 상징한다고 여긴다(Messaris, 1997). 이는 오래 전부터 

특정 계급이 고급 문화에 대한 감상의 기회가 없어 계몽되지 않은 

사람들과 ‘구별짓기(distinction)’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Bourdieu, 1993).  

 

2. 예술적 공간과 예술 소비 행동 

 

과거 예술은 실용성과는 거리가 멀고 일상에서 접하기 어려웠다 

(이영준, 1998). 하지만 현대인들은 미술 전시회나 박물관 관람과 같은 

여가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적 공간 속에서 예술 작품을 접하게 되면서 

과거에 비해 예술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며 향유수준 또한 향상되었다. 

예술 작품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주관적인 경험으로 이루어지며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뿐만 아니라 육체적 안정을 증진시켜 자아존중감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삶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조성경, 

김세준, 2012).  

예술 작품을 전시한 공간은 전통적인 미술관처럼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경험 및 체험을 유도하기도 한다. 

공공기관을 비롯해 민간 기업체에서도 예술 작품이 전시된 공간을 

마련하여 구성원들로 하여금 일상에서 문화 예술 향유를 가능하게 한다. 

2014 문화향수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건축물에 대한 미술 작품의 설치 

주요 결과를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건축물에 대한 미술 

작품 설치 제도를 통해 587억 원의 가치에 해당되는 617점의 작품이 

설치되었다. 공공부문 약 267억 원(45.5%), 민간부문 약 3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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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54.5%)으로 부문에 따른 차이 없이 건축물 내부 및 외부에 미술 

작품 전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장르별 설치 현황은 

조각 작품이 설치금액 523억 원(89.2%), 설치 작품 수 

441점(71.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4). 3차원 조형작품이 환경이나 건축물에 

개입되어 조화를 이루며 공간 지각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이끈다는 

것은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이러한 조형적 창조성은 작품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에 여러 가지 특성의 에너지를 부여하면서 새로운 

성격의 공간이 창출한다(이정은, 2012). 전시물이 입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형작품은 회화와 같은 2차원의 평면작품보다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모습의 연출이 가능하여 관람자의 주의를 끄는데 더 효과적이다 

(정재훈, 2008).  

전형적인 예술적 공간으로 여겨지는 미술관 관람객 연구도 주목할 

만하다. 오랜 역사와 문화 유산을 보유한 서양에서 미술 전시 관람객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고 관람객 행동의 이해를 통해 마케팅 

효과에 대한 분석자료로 활용하기도 한다. Philip Wright(2000)는 그의 

연구‘미술관에서의 관람객 경험의 질적 수준(The quality of visitor’s 

experiences in art museum)에서 관람객들이 저마다 다른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술관을 찾을 뿐만 아니라 미술관 경험이나 

교육 수준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그 특성을 정형화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반면, Beverly Serrell(1998)은 미술관 관람객이 중산층 이상의 

문화지향적이며 여가 활용 능력을 지닌 일정 교육수준 이상의 다양한 

집단으로 이루어졌다고 여기며 그들의 기대와 욕구에는 일부 공통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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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기 때문에 관람객 계층과 성향을 예측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대중(public)을 위한다는 문화 예술 기관의 설립취지와 달리, 실제 

수요자들은 사회에서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사람들로서 비교적 높은 

계층에 속하며 경제적 수준과 교육 수준이 높은 편이다(Kolb, 2000; 

Falk & Dierking, 1992). 이와 같은 맥락에서 관람객 계층에 대해 

관람빈도를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고 그 성향을 규명한 연구가 

있다(Hood, 1981; Strang & Gutman, 1980). 관람 빈도의 개념은 

경영학에서 쓰이는 소비빈도 즉, 얼마나 제품이 자주 이용되는가에 대한 

소비자 행동의 개량적 접근을 미술관 방문 관람객에 적용시킨 

것이다(이보아, 2003). 한편 Roger and Jonathan(1981)은 전시 관람객 

계층을 피라미드 체계의 열성집단(enthusiasts), 관심집단(interested), 

비참여/ 무관심집단(non-interested/ non-attenders)으로 유형화 

하였다. 열성집단은 관람빈도가 가장 높은 집단으로 가장 적극적인 수요 

계층이며 문화수용능력과 문화활동과의 관련성이 매우 높은 집단이다. 

관심집단은 가끔씩 전시를 관람하는 관객으로서 관심 영역이 

한정적이지만, 어느 정도의 문화수용능력을 갖추고 있어 적절한 

동기부여가 된다면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 수 있는 개방성과 

탄력성이 잠재되어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비참여/ 무관심 집단은 

관람경험이 전혀, 또는 거의 없는 관람객들로 미술관 관람보다는 다른 

문화 예술 이외의 영역에서 여가를 즐기는 집단이다. 이들은 저소득층, 

극빈자, 문맹자 등으로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하여 문화수용능력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의식주와 같은 기본 욕구의 충족이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 예술에 대해 관심을 가질만한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여유가 



 

 

13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Hood(1981)의 연구에서는 연간 

4~40회로 관람빈도가 높은 관람객(frequent visitors), 연간 1~2회의 

관람빈도가 낮은 관람객(occasional visitors), 이용률이 전혀 없는 

비관람객(non-visitors)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미술관 전시물 앞에서 걸음을 멈추는 횟수를 측정한 선행연구도 

이루어졌는데 전시 관람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 스트리커(streakers), 

샘플러 혹은 브라우저(samplers or browsers), 스터디어(studier)로 

관람객을 범주화했다(Serrell, 1996). 스트리커는 일부 작품 앞에서만 

잠시 동안 머무르며 전시를 빠른 속도로 관람하는 관람객을 지칭하며, 

샘플러 혹은 브라우저는 스트리커에 비하여 관람 소요시간이 길며 

관심을 끄는 작품 앞에서 상대적으로 오래 머무르는 성향을 띤다. 가장 

긴 체류시간을 보내는 스터디어는 거의 모든 전시물에 관심을 보이며, 

평균 관람시간보다 더 긴 시간을 전시 관람에 열중하는 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후속 연구에서도 전시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관람 시간이 긴 것으로 검증되었다(최윤정 외, 2007) 이와 

같이 최근 미술관은 미술관 방문 관람객의 성향을 파악하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단순히 심미적 체험만을 제공하기 보다, 

관람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교육적 측면을 부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공공기관이 설립하여 대중의 여가생활을 위한 문화공간과 달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 공간에 예술 작품을 융합한 형태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된다(이형익, 이길형, 

2013). 상업 공간 내 별도로 마련된 전시 구역 외에도 고객의 동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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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전시하여 자연스러운 작품 감상을 이끄는 복합문화공간을 지향하는 

것이다. 예술의 속성을 활용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려는 예술적 

공간은 복합문화공간을 지향하며 다양한 산업 군에서 활용되고 있다. 

사옥 내 작은 규모의 갤러리를 마련한 일부 기업 외에도 병원, 리조트, 

특급호텔, 등이 있으며, 이들은 미술 작품 전시 공간을 제공하여 고객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매출 증대를 꾀한다(이충순, 김홍범, 2015)  

 

3. 예술적 쇼핑 공간 

 

쇼핑 공간의 예술적 요인은 고객들로 하여금 감동과 호기심, 

궁금증을 자아내는 분위기를 형성하며 매장 방문을 유도하거나 상품에 

주목하게끔 하는 역할을 한다. 상업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공간은 고객이 오랜 시간 머무르거나 소비하고 싶도록 고객의 감성을 

자극한다(이정은, 2012). 특히 감각적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는 고객을 

위해서 매장 내에 오브제나 설치 미술을 적용한 VMD 공간을 

연출하거나 예술 작품의 전시를 활용하는 패션 점포가 많아지고 있다. 

패션 업계의 경우 세계적으로 인지도 있는 건축가와 협업을 통해 매장의 

내부공간뿐만 아닌 외부 형태를 시각적 감성을 극대화하는 상징적인 

랜드마크의 건물로 연출하기도 한다. 문화 예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 프라다(Prada)가 일본 도쿄 

아오야마 지역에 오픈한 프라다 에피센터(Prada Epicenter) 스토어가 

대표적이다. 스위스 출신의 건축가 헤르조그와 드 뫼롱(Herzog & de 

Meuron)의 설계로 지어진 컨템포러리 양식의 건축물은 예술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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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미된 감각적인 매장으로 유명하며 지역의 관광명소로 여겨지고 

있다(서민수, 2012).  

예술 작품이 지닌 고급스러운 속성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서비스 

공간을 제공하는 상업시설로는 고가의 브랜드가 입점된 백화점이 있다. 

백화점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자사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고객의 취향에 맞는 쇼핑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각가들의 작품을 설치하거나 전시 중인 회화 작품을 직접 판매 하기도 

한다. 국내의 예로 서울 명동에 위치한 신세계백화점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현대 조각가들의 작품을 옥상에 위치한 가든에서 상설 전시 

중이며, 점포 내 아트 월 갤러리를 운영하여 회화 및 사진작품을 

주기적으로 전시하고 있다(최유진, 2009). 이와 같이 예술적 공간은 

해당 시설 방문의 본래 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없더라도 고품격 상징성, 

공간 조형성, 심미적 예술성, 정서적 공감성을 지닌 공간으로서 

고객들의 추천의도와 재방문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이충순, 김홍범, 2014). 

