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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stimated a structural model for examining causal relationships among flagship store experi-

ences, store emotion and loyalty, and to compare the structural models between luxury and fast fashion SPA

brands. A total of 416 responses were collected from consumers who had experience with a variety of lux-

ury and SPA flagship stores. Findings confirmed that flagship store experience consisted of four factors,

such as sensory, affective, intellectual and behavioral experiences. Sensory and behavioral experiences had

positive effects on store emotion that influenced loyalty. Affective and cognitive experiences influenced

loyalty. All aspects of experiences explained store emotion or loyalty for luxury flagship stores; however,

two of experiences (i.e., sensory and affective) were important to determine store emotion or loyalty for

SPA flagship stores. The study discussed managerial implications for fashion brands to develop and manage

flagship st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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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리테일 매장에서 브랜드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

는 것이 플래그십 스토어이다. 특히 글로벌 시장확대에

따라 새롭게 진입하는 국가나 지역시장의 소비자, 업계,

프레스를 대상으로 최고의 쇼핑 구역에 큰 규모의 뛰어

난 건축물과 인테리어로 무장한 점포에 다양한 제품구

성과 서비스로 경험을 창출하는 플래그십 스토어는 그

자체가 자주 홍보거리가 되어 브랜드 존재감을 각인시

킨다. 이러한 점에서 플래그십 스토어는 판매를 위한 매

장인 동시에 브랜드의 총체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도

구가 된다.

패션브랜드의 플래그십 스토어는 특히 럭셔리 브랜

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Park, 2011). 크고 화려한 건

축과 독특한 인테리어, 최상의 서비스, 한정판 상품, 문

화와 볼거리를 갖춘 럭셔리 플래그십 스토어는 고급스

러운 브랜드의 이미지와 상품을 잘 반영하여 글로벌 시

장에서 럭셔리 이미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미지는 특정 국가, 지역에서 브랜드 존재감을

과시하여 신규 점포 개점과 시장확대를 가능하게 한다

(Nobbs et al., 2012). 한편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패스트

패션 SPA 브랜드의 플래그십 스토어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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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국내 최고의 매출규모를 보이는 유니클로는

2010년 명동에 세계 7번째 글로벌 플래그십을 개점하고

주요 글로벌 도시에 플래그십들을 개점하고 있으며, 자

라와 H&M 또한 최근 뉴욕, 홍콩, 런던 등 주요 도시에

잇따라 플래그십을 개점하고 있다.

브랜드의 대표 점포,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고객은 브

랜드를 경험하며, 이러한 체험 창출은 브랜드 플래그십

스토어의 역할이다(Dolbec & Chebat, 2013). 고객 체험

은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고객 체험은 제품, 쇼핑

과 서비스, 소비의 측면에서 다양하지만 브랜드 체험은

다양한 브랜드 관련 자극물에 대한 주관적, 내적인 소비

자 반응으로써(Brakus et al., 2009) 최근 총체적인 체험

으로 개념화되고 측정되고 있다. Brakus et al.(2009)의

총체적 브랜드 체험 차원(감각, 정서, 인지, 행동적 경험)

은 이후 연구에서 자주 이용되고 있으며, 브랜드 체험

이 감정, 브랜드 태도, 충성도 등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

로 잘 검증되어 왔다(Park & Bae, 2006; Park & Hwang,

2005; Ryoo & Kim, 2013).

중저가의 상품을 판매하는 패스트패션 SPA 브랜드

의 경우 많은 수의 매장을 확보하고 매출을 최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패스트패션 SPA 플래그십 스토어는 건

축물, 인테리어, 서비스 등에서 최고급을 과시하는 럭셔

리 플래그십과 다를 수 있다. 럭셔리 플래그십에서 소

비자는 스토어 환경을 체험하는 그 자체로 과시 소비의

기분을 느낄 수 있으나(Manlow & Nobbs, 2013), 패스트

패션 SPA의 경우는 어떠할까? 두 유형의 플래그십 스

토어 체험은 차이가 있는가? 그 체험의 영향은 다를 것

인가? Park(2014)의 연구에서, 소비자들은 럭셔리 플래

그십 스토어의 점포 시설/서비스에 대해 SPA 플래그십

보다 높은 인식을 보였다. 최고급 브랜드로서의 존재감

을 과시하는 럭셔리 브랜드 플래그십이 판매기능이 보

다 중요한 SPA에 비해 시설, 서비스 투자가 더 높기 때

문일 것이다. 점포 경험과 브랜드 반응에서도 럭셔리 브

랜드가 SPA에 비해 높았는데, 럭셔리 플래그십 스토어

의 보다 감각적이고 다양한 브랜드 관련 자극물이 점포

내 경험에 보다 강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글로벌 패션리테일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브랜드는 럭셔리 브랜드와 패스트패션 SPA이다(Delo-