본 연구는 예술 작품이 갖는 속성을 패션 점포에 적용시킴으로써 

소비자의 즐거움을 극대화시켜 궁극적으로 점포 만족도에 기여한다는 

가정을 세우고 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는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내용을 패션 점포에 적용시켜 확인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예술적 쇼핑 공간에서의 체험이 감정적 가치를 지각하게 하는데 있어 

개인의 예술 향유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표적 소비자 

별로 적절한 아트 마케팅 방향을 제안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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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술 향유 수준 

 

활발한 문화 예술 참여가 이루어지면서 예술경영 분야에서는 향유자 

중심의 다양한 시장 연구 및 관람객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미술관 전시 관람은 대중적인 여가선용 활용 형태 중 하나로 개인의 

예술 향유 수준을 파악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이충순, 김홍범, 2015). 

문화소비자와 소비 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이러한 미술 전시 관람을 

이끄는 주된 방문 동기는 미술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났다 (김재준, 

유종균, 2003). Abercrombie and Longhurst(1998)의 연구에서는 전시 

관람객을 문화소비자(culture consumer)로 여겼으며 전시 참여 

방식이나 관여도에 따라 예술적 소비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 문화 예술의 향유 수준이 높은 집단의 특성으로 전시 관람 

빈도가 높으며 특정 작가나 작품에 전문적 식견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자신이 관심을 가지는 작가나 작품에 대한 상세하고 심도 있는 정보를 

다양한 정보원을 통해 습득하고자 하는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비 행동을 결정하는데 과거의 소비 경험에 의해 형성된 

취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McCain, 2003). 

향유자의 문화 예술 감상에서 오는 만족으로부터 오는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탐색적 연구도 활발하다(Guetzkow, 2002). 

문화 예술 공연의 관람빈도가 정적 정서(즐거움, 만족감, 행복감 등)와 

강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선행연구가 있다(조성경, 김세준, 2012).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예술 향유 수준에 따라 체험이 

감정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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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소비자 체험 

 

1. 체험의 개념 

 

Maslow(1943)는 인간이 정신적, 사회적, 존경의 욕구를 성취한 

후에 자아 실현 성취를 위해 독특한 경험을 열망한다고 주장하다. 

1950년대 정신분석학자들은 ‘경험’에 대한 인간의 욕구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경험이나 체험과 같은 단어는 우리의 

일상 어디에나 존재하고 여러 가지를 묘사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그 

개념이 모호하다(Caru & Cova, 2003). 마케팅 분야에서도 여전히 그 

용어의 사용과 마인드 셋을 공유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바탕으로 일부 

학자들은 “고객과 기업 또는 기업이 제공하는 것과의 복잡한 

상호작용”이라는 모호한 정의를 제안한다(LaSalle & Britton, 2003; 

Addis & Holbrook, 2001). 

감성화 시대의 도래에 따라 행동 분야에서는 경험적 

관점(experiential perspective), 쾌락적 관점(hedonic perspective)이 

주목을 받게 되면서 소비과정에서의 체험 또는 경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Holbrook & Hirschman, 1982). 기존에는 전통적으로 

소비자들의 합리적이고 이성적 소비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소비자 행동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점차 다양해지는 소비자의 추구가치에 의해 

실용성이나 합리성보다는 감성과 충동성의 측면을 강조하게 되었다. 

Holbrook and Hirschman(1982)이 제시한 경험적 관점에 따르면 

소비자는 쾌락적 동기에 의해 구매행동을 하기 때문에 소비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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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fun), 환상(fantasy), 자극(arousal), 감각적 흥분(sensory 

stimulation), 즐거움(enjoyment)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소비자들은 환상적이거나 감정, 즐거움에 몰입할 수 있는 경험을 

갈망한다(Schmitt, 1999). 이와 같이 구매 시 체험에서 지각된 긍정적 

감정으로부터 쇼핑 경험에 대한 소비자 만족이 좌우되기도 한다(Mano 

& Oliver, 1993). 제품과 서비스로부터 일관된 고객 경험은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를 이끈다(Chan & Chieng, 2006) 

 

2. 체험의 4 영역 

 

소비의 경험적 측면에 있어 체험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견해들은 그 

주체가 기업이 아닌 소비자 스스로 체험을 주도한다는 의견에 

일치한다(Holbrook & Hirschmaan, 1982). 이러한 경험적 소비는 

즐거움이라는 쾌락적 요소에 목적을 두며 경험 자체를 강조하는 점에서 

다른 소비자 행동과 구별되는 차별적인 영역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Schmitt(1999)는 소비자의 체험을 하나의 총체적 

경험(holistic)으로 규정하였고 감각적 체험(sense), 감성적 체험(feel), 

인지적 체험(think), 행동적 체험(act), 관계적 체험(relate)의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마케팅의 전략적 체험 모듈(Strategic 

Experiential Modules: SEMs)을 제시하며 체험 마케팅의 핵심은 

고객이 다양한 체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 고객이 갖는 브랜드와 

상품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체험 마케팅은 소비하는 상황 그 자체를 중요시 여기며 기업이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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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군이나 경쟁자의 범위가 전통적인 마케팅 관점보다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이경렬 외, 2010). Schmitt의 전략적 체험 모듈을 기반으로 

패션 부티크 내 고객 체험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향기, 조명뿐만 아니라 

시각적 자극이 소비자의 감각적 지각을 이끄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Daniel et al., 2011) 

이에 앞서 Pine and Gilmore(1998)는 제조품(goods)과 

서비스(service)가 범용화 됨에 따라 새로운 경제적 가치로써 

체험(experience)이 등장하였고, 기업들은 명쾌하게 설계된 체험을 

제공하여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에 

제시된 체험 경제 이론(experience economy theory)은 고객의 경험적 

소비에 초점을 맞추며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 짓는 요소로 기억에 남을 

만한 체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체험은 고객 참여(customer 

participation)에 따라 수동적 참여와 능동적 참여, 그리고 

연결(connection) 또는 체험에 결합하고자 하는 열망에 따라 

흡수(absorption)와 몰입(immersion)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두 축으로 

구분된 체험의 4 영역은 <그림 2-1>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일탈적(escapist), 교육적(educational), 오락적(entertainment), 

심미적(esthetic)로 구분된다(Pine & Gilmore,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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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체험의 4 영역 (Pine & Gilmore, 1998) 

 

 

2.1 일탈적 체험(Escapist) 

 

일탈적 체험은 개인이 활동에 완전히 몰두하거나 빠져든 상태로 

확장하여 정의할 수 있다(Csikszentmihalyi, 1990). Unger and 

Kernan(1983)은 체험의 내면적 즐거움(intrinsic enjoyment)을 통해 

일상으로부터의 일탈감을 느끼게 하며, 결과적으로 유희적 활동에 

열중하게 된다고 하며 일탈감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Pine and 

Gilmore(1998)는 일탈적 체험에 대해 오락적 체험보다 몰입의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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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씬 강하게 작용하는 영역으로, 더 갖추어진 환경적 설비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발하는 체험 속성으로 정의하였다. 

전형적인 예로는 일탈의 기회를 제공하는 휴가나 여행이 

있으며(Krippendorf, 1987; Uriely, 2005) 테마 파크나 시뮬레이션 

기구 등 가상현실로의 몰입이 있다(Hosany & Withman, 2009). 

 

2.2 교육적 체험(Educational) 

 

소비자가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열망에 부응하는 요소이며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소비자가 직접 체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적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Hosany & Withman, 2009). 교육적 체험 또한 일탈적 

체험과 같이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참여의 속성을 갖는다. 선행연구에서 

소비자는 기업이 제공하는 체험을 통해 지식을 쌓거나 기술을 향상시켜 

무언가 배운 것 같다는 인상을 심어주어 궁극적으로 소비 후 더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이끄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rentice, 2004). 

Kwon(2006)에 따르면 이러한 체험의 차원을 기반으로 관광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관광객이 관광목적지에서 쇼핑을 하는 동안 관광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이 포함된 교육 체험에 직간접으로 노출된다. 

 

2.3 오락적 체험(Entertainment) 

 

1980년 대 이후 1980년대 이후 소비의 쾌락적(Hedonic) 측면이 

부각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소비 경험 그 자체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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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의 경험적 관점에 연구자들이 주목했다(Holbrook & Hirschman, 

1982). 이 가운데 오락적 체험은 개인의 수동적인 관여를 포함하는 

경험의 가장 오래된 형태 중 하나이다. Pine and Gilmore(1998)는 

엔터테인먼트 체험은 개인의 수동적 참여이자 환경적 설비 수준이 

비교적 낮은 영역이 갖는 체험 속성으로, 소비자들이 주체가 되어 

물리적인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체험에 반응하는 것으로 

보았다.  

 

2.4 심미적 체험(Esthetic) 

 

Bitner(1992)에 따르면 심미적 요소는 주변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해석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시각적인 점포환경요소는 쇼핑 

과업 달성을 얼마나 촉진시킬 수 있는가에 상관없이 그 자체로 

쇼핑객에게 즉각적인 즐거움을 제공한다(Deighton & Grayson, 1995). 

심미적 체험의 역할은 소비자 행동, 의사결정, 서비스 평가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urley & Milliman, 2000). Mathwick et 

al.(2001)은 쇼핑경험 가치 중 하나인 심미성의 두 중요 차원 중 

시각적 매력은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점포 디자인을 제공하는데, 이는 

긍정적인 쇼핑경험을 이끌게 된다. 비주얼 머천다이징 관련 선행연구 

결과에서도 점포 내외의 시각적 환경요소들의 매력성은 소비자의 브랜드 

태도나 구매의도 형성뿐 아니라 소비자 행동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보여준다(Park & Jeon,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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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험 마케팅의 효과 

 

체험에 관한 실증연구는 관광3.  및 서비스 분야에서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이는 관광을 즐기는 부유층들이 특별한 체험에 

대해 열망을 갖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Jackson et al., 1996). 하지만 

관련 연구에도 불구하고 Pine and Gilmore(1998)는 체험경제의 

개념만을 제시하여 그 기저에 깔린 차원을 확인하기 위한 실재적 측정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Caru & Cova, 2003). 이에 Oh et al. 

(2007)은 체험 경제 이론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체험과 밀접한 관광 

분야에서 체험의 4 영역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개발하였고, 체험 

요소와 각성(arousal), 기억(memory)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을 통해 

측정도구를 검증하였다(Oh et al., 2007). Hosany and 

Withman(2009)는 크루즈 여행의 체험과 만족도, 추천의도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에서 Oh et al.,(2007)의  측정항목들을 보완하여 

발전시켜 체험 마케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이 연구에서 크루즈 체험이 만족도와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 중 심미적 체험 영역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비자 설득에 효과적인 체험 마케팅은 체험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 

디자인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박성신, 2007). 이에 경험적 소비 

관점에서 리테일 공간을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복합문화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소비자 체험에 있어 문화공간형 

유통매장과 매장단독형 유형 매장 간에 체험의 차이를 분석한 서구원, 

민형철(2009)의 연구에서 문화적 체험이 가능한 패션 매장에서 모든 



 

 

24 

유형의 체험이 높게 나타났다. 즉 문화공간형 매장은 단순히 물리적인 

특성을 넘어 소비자들의 체험의 즐거움을 제공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서구원, 민형철, 2009). 더불어 소비자 체험을 위한 공간 

디자인 사례 연구에서는 고객 체험을 제공하는 브랜드의 플래그십 

스토어(flagship store) 형태의 리테일 샵을 분석하였으며 성공적인 

패션 리테일 공간으로 여겨지는 프라다 에피센터는 새로운 개념의 

복합적 문화체험을 제공하고 브랜드의 이미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또 다른 예로는 나이키 타운(Nike Town)의 

플래그십 스토어로 박물관, 테마파크로서의 역할을 하는 공간을 

마련하여 구매경험에 있어 고객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성공 

요인으로 보았다(강선준, 민소현, 2011). 대형 쇼핑센터의 패션브랜드 

매장에서 소비자 체험에 관한 연구에서 소비자들은 상품의 시각화 체험, 

감정적 체험, 판매원 서비스 체험을 하며 판매원을 통한 제품에 대한 

교육적 체험의 지각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김정희, 이진화,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술적 공간을 제공하는 패션 점포 내에서 

Pine and Gilmore(1998)의 체험 경제 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패션 점포 내 예술적 공간의 체험에 있어 하위 요인을 

규명하고 감정적 가치에 미치는 역할을 확인하여 소비자가 지각하는 

효과적인 체험 요소를 탐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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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감정적 가치 

 

1. 소비가치의 이해 

 

과거 소비자가 지각하는 가치는 실용적,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였으나(Forester, 1999; Vantrappen, 1992) 1980년대 이후 

소비의 쾌락적(Hedonic) 측면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Holbrook and 

Hirschman (1982)은 소비 경험 그 자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험적 

관점에서 상징적, 쾌락적, 심미적 측면에 대해 초점을 맞춘 바 있고, 

Babin et al.(1994)의 연구는 또한 실용적, 쾌락적 요소를 포함하는 

쇼핑 가치의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감정적 가치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Sheth et al.(1991)의 연구에서 행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감정적 

가치이며, 기능적, 사회적 가치는 어떤 것을 구매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Sweeney and Soutar(2001)는 감정적, 사회적, 

기능적(가격/ 품질) 가치를 포함하는 복합적 척도 개발을 통해 소비자가 

지각하는 가치 요인을 설명하고 통계적으로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소비 경험을 통한 다양한 감정 반응이 소비자의 

쇼핑행동 및 태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점포의 다양한 환경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소비자의 

쇼핑 경험 가치지각에 영향을 미치고, 다양한 감정적 반응을 이끌어 

낸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Wakefield & Baker, 1998)  

Hartnett(1998)에 따르면 기업은 소비자 기반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가치를 전달하며 이러한 가치는 장기간 더 강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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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게 된다. 이에 “가치 추구(value-driven)”를 지향하는 현대 

소비자들을 이해하고 그들이 원하는 혜택을 제공해야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Levy, 1999).  

 

2. 감정적 가치 

 

소비자는 쇼핑을 통해 물품을 획득하는 외적인 보상과 함께 쇼핑 

경험을 통해 유발되는 긍정적 감정으로부터 내적, 정서적인 보상을 얻을 

수 있다. 소비자가 지각하는 감정적 가치 관련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다양한 차원의 감정 반응 중 하나가 ‘즐거움’이다(Mehrabian & 

Russell, 1974). Clore et al.(1994)의 연구에 따르면 점포와 같은 쇼핑 

환경에서 느끼는 즐거움은 쾌락적(Hedonic) 가치의 한 유형으로 자극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라고 설명하였으며, 소비자들이 쇼핑 과업 달성 중 

경험하는 자극은 즐거움이라는 긍정적 감정으로 발현된다. Sweeney 

and Soutar(2001)는 제품이 유발하는 즐거움, 기쁨 등의 감정적 

가치를 고려할 때, 지불 가치(value for money)라는 단일 차원보다 

소비자 지각 가치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더 효과적인 설명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한편 박성연, 배현경(2006)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감정적 

가치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진 소비경험으로부터 유의한 영향을 받으며 

Ahn and Lee(2011)의 연구에서도 쇼핑경험으로부터 지각한 가치가 

긍정적인 감정을 매개하여 점포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앞서 살펴본 체험 및 

경험이 소비자의 감정적 반응을 이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기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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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록 잘 구성된 체험이 제공될 때, 고객은 즐거움을 느끼고 그러한 

감정을 유지하기 위해 더 오래 머무르거나 더 많은 돈을 지불한다는 

내용을 지지한다 (Pine & Gilmore, 1998). 체험 경제 이론에서 제시된 

고객 참여(customer participation)와 연결(connection)이라는 두 축을 

기준으로 4 영역의 체험 맥락에서 살펴보면, 특히 주변 환경과 더욱 

긴밀하게 연결된 일탈적 체험이나 심미적 체험에 있어서 고객 스스로 

온전히 몰입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몰입은 내재적 즐거움의 심화된 감정 

상태로도 볼 수 있다(이하경 외, 2015). 

매장 내에서 느끼는 감정은 매장에 대한 고객의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끼친다(Yoo et al., 1998). 특히 매장 내에서 긍정적 감정이 

형성될수록 이는 매장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로 이어지며, 매장에서 

부정적 감정이 형성된다면 매장에 대한 비호의적인 태도로 발현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소비자는 쇼핑 경험을 통해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즐거움을 누림으로써 쾌락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Sherman et al.(1997) 연구는 즐거움이 매장에 대한 호감도와 

구매에 따른 지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으며, Lunardo and 

Mbengue(2009)는 즐거움이 고객 행동 의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즐거운 감정이 점포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판매원, 

점포 정책, 매장의 분위기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홍금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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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점포 만족도 

 

Kotler(1973)가 분위기(atmospherics)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매장의 차별화를 위한 마케팅 도구로서 관심을 끌기 시작하면서 점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져 왔다. Donovan and 

Rossiter(1982)에 따르면 점포분위기가 구매 행동에 있어 구매자를 

심리적으로 만족시켜주는 점포 내의 조건이라고 하였으며 시각적 요소를 

포함하는 매장 분위기가 고객의 감정을 매개하여 쇼핑 행위에 영향을 

준다. 해당 연구에서 소비자들이 매장 분위기 등의 점포 내 물리적 

특징에 노출됨으로써 경험하게 되는‘즐거움’은 쇼핑금액, 쇼핑시간 및 

매장을 다시 방문하고자 하는 재방문의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Dawson et al.(1990)의 연구는 점포경험과 관련된 

연구에서 매장 내에서의 일어나는 일시적인 감정상태가 쇼핑 만족도와 

쇼핑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고, Swinyard(1993)는 기분과 

쇼핑경험의 질이 쇼핑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Yoo et 

al.(1998) 연구에서는 매장의 특징적인 분위기 요소들과 감정적인 

요인들이 매장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매장 내 시각적 요소가 고객의 긍정적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하며 매장 내 감각적 체험이 매장 태도와 

애호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박성연, 배현경, 2006). 이 밖에도 

쇼핑몰 환경이 패션 리더의 쾌락적 쇼핑 경험이 접근의도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쇼핑몰의 인지 과정에 높은 관여도를 보이는 

패션 리더들의 특성을 확인하였다(Michon et al., 2007). 한편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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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플래그십 스토어의 소비자에 대한 연구에서 VMD와 관련된 매장 

내의 체험요소가 브랜드 태도, 구매 의도, 방문의도에 높은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정우, 김일, 2011) 쇼핑 시 유발된 즐거움이 

클수록 제품 및 점포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바이다(Lunardo & Mbengue, 

2009; Sherman et al., 1997). 

이에 본 연구는 패션 점포 내에서 구현된 예술 작품이 전시된 

공간의 경험적 특성을 통해 차별성 있는 소비를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즐거움과 같은 감정적 가치를 이끌어 점포 만족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였다. 

 

 

 

 

 

 

 

 

 

 

 

 

 



 

 

30 

제 3 장 연구방법 및 절차 

 

제 1 절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본 연구는 패션 점포 내 예술적 공간 체험이 소비자가 지각 하는 

점포 만족도와 점포접근 행동의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절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도출한 연구문제를 제시하고 

개념적 이해를 돕기 위한 연구모형을 제시한다. 

 

1. 연구문제 

 

선행연구에서 예술 작품에 대한 작품을 향유하는 과정에서의 

소비자의 주관적인 경험에 의해서 평가된다(Crader & Zaichkowsky, 

2007). 따라서 패션 점포 내 예술적 공간에서 개인이 체험하는 4 

영역의 역할을 확인하고, 에 따라 점포 만족도와 점포접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패션 점포 내 예술적 공간 체험에 있어 하위 영역을 

확인한다. 

연구문제 2. 패션 점포 내 예술적 공간의 체험의 4 영역이 감정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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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일탈적 체험이 감정적 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교육적 체험이 감정적 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오락적 체험이 감정적 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 심미적 체험이 감정적 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3. 감정적 가치에 대한 체험의 4 영역이 미치는 영향에 있어 

예술 향유 수준의 조절효과를 확인한다. 

연구문제 4. 감정적 가치가 점포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2. 연구모형 

 

본 연구는 패션 점포 내 예술적 공간 체험이 감정적 가치를 이끌어 

점포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다음과 같은 

개념적 연구 모형을 구성하였다. 

 

 

<그림 3-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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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실증적 연구방법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실증적 실험을 실시하였다. 본 

절에서는 실험 설계의 조건과 자극물을 이용한 실험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측정도구를 살펴본다. 

 

1. 측정도구 

 

본 연구의 연구문제 검증을 위한 잠재변수는 패션 점포 내 예술적 

공간의 체험, 감정적 가치, 점포 만족도, 예술 향유 수준, 인구통계학적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가설 검증을 위해 각 변수들은 관련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측정항목을 도출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선정한 

측정문항은 사전조사를 통해 본 연구의 맥락에 맞게 수정하였다. 설문은 

총 3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문항을 제외하고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을 부여하였다. 구체적인 측정 문항의 수 및 측정 방법은 아래 <표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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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측정 문항의 내용 및 측정 방법 

문항번호 문항내용 문항 수 측정 방법 

I 체험 문항 16 5점 리커트 척도 

II 감정적 가치 문항 4 5점 리커트 척도 

III 점포 만족도 문항 3 5점 리커트 척도 

IV 예술 향유 수준 문항 7 
선다형 / 

5점 리커트 척도 

V 인구통계학적 문항 4 선다형/ 개방형 

 

 

(1) 체험의 4 영역 

 

Pine and Gilmore(1998)가 제시한 체험의 4 영역에 따라 패션 

점포 내 예술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체험의 하위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연구에서 개발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Hosany & Witham, 

2009; Oh et al., 2007). 약 3분 간 자극물 영상을 시청한 후, 해당 

점포에서 쇼핑을 하고 있다고 상상하며 다음 문항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을 수집하였다. 선행연구에서 개발된 체험 측정항목들을 본 

연구의 맥락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하여 최종 완성된 문항은 <표 

3-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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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체험 측정 문항 및 출처 

변수 문항내용 출처 

일탈적 

체험 

잠시 동안 나를 다른 세계로 몰입하게 해준다. 

일상생활을 잠시 동안 잊을 수 있게 해준다. 

현실에서 벗어난 느낌을 준다. 

방문하는 동안 시간 가는 줄 몰랐다. 

Oh et al. 

(2007); 

Hosany & 

Witham, 

(2009) 

교육적 

체험 

내가 뭔가 배울 수 있도록 해준다. 

나의 지식을 풍부하게 해준다. 

예술에 대한 나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한다. 

나에게 매우 교육적이다. 

오락적 

체험 

흥미로운 볼거리가 있다. 

나에게 재미를 주는 요소가 있다. 

체류가 즐겁다. 

타인들과 공유하는 즐거움이 있다. 

심미적 

체험 

전체적으로 조화로워 보인다. 

디자인이 뛰어나 보인다. 

머물기에 매혹적이다. 

분위기가 아름답다. 

 

 

(2) 감정적 가치 

 

감정적 가치에 대한 문항은 Sweeney and Soutar (2001)가 개발한 

문항을 본 연구의 맥락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을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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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감정적 가치 측정 문항 및 출처 

변수 문항내용 출처 

감정적 

가치 

이 공간의 체험은 즐거움과 기쁨을 제공한다. 

이 공간의 체험은 호감을 갖게 한다. 

이 공간의 체험은 안정감을 갖게 한다. 

이 공간의 체험은 매력적이다. 

Sweeney 

& Soutar 

(2001) 

 

 

(3) 점포 만족도 

 

점포 만족도는 Oliver(1981)가 사용한 전반적 만족도 문항을 본 

연구의 목적과 맥락에 맞게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최종 문항은 표<3-4>와 같다. 

 

<표 3-4> 점포 만족도 측정 문항 및 출처 

변수 문항내용 출처 

점포 

만족도 

이 점포에서 만족스러운 쇼핑경험을 하였다. 

이 점포는 만족스러운 쇼핑경험을 제공한다. 

이 점포에서 시간을 보내고 난 후 만족한 느낌이 든다. 

Oliver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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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술 향유 수준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의 특정 작품에 대한 예술 향유 지식을 

측정하여 예술 향유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관련 문항으로는 영상 

속 전시된 작품 중 하나인 ‘Sacred Heart’ (Jeff Koons, 1955~)의 

사진을 제시하며 작가이름과 작품에 대한 내용을 물었다. 이 작품은 

사전조사에서 비교적 높은 작가 이름 정답률을 보였고, 본 실험에서도 

연구참여자 중 76.6%의 과반수를 넘는 비율의 정답률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점포 내 작품 중 가장 널리 알려진 대중적인 

작품이라는 판단 하에 예술 향유 수준을 측정변수로 삼았다.  

연구참여자의 일반적인 예술 향유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미술 전시 

방문 횟수, 평균 관람 소요시간에 대한 응답을 수집했다. 관람객 

연구에서 관람객 행동을 객관적이고 측정하기 위한 주요 변수로 시간과 

빈도를 사용했다는 점을 참고하였다. 이와 같이 미술 전시 관람 경험을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연구참여자들의 예술 향유 행동에 대해 폭 넓게 

이해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과거 3년간 미술 전시 방문 여부, 

지난 1년 간 미술 전시 방문 횟수(0회~10회), 평소 미술 전시 관람에 

소요되는 시간(30분~180분)에 대해 선다형 문항으로 연구 참여자의 

미술 전시 경험에 에 대한 문항은 <표 3-5>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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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예술 향유 수준 측정 문항 및 출처 

변수 문항내용 

예술 향유 

행동 

과거 3년간 미술 전시 관람 경험이 있습니까? 

최근 1년간 미술 전시 방문 횟수는 몇 회 입니까? 

미술 전시 관람 시 소요되는 시간은 보통 몇 분 입니까? 

예술 향유 

지식 

위 작품의 작가 이름을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작가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나는 이 작품에 대해 잘 안다. 

이 작품은 값이 많이 나가는 진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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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 작가이름 문항에 제시된 작품 

 

(6)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를 위한 인구 통계적 특성을 묻는 문항은 연령, 직업, 최종 

학력, 월평균 가구소득(수입, 부수입 포함)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응답은 개방형과 선다형으로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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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 조사 

 

본 연구의 본 조사에 앞서 연구모델의 주효과를 위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37명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본 조사가 

적용하는 바대로 연구설계, 측정도구에 대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사전조사의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서울 시내 백화점 내에서 촬영한 

비디오 영상 시청하도록 하여 참여자의 가상 체험을 유도한 후, 점포 

내에서의 체험에 대한 문항의 응답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응답은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각 변수의 신뢰도인 Cronbach’s a 값은 .7 이상으로 각 

변수의 내적 일관성이 적절함을 확인하였다. Varimax 회전 방법을 통해 

주성분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체험의 4 영역 중 요인 부하량이 .7 

이하의 문항은 제외 후 분석하였다. 그 밖의 모든 문항의 요인 

부하량은 .7 이상으로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사전조사에서 수집된 5점 리커트 척도의 응답으로 각 변수의 

평균값을 구해 연구참여자가 패션 점포 내 예술적 공간에서 지각한 

체험의 4 영역, 감정적 가치, 점포 만족도의 추이를 확인한 내용은 아래 

<표 3-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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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주요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일탈적 체험 

교육적 체험 

오락적 체험 

심미적 체험 

감정적 가치 

점포 만족도 

3.31 

2.85 

3.47 

3.84 

3.69 

3.66 

.88 

.82 

.67 

.59 

.73 

.68 

 

패션 점포 내 예술적 공간 체험에 있어서 체험 지각의 요인분석 

결과, 선행연구와 같이 총 4 영역으로 확인됨에 따라 각각의 체험 

지각에 대한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평균값을 확인하였다. 패션 점포 내 

예술적 공간에서 지각한 심미적 체험의 경우 3.84의 평균값을 보이며 

가장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적 체험의 평균은 

2.85로 패션 점포 내 예술적 공간 체험에 있어서 가장 낮게 지각하였다.  

 

3. 자극물 구성 

 

예술적 공간을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패션 점포로 잘 알려진 서울 

시내 백화점의 내부를 촬영하여 실험의 자극물로 활용하였다. 백화점 

내점 고객 수가 적은 평일 오전 시간 대에 전문 업체를 통하여 섭외한 

영상 작가와 함께 약 2시간 가량의 촬영을 진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약 

3분 간의 영상으로 편집하였다.  

영상의 내용은 점포 내 패션 제품이 판매되는 매장과 매장 주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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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동선에 따라 전시된 미술 작품이다. 세계적인 유명 작가의 조형 

작품 여러 점이 전시된 6층 옥외 가든을 포함하며 영상 속 작품의 

개수는 총 25점으로 평면 회화 작품 17점, 입체 조각 및 조형물 7점, 

그 밖에 영상물 1점으로 상업 공간 내에서 작품의 비중이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편집하였다. 

 

 

 

   <그림 3-3> 자극물 영상 화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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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4> 자극물 영상 화면 2 

 

 

 

   <그림 3-5> 자극물 영상 화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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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절차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서울 시내 백화점 내에서 촬영한 비디오 영상을 상영한 후, 

설문지법을 시행하였다. 교내 통제된 실험실 내에서 해당 영상을 

상영하여 연구참여자가 점포 내 가상 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아래의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매장을 실제로 방문했다고 생각하며 

이어지는 영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내 조명과 모니터 전원을 차단한 상태에서 실험실 전면에 설치된 

80인치 (가로 1.8m* 세로 1m) 크기의 스크린을 통해 자극물 영상을 

상영하였다. 다수의 연구참여자가 동시에 실험에 참여할 경우에는 

좌석을 분포시켜 스크린을 보는데 있어 방해요소가 없도록 하였다. 

음향이 없는 영상을 약 3분간 시청하도록 하였으며 영상이 종료된 후, 

영상 속 점포에서의 체험을 상기시켜 점포만족도, 체험, 지각된 감정적 

가치, 예술 향유 수준과 관련된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문항으로 설문을 마쳤으며 연구 참여에 대한 

사례로 5,000원씩 현장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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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절에서는 실험을 통한 자료수집에 있어 조사 대상, 자료수집 

방법 및 실험절차, 수집된 자료의 분석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1. 자료의 수집과 표본 구성 

 

본 연구는 실험방법의 특성 상 연구자가 사전에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였다. 교내 구성원의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참가자 모집 문건을 

게시하였으며 온라인 스케쥴 플랫폼 doodle을 통해 연구 참가시간과 

이름(가명) 및 연락처를 수집하여 분배하였다.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패션에 더 높은 관여도를 

보인다(Handa & Khare, 2013; O'Cass, 2004).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 판단 하에 본 연구에 적합한 20, 30대 여성으로 설문 

대상을 한정하였다. 

자료수집은 2015년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진행되었으며 

실험 장소는 자극물 영상을 상영할 수 있는 프로젝트 빔과 개별 사용 

가능한 데스크 탑이 설치된 통제된 실험실에서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주제와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자발적인 참여를 밝힌 연구참여자로부터 

온라인 서베이 플랫폼인 Qualtrics로 응답을 수집하였다.  

본 실험을 통해 회수된 응답은 총 116개이며 모든 응답이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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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총 다섯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었으며 

측정문항은 선다형, 개방형,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응답은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빈도분석, 

신뢰도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explanatory factor analysis),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수행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3-7>과 같다. 

 

<표 3-7> 자료분석 방법 

단계 분석내용 분석방법 

1 

2 

3 

4 

5 

표본 특성 

변수의 타당성 

측정 척도의 신뢰도 

측정척도의 타당도 

연구문제의 검정 

빈도분석 

기술통계 

신뢰도 분석 

요인분석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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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과 및 논의 

 

제 1 절 조사 대상자 특성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수집된 116부 응답의 표본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만 24세가 가장 많았으며 직업은 학생 93.1%, 

기타 3.4% 순 이었다. 교내에서 수집된 응답이므로 연구참여자들의 

학력수준은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이 96.5%로 가장 많았다. 월 평균 

가구소득(수입, 부수입)의 경우 200만원에서 300만원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 4-1>에 제시하였다. 

 

<표 4-1> 연구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항목 세부범주 빈도 백분율(%) 

나이 

만 18세 ~ 만 24세 

만 25세 ~ 만 29세 

만 30세 이상 

71 

33 

12 

61.2 

28.4 

10.3 

월 평균 

총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8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18 

14 

23 

10 

4 

10 

8 

15.5 

12.1 

19.8 

8.6 

3.4 

8.6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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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2,000만원 이상 

11 

8 

10 

9.5 

6.9 

8.6 

 

 

2. 예술 향유 행동의 특성 

 

예술 향유 수준에 대한 이해를 위해 미술 전시 경험과 제시된 

작품의 작가 이름에 대한 응답의 수집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참여자의 대다수인 94.8%가 과거 3년간 미술 전시 방문 경험이 

있었고 최근 1년간 미술 전시를 방문한 횟수는 1회, 미술 전시 관람 시 

평균 소요시간은 60분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자극물 영상 속 미술 

작품인 ‘Sacred Heart’(Jeff Koons, 1955~)의 작가 이름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76.6%의 정답률을 보였다. 

 

 

 

 

 

 

 

 

 

 



 

 

48 

<표 4-2> 예술 향유 행동의 특성 

항목 구분 빈도 
백분율 

(%) 

과거 3년간 미술 전시 관람 여부 

 

있음 

없음 

110 

6 

94.8 

5.2 

최근 1년간 미술 전시 방문 횟수 

0~1회 

2~4회 

5~7회 

8~10회 

61 

43 

4 

8 

52.6 

37.1 

3.5 

6.9 

평균 미술 전시 관람 소요시간(분)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15 

49 

33 

15 

3 

1 

12.9 

42.2 

28.4 

12.9 

2.6 

0.9 

제시된 작품의 작가이름 

정답 

오답 

89 

27 

76.6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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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측정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로부터 도출된 척도를 본 연구의 맥락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한 후,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탐색적 

요인분석(explan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여 구성체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패션 점포 내 예술적 공간의 맥락에서 체험의 차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16개 항목, 4가지 차원을 분석하였으며 감정적 가치, 

점포 만족도, 예술 향유 지식에 대한 분석도 이어졌다.  

 

1. 체험의 4 영역 

 

체험에 대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총 16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Varimax 회전 방법을 통해 주성분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네 가지 

차원이었으며 그 중 요인부하량이 .7 이하의 문항은 제외 후 분석하였다. 

일탈적 체험의 고유치는 2.822이며 총 분산의 17.639%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신뢰도를 알 수 있는 Cronbach’s a 

값은 .869로 문항 간 내적 일관성이 검증되었다. 교육적 체험의 

고유치는 3.245이며 총 분산의 20.284%를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Cronbach’s a 값은 .911로 변수의 신뢰도가 매우 높았다. 

오락적 체험의 고유치는 3.534이며 총 분산의 22.086%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Cronbach’s a 값은 .885로 측정변수의 신뢰성이 

검증되었다. 심미적 체험의 고유치는 2.375이며 총 분산의 14.842%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Cronbach’s a 값은 .725로 문항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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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 일관성이 검증되었다. 

 

<표 4-3> 체험 측정변수의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결과 

문항내용 
요인 

부하량 
고유값 

분산값 

(누적) 
신뢰도 

일탈적 체험 

잠시 동안 나를 다른 세계로 몰입하게 해준다. 

일상생활을 잠시 동안 잊을 수 있게 해준다. 

현실에서 벗어난 느낌을 준다. 

방문하는 동안 시간 가는 줄 몰랐다. 

 

.771 
 

.820 
 

.903 
 

.539 

2.822 
17.639 

(60.008) 
.869 

교육적 체험 

내가 뭔가 배울 수 있도록 해준다. 

나의 지식을 풍부하게 해준다. 

예술에 대한 나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한다. 

나에게 매우 교육적이다. 

 

.881 
 

.868 
 

.771 
 

.814 

3.245 
20.284 

(42.369) 
.911 

오락적 체험 

흥미로운 볼거리가 있다. 

나에게 재미를 주는 요소가 있다. 

체류가 즐겁다. 

타인들과 공유하는 즐거움이 있다. 

 

.751 
 

.812 
 

.800 
 

.575 

3.534 22.086 .885 

심미적 체험 

전체적으로 조화로워 보인다. 

디자인이 뛰어나 보인다. 

머물기에 매혹적이다. 

분위기가 아름답다. 

 

.825 
 

.860 
 

.662 
 

.620 

2.375 
14.842 

(74.850)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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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정적 가치 

 

감정적 가치는 선행연구의 4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적절히 

수정하였다 (Sweeney & Soutar, 2001). Varimax 회전 방법을 통해 

주성분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문항이 하나의 요인 임을 

확인하였다.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이 모두 .7 이상이었으며 고유치는 

2.961 이었다. 설명하는 총 분산은 74.034%를 차지하고 있다. 

Cronbach’s a 값은 .874로 측정변수의 신뢰성이 확인되었다. 

 

<표 4-4> 감정적 가치 측정변수의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결과 

문항내용 
요인 

부하량 
고유값 

분산값 

(누적) 
신뢰도 

이 점포에서의 경험은 즐거움과 기쁨을 제공한다. 

이 점포에서의 경험은 호감을 갖게 한다. 

이 점포에서의 경험은 안정감을 갖게 한다. 

이 점포에서의 경험은 매력적이다. 

.908 
 

.908 
 

.757 
 

.860 

2.961 74.034 .874 

 

 

3. 점포 만족도 

 

점포 만족도는 선행연구의 3 문항을 본 연구의 주제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Oliver, 1981). Varimax 회전 방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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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분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이 모두 .9 이상이었으며 고유치는 

2.585 이었다. 설명하는 총 분산은 86.162%를 차지하고 있다. 

Cronbach’s a 값은 .920로 측정변수의 내적 일관성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표 4-5> 점포 만족도 측정변수의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결과 

문항내용 
요인 

부하량 
고유값 

분산값 

(누적) 
신뢰도 

이 점포에서 만족스러운 쇼핑경험을 하였다. 

만족스러운 쇼핑경험을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이 점포에서 시간을 보낸 후 만족한 느낌이 든다. 

.944 
 

.939 
 

.902 

2.585 86.162 .920 

 

 

4. 예술 향유 수준 

 

예술 향유 수준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수집한 자료 중 예술 향유 

지식 요인만을 변수로 삼고 본 연구의 주제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Slobodan Markovie, 2010). Varimax 회전 방법을 통해 

주성분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이 모두 .7 이상이었으며 고유치는 

2.943으로 확인되었다. 설명하는 총 분산은 40.958%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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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nbach’s a 값은 .828로 측정변수의 내적 일관성이 검증되었다. 

 

<표 4-6> 예술 향유 수준 측정변수의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결과 

문항내용 
요인 

부하량 
고유값 

분산값 

(누적) 
신뢰도 

나는 이 작가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나는 이 작품에 대해 잘 안다. 

이 작품은 값이 많이 나가는 진품이다. 

.907 

.912 

.741 

2.943 
40.958 

(78.592)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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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문제 검증 

 

본 절에서는 분석된 결과를 통해 앞서 설정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고자 한다. 체험의 하위요인인 일탈적, 교육적, 오락적, 심미적 

체험의 역할을 확인하고 그로부터 유발된 감정적 가치와 점포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또한 감정적 가치에 대한 체험의 영향에 있어 

예술 향유 수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체험의 4 영역의 역할 

 

연구문제 1에 해당하는 패션 점포 내 예술적 공간 체험은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서 4 영역의 하위 차원인 일탈적 체험, 교육적 체험, 

오락적 체험, 심미적 체험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Pine and 

Gilmore(1998)가 제시한 이론을 Oh et al.(2007)가 개발한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패션 점포의 예술적 공간 체험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각 체험 별 측정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파악하여 

체험지각의 추이를 확인한 결과, 심미적 체험, 일탈적 체험, 오락적 체험, 

교육적 체험 순으로 확인되었다. 모든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결과는 다음의 <표 4-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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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주요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일탈적 체험 

교육적 체험 

오락적 체험 

심미적 체험 

감정적 가치 

점포 만족도 

3.87 

2.93 

3.88 

3.84 

3.78 

3.80 

.86 

.95 

.78 

.73 

.78 

.86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을 수집한 결과, 패션 점포 내 예술적 공간 

체험에 있어서 오락적 체험의 경우 3.88의 평균을 보이며 가장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탈적 체험은 3.87, 심미적 체험의 평균은 

3.84 순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교육적 체험은 2.93의 평균값으로 패션 

점포 내 예술적 공간 체험에 있어서 가장 낮게 지각하였으며, 응답의 

표준편차가 변수들 중 가장 크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에 따라 교육적 

체험 지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체험의 4 영역이 감정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2를 검증 과정에서 예술 향유 지식을 예술 향유 수준으로 

정의한 후,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회귀분석에 

투입된 변수 중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변수는 탐색적 요인분석 후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측정문항들의 평균값으로 계산하였다.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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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을 위해 필요한 상호작용항은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곱으로 

생성하였다.  

예술 향유 수준의 조절효과를 검정하기 위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변수인 일탈적 체험, 교육적 체험, 

오락적 체험, 심미적 체험이 종속변수인 감정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한다. 둘째, 독립변수인 체험의 4 영역과 조절변수인 예술 향유 

수준이 종속변수인 감정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조절변수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절변수와 독립변수를 곱한 값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상호작용 효과를 검정한다. 이와 같은 순서로 

감정적 가치에 대한 예술적 공간 체험과 예술 향유 수준의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검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3. 예술 향유 수준의 조절효과 

 

감정적 가치 지각에 대한 예술적 공간 체험의 4 영역과 예술 향유 

수준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다음의 <표 

4-8>과 같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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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감정적 가치에 대한 체험의 4 영역과 예술 향유 수준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모형 1 모형 2 모형 3 

Step 1. 

독립변수의 

주효과 

일탈적 체험 

교육적 체험 

오락적 체험 

심미적 체험 

.252
***

 

.037 

.644
***

 

.105
*
 

.255
***

 

.031 

.645
***

 

.105
*
 

.360
*
 

.231 

.303
†
 

.413
**

 

Step 2. 

조절변수의 

주효과 

예술 향유 수준  .016 .403 

Step 3. 

조절효과 

일탈적 체험* 

예술 향유 수준 

 

교육적 체험* 

예술 향유 수준 

 

오락적 체험* 

예술 향유 수준 

 

심미적 체험* 

예술 향유 수준 

  

-.202 

 

 

-.399 

 

 

.857
*
 

 

 

-.738
*
 

Overall F 

 

F Change 

 

R
2 

 

R
2 

Change
 

 

85.716
***

(4, 111) 68.037
***

(5,110) 40.546
***

(9,106) 

 .100 (1, 110) 2.266
†

(4, 106
†
) 

.755 .756 .775 

 .000 .019 

***p ≤ .001, **p ≤ .01, *p ≤ .05, †p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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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 가치에 대한 체험 모델을 검정한 결과, 1단계 모델을 통해 

일탈적 체험, 오락적 체험, 심미적 체험이 높을수록 감정적 가치가 높게 

지각되어 감정적 가치 지각에 있어 체험의 4 영역의 주효과가 

확인되었다. 예술 향유 수준 조절변수가 투입된 2단계 모델에서는 

F값의 변화가 유의한 개선효과를 보이지 않았으며, 작품에 대한 사전 

지식의 주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3단계로 구성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오락적 체험과 심미적 체험의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변수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감정적 가치에 대한 R2 

값은 .755로 패션 점포 내 예술적 공간 체험의 75.5%의 분산이 일탈적 

체험, 오락적 체험, 심미적 체험에 의해 설명된다. 일탈적 체험 (ß 

= .252, p ≤ .000), 오락적 체험 (ß = .644, p ≤ .000), 심미적 체험 

(ß = .105, p ≤ .05)이 감정적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립변수의 ß 값의 크기는 오락적 체험, 일탈적 체험, 

심미적 체험 순서로 나타났으며 이는 점포 내 오락적 체험이 감정적 

가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호텔의 예술적 공간 체험이 브랜드에 대한 정서적 가치를 

미치는데 있어서 심미적 체험과 오락적 체험이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선행연구와 변수의 영향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이충순, 

김홍범, 2015). 본 연구에서 추가로 확인된 일탈적 체험이 감정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제품을 판매하는 리테일 환경에 미술 작품이 

전시되어있기 때문에 전혀 새롭게 느끼고, 그로부터 일상에서 벗어난 

느낌을 받아 즐거움과 같은 감정적 가치를 지각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는 명품을 주로 판매하는 고급 백화점의 예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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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의 효과를 측정하였기 때문에 일상과 다른 고급스러운 공간 경험이 

주는 일탈적 가치가 높게 지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감정적 가치에 

미치는 교육적 가치(ß = .012, p = .832)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문제 2-1 감정적 가치에 미치는 일탈적 체험의 영향, 

연구문제 2-3 감정적 가치에 미치는 오락적 체험의 영향, 연구문제 2-

4 감정적 가치에 미치는 심미적 체험의 영향은 유의하였으나 연구문제 

2-2 감정적 가치에 미치는 교육적 체험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예술 향유 수준 변수가 추가된 2단계 모델은 1단계 모델과 R2 값이 

유사하기 때문에 감정적 가치를 설명하는 전체 설명력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술 향유 수준(ß = .016, p = .752)이 감정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상호작용항을 추가한 3단계에서 F값의 변화가 p ≤ .1 수준으로 

유의하여 조절변수의 투입이 회귀식을 유의하게 개선시킨 것을 

확인하였다. 4개의 상호작용항 중 오락적 체험과 예술 향유 수준 (ß 

= .857, p = .043), 심미적 체험과 예술 향유 수준 (ß = -.738, p 

= .035)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가 감정적 가치에 대한 영향력이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어 예술 향유 수준은 감정적 가치에 대한 오락적 체험과 

심미적 체험의 영향력을 조절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미술 작품에 

대해 더 많은 사전 지식을 알고 관심을 가지는 예술 향유의 수준이 높을 

수록 오락적 체험과 심미적 체험이 감정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는 작품에 대해 친숙하고 관련 정보가 

많을수록 패션 점포 내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즐겁고 흥미롭다고 

여겨 긍정적인 감정을 이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작품에 대한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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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이나 관심이 없어 예술 향유 수준이 낮은 소비자에게는 심미적 

체험이 감정적 가치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의 분석결과를 통해 예술 향유 수준은 오락적 체험 및 심미적 

체험과 감정적 가치 사이에서 조절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관계 상황의 조절효과가 이루어지는 크기를 확인하기 위해 

오락적 체험 및 심미적 체험이 감정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술 

향유 수준의 조절회귀식을 그래프로 작성하였다. 두 변수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고, 저 집단으로 나눈 후 종속변수인 감정적 가치의 집단 별 

평균값을 확인한 결과는 아래의 <그림 4-1>과 <그림 4-2>과 같다. 

 

 

 

<그림 4-1> 감정적 가치에 대한 오락적 체험과 예술 향유 수준의 

상호작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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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은 감정적 가치에 대한 오락적 체험과 예술 향유 

수준의 조절효과를 보여준다. 작품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관심이 많아 

예술 향유 수준이 높을 때 감정적 가치에 대해 가파른 기울기를 

보이는데, 이는 예술 향유 수준이 높을 때 오락적 체험이 감정적 가치에 

미치는 효과가 예술 향유 수준이 낮을 때에 비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소 미술 작품에 대한 배경 지식이나 작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잘 알 

경우, 패션 점포 내 전시된 미술 작품을 더 흥미로운 체험으로 여기며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미술관이나 

갤러리와 같은 전시를 위한 공간이 아니더라도 미술 작품이 전시된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작품에 집중할 수 있고 그 작품에 빠져들 수 있는 

수준 높은 감상 능력을 통해 발현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높은 예술 

향유 수준의 소비자들이 지닌 미학적 식견이나 배경 지식을 가지고 특정 

테마를 가지고 풍부하게 전시를 구성하는 미술관과 달리, 리테일 

공간에서 전시된 작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볼거리로 여긴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오락적 체험을 높게 지각 할수록 예술 향유 수준의 

차이가 적고 오락적 체험을 낮게 지각 할수록 예술 향유 수준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예술 향유 수준이 높더라도 오락적 체험의 

지각을 느끼는 수준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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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감정적 가치에 대한 심미적 체험과 예술 향유 수준의 

상호작용효과 

 

 

<그림 4-2>는 감정적 가치에 대한 심미적 체험과 예술 향유수준의 

조절효과를 보여준다. 예술 향유 수준이 낮을 때 감정적 가치에 대해 

가파른 기울기를 보이는데, 이는 작품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관심이 

적어 예술 향유 수준이 낮을 경우 심미적 체험이 감정적 가치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반면 작품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풍부한 

지식을 가진 소비자의 심미적 체험에서는 오히려 예술 향유 수준이 

조절하는 효과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술 작품이 생소하고 관련 

지식이나 작가에 대해 관심이 없을 경우, 패션 점포 내 미술 작품을 

조화로우며 아름답다고 느끼며 긍정적인 감정을 지각한다는 것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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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는 평소 미술 작품을 접할 기회가 적거나 관심이 없는 소비자는 

리테일 공간에 전시된 미술 작품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아름답고 

매혹적인 체험으로 지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심미적 체험을 높게 

지각 할수록 예술 향유 수준의 차이가 적고 심미적 체험을 낮게 지각 

할수록 예술 향유 수준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보아 미술 작품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관심이 풍부하더라도 심미적 체험의 지각을 느끼는 

수준에 있어 큰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감정적 가치가 점포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4를 확인하기 위해 감정적 가치가 점포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으며 결과는 <표 4-9>와 같다.  

 

<표 4-9> 감정적 가치와 점포 만족도의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B ß t VIF 

점포 만족도 감정적 가치 .953 .687 10.086
***

 1.000 

***
p ≤ .001 

 

 

회귀모형의 F 값은 101.735이며, 유의확률은 .000으로 .1% 

수준보다 낮아 감정적 가치가 점포 만족도를 설명하는 회귀식이 매우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준화된 회귀계수 ß 값은 .687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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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인 감정적 가치가 종속변수인 점포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결정계수가 .472 이므로 점포 만족도는 감정적 가치에 

의해 47.2%만큼 설명된다. 이는 점포 내 고객이 지각하는 긍정적 

감정이 점포 만족도를 이끈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Lunardo and 

Mbengue, 2009; 홍금희, 2002; Yoo et al.,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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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요약 및 결론 

 

현대 사회의 경제적 가치의 흐름이 제품에서 서비스로, 서비스에서 

체험으로 이양되고 있어 이러한 맥락에서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가치를 더하여 소비자에게 잊지 

못할 만족을 주는 경험 제공이 요구된다(Pine & Gilmore, 1998).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패션 점포 내 체험의 하위 유형으로 일탈적 

체험, 교육적 체험, 오락적 체험, 심미적 체험이 추출되어 Pine and 

Gilmore(1998)의 체험 경제 이론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패션점포 내 예술적 공간 체험 중 일탈적 체험, 오락적 체험, 심미적 

체험이 감정적 가치를 이끄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교육적 체험은 감정적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패션 점포 내 예술적 공간이 무언가 배운다는 느낌을 

받거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리테일 점포의 특성상 미술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작품명과 작가이름 정도만 제시되어 있어 미술관과 

달리 작품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 받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 리테일 환경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체험을 포함한 다양한 고객 체험을 위해서는 제품 판매 이외의 부가적인 

정보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리테일 공간에 전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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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과 관련된 정보 및 작가에 대한 소개를 효과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실용적, 기능적 측면의 역할이 부족한 예술 작품을 매개로 실제 

작가와의 물리적 접촉 (contagion)을 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당 

공간에서의 고객 경험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한편 예술 향유 수준에 의한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작품에 대한 

사전 지식이 높을수록 오락적 체험과 심미적 체험이 감정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강화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이는 평소 미술 작품 

관람 시 작품이나 작가와 같은 정보에 깊은 관심을 갖는 사람일수록 

패션 점포 내 전시된 예술 작품을 더 흥미로운 체험으로 여겨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예술 향유 수준이 낮을수록 

심미적 체험이 감정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컸으며 이는 작품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을 경우 더 조화롭고 아름다운 것으로 지각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예술 향유 수준이 높은 고객이 예술 작품이 전시된 

패션 점포를 둘러보며 오락적 체험과 심미적 체험 외의 다양한 체험을 

느낄 수 있도록 지나치게 대중적이지 않은 다양한 장르로 구성된 미술 

작품의 활발한 전시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점포는 고객과 만나는 접점으로 브랜드 체험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곳이다. 이러한 강점을 가진 오프라인 매장에서 예술 작품의 창조성과 

진정성을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일관성 있는 추진이 필요하겠다. 단기간의 이벤트성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닌 예술 작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여 해당 브랜드에 적합한 

예술적 가치를 획득해야 할 것이다(서민수, 2012). 특히 예술 작품이 

갖는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제품과 서비스로 쉽게 전이(spillover)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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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초점을 맞추어 제품에 대한 고객의 긍정적인 평가나 태도를 

수월하게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과시 소비(conspicuous 

consumption)나 상징적 소비(symbolic consumption)의 맥락에서 고급 

취향을 즐기며 높은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타인에게 과시하고 싶어하는 

고객이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를 활발히 이용하도록 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 이루어진 선행연구는 대부분 서양 

예술 작품을 대상으로 그 효과가 입증되었으나, 한국적 감성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세계적으로 차별화된 아트 마케팅의 기회를 모색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는 기업에서 실제 예술 작품을 활용하여 적용시킨 예술적 

공간에 대해 소비자가 지각한 가치에 대해 확인하고자 한 시도였다. 

패션 점포 내 예술 작품을 활용한 공간의 연출은 온라인 쇼핑몰과의 

경쟁이 가속화 되어가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오프라인 점포의 경쟁력 

있는 마케팅 방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대중 문화 중심 사회에서 그 

가치가 퇴색되어 가는 고급 예술의 활성화를 일으키는 기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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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를 이론적으로 확장시켜 쇼핑 행동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는 한편, 마케터들은 패션 점포 내 예술적 공간 체험에 대한 측정 

및 이해를 통하여 적합한 마케팅, 프로모션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1. 학문적 시사점 

 

본 연구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학문적 시사점을 포함한다. 

첫째, 패션 점포 내 예술적 공간에 대해 살펴보고 체험 경제 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미술관이 아닌 패션 점포 내 조성된 예술적 

공간에서의 체험이 Pine and Gilmore(1998)가 제시하는 체험의 네 

가지 유형인 일탈적 체험, 교육적 체험, 오락적 체험, 심미적 체험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음을 실증하였다. 특히 예술적 상업 공간의 체험에서 

일탈적 체험, 오락적 체험, 심미적 체험이 크게 지각됨을 밝혔다. 

둘째, 체험이 감정적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점포에 

대한 만족도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점포 내에서 지각하는 

고객의 감정적 가치는 점포 만족도를 형성하는데 큰 설명력을 지니고 

있다는 선행연구의 내용을 예술적 공간 체험의 맥락에서 규명하였다. 

셋째, 쇼핑 특성과 측면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보완함으로써 

패션 점포 내 체험의 측정을 위한 도구 개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향후 

패션 제품의 쇼핑 맥락에서 심도 깊은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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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시사점을 제안한다.  

첫째, 패션 점포 내 프로모션에서 체험의 4 영역이 지니는 가치에 

대한 강조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교육적 체험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선행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교육적 체험 또한 원한다. 작가에 대한 

정보나 배경 지식과 관련된 레이블을 눈에 띄게 부착한다면 고객의 

주의를 끌고 흥미를 유발시켜 쇼핑 공간으로서만이 아닌 문화 예술에 

대한 식견을 높일 수 있는 장소로 여겨질 것이다. 

둘째, 표적시장 별 세분화 전략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술 

향유 수준이 일탈적 체험이 감정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부적으로 

조절한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대중적인 미술 작품과 수준 높은 미술 

작품을 공존시켜 모든 고객의 감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한다. 

심미적으로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치지 않고 경외감을 심어주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여 문화 예술 향유수준이 높은 고객의 

취향을 존중한다면 점포를 방문하는 모든 고객의 긍정적 감정을 

이끌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점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고객 체험과 긴밀하게 연결된 오프라인 점포는 효과적인 

예술적 공간의 활용을 통해 온라인, 모바일과 같은 타 유통채널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을 통한 쇼핑은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다는 편리성을 제공하지만 고객이 체험할 수 있는 

자극으로는 시각적, 음향적 자극만이 일반적이다(Crad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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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ichkowsky, 2007). 이에 본 연구의 결과는 소비에 있어서 특별한 

체험을 추구하는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브랜드 또는 유통 

업체에서 오프라인 점포의 강점에 다시 주목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와 같이 점포를 방문하는 고객들은 편안함, 즐거움,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흥분감을 기대하므로 고객 체험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좀 더 맞춤 설계된 점포 내 예술적 환경을 제시한다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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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한계점 및 후속 연구 제언 

 

본 연구는 패션 점포 내 미술 작품이 설치된 예술적 공간의 체험의 

4 영역에 대한 역할을 규명하고 감정적 가치와 점포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연구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한계점으로 

인해 일반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는데 제한이 따랐다.  

첫째, 실제 점포에서의 자료수집이 불가했기 때문에 연구참여자들을 

점포 이미지에 노출시킨 후 쇼핑 중이라는 상황을 가정하도록 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통제된 실험실의 어두운 실내에서 크기가 큰 

스크린을 통해 자극물 영상을 상영하여 효과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향, 조명, 타인의 존재유무 등에 따라 실제 해당 

공간의 분위기를 그대로 재현하기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는 점포 

만족도에 대한 체험에 따른 감정적 반응을 측정하는데 그쳤지만 관련 

변수를 추가하여 체험이 사회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실제 점포 내에서 타 고객이나 쇼핑 동행자의 존재 

유무가 사회적 가치 지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소비자가 지각하는 미술 작품의 유형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를 

규명하지 못했다. 2차원의 회화와 3차원의 조각품 및 조형물로 구분하여 

보았을 때, 기존에는 명화와 같은 평면 작품이 인기를 이끌었으나 최근 

현대미술의 인기에 힘입어 설치작품 및 조형물의 전시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다각도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입체적인 조형물은 평면 

작품에 비해 적극적인 체험을 이끌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간 연출을 위해 

선호된다(정재훈, 2008).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미술 작품 유형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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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점포 내 체험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셋째, 표본이 20, 30대 여성으로 한정되어 있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 적절하지 않다. 특히 안정된 소득이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이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해석하기에 제한이 따랐다. 

향후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충분한 

표본으로부터 수집된 응답을 분석한다면 보다 일반화시키기에 적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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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1]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결과 통보서 

 



83 

[부록 2] 실증적 연구에 사용된 설문 

안녕하세요, 본 연구는 “패션 점포 내 예술적 공간 체험이 점포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입니다. 본 조사는 귀하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며, 참여 중 

실험 종료 이전 어느 단계에서든 실험을 중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의 응답에 

대한 비밀 유지를 위해 정보는 합산된 형태(예: 평균 연령 등)로만 보고될 것이

며, 개인 정보는 어디에도 보고되지 않을 것을 약속 드립니다. 또한 수집된 귀하

의 응답자료는 학문적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을 약속 드리며,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본 연구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바랍니다. 

설문에 응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연구자: 김지민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패션마케팅 연구실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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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ies actively utilize artwork as a communication medium 

with their consumers due to an increasing interest of art and culture 

that improves one’s quality of life. This communication is done 

using many different methods, from sponsoring art shows/ 

exhibitions to introducing art into their products, and such 

marketing strategies have been shown to be effective in addressing 

customers’ emotional needs.  

Modern customers want more than just the functional attributes 

of products and services; they seek experiential consumption that is 

special and memorable (Pine and Gilmore, 1998). Unlike traditional 

marketing, the goal of an experience economy is to emphasiz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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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ce of providing differentiated experiences which are more 

effective in drawing out positive emotions from customers.  

This study therefore seeks to identify the importance of 

customer experience and measure the emotional value and store 

satisfaction gained from exhibiting artwork in retail environment. 

The research topic is focused on how combining opportunities to 

enjoy visual art with simple sales of products or services can 

trigger positive emotions from customers and ultimately raise the 

level of store satisfaction. This study also identifies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level of art and culture enjoyment by assuming that the 

influence of experience on emotional value may vary depending on 

the level of art enjoy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art experience 

within a retail shop is a sub-factor of escapist experience, 

educational experience, entertainment experience, and esthetic 

experience. This corresponds to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that 

measured service quality experience (Hosany & Withman, 2009; Oh 

et al., 2007). The study reveals that escapist experience, 

entertainment experience, and esthetic experience have significant 

influences on emotional value. Consequently, it has been determined 

that educational experience does not significantly influence 

emotional value. Customers can have an educational experience if 

information on the exhibited artwork and backgrounds of the art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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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effectively provided. This will also help contagion with real 

artists through artworks that lack functionality and practicality, as 

well as give special value to customer experience within the 

specific store.  

The individual level of enjoyment also seems to guide the 

influences of entertainment and esthetic experience towards 

emotional value. In other words, if a person normally has a deeper 

interest in art or artists, he/she is more likely to view the artworks 

displayed within a retail environment more positively. The study 

also confirms that if a person does not have interest or prior 

knowledge about the artwork, the esthetic experience gained from 

the artwork will still create positive emotions. 

Unlike mobile or online distribution channels, a retail store 

serves as a point of contact for customers and a place to maximize 

the brand experience. Given such an advantage, offline stores have 

the ability to utilize the authenticity of a piece of art as an effective 

marketing method and, in turn, induce positive emotions from the 

customers by transferring the premium images associated with the 

artwork onto the retail space or the brand (spillover effect).  

This study attempts to establish customers' perceived value 

regarding corporate art spaces that use well-known artwork. 

Displaying artwork within a fashion store provides a marketing 

alternative that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traditional offline st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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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actical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provides a direction 

for effective art marketing strategy and verifies the potential of 

applying the experience economy theory proposed by Pine and 

Gilmore (1998). 

 

 

Keywords : artistic place, escapist experience, entertainment 

experience, esthetic experience, emotional value, 

stor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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