itte, 2015). 고가의 럭셔리 브랜드와 중저가의 패스트패

션 SPA는 양극화된 패션시장을 대표하면서 중가의 내

셔널 브랜드가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과 대조로 각각 시

장규모를 키워왔다. 두 시장은 자주 비교되면서 양면적

패션소비현상에 인용되기도 한다(Jeon & Park, 2011). 플

래그십 스토어는 이들 브랜드의 글로벌 시장확대와 매출

향상, 나아가 전체 패션시장에서의 영향력 향상에 기여

할 것이다. 럭셔리와 패스트패션 SPA는 양극화된 패션

시장에서 하이엔드(high end)와 로엔드(low end)를 대표

하는 두 브랜드 유형인 동시에 상반되는 브랜드 성격으

로 인해 그 브랜드 이미지와 제품특성만큼 플래그십 스

토어에 대한 소비자 체험도 다를 수 있다. 패션시장에서

두 브랜드 유형의 중요성이 큰 만큼 두 브랜드의 플래그

십 스토어 체험을 조사하고, 성격이 다른 브랜드의 플래

그십 스토어 체험을 비교하는 것은 리테일 매장에서의

소비자 체험을 이해하기 위해 중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럭셔리 및 패스트패션 SPA 브랜드의

플래그십 스토어 체험을 Brakus et al.(2009)의 감각, 감

성, 인지, 행동적 체험으로 구분하고, 1) 플래그십 스토

어 체험이 점포 감정과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의 인과관

계를 분석하고, 2) 이러한 관계가 럭셔리와 SPA 플래그

십 스토어 간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플래그십 스토어

1) 플래그십 스토어의 특성과 현황

플래그십 스토어는 브랜드의 대표 점포로서, 공통되

는 특징적 요소로 정의되는 경향이 있다. 이 특징에 대

해 Webb(2009)는 위치, 입지, 규모, 건축물, 인테리어,

제품라인, 서비스, 홍보 등의 8요소를 제안하며, Manlow

and Nobbs(2013)은 주요 지역의 대형 점포, 깊고 넓은

제품구색, 고급 점포 환경, 브랜드 가치전달 등의 4가지

특징을 제안한다. 즉 주로 대도시의 쇼핑 중심 구역에 위

치하며, 때로는 세계적인 저명 건축가가 디자인한 최상

의 건축물과 점포 디자인, 이에 어울리는 뛰어난 비주얼

머천다이징과 인테리어, 브랜드 최대 규모의 매장, 넓은

매장에 갖추어진 브랜드의 모든 제품라인, 특히 한정판

제품이 제일 먼저 소개되는 곳, 뛰어난 서비스, 브랜드

컨셉을 잘 보여주고 강화하는 문화 시설과 이벤트 등이

그 특징이다(Kent, 2009; Moore & Doherty, 2009; Park,

2011). 이러한 시설, 규모, 투자 등은 일반소비자뿐 아니

라 경쟁업체, 패션 및 리테일 업계, 프레스에 홍보거리로

소개되며, 화려한 개점 이벤트, 기념행사 등으로 홍보효

과는 배가된다(Park,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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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그십의 전략적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브랜드

개성과 가치를 전달하는 것으로서, ‘브랜드의 심장’으

로 ‘브랜드 철학을 표현’하여 이를 물리적으로 구현하

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다(Nobbs et al., 2012). 따라

서 플래그십 스토어는 디자인, 규모, 서비스, 건축물과

인테리어, 위치 등 여러 면에서 타 점포 대비 뛰어난 조

건을 갖추어 판매를 위한 유통채널인 동시에 브랜드의

강력한 프로모션 도구가 된다(Dolbec & Chebat, 2013).

실제로 이러한 점포는 상품을 판매하는데 주력하기보다

브랜드의 총체적 경험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Dol-

bec & Chebat, 2013). 점포 내 브랜드 체험은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영향을 주어 브랜드 자산을 구축하

는데 기여하게 된다.

플래그십 스토어를 명확하게 정의내리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를 분류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Park, 2011).

Webb(2009)의 4유형은 비교적 유용한데, 첫째, 목적지

로서의 플래그십은 백화점 체인의 가장 규모가 큰 점포

에 해당되며, 둘째, 판매도구로서의 플래그십은 리테일

체인 중 가장 큰 규모 혹은 가장 중요한 점포가 해당되

는데 SPA 플래그십이 이에 포함된다. 셋째, 브랜드 명성

을 위한 플래그십은 전통적으로 리테일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던 비즈니스 점포로서 대부분의 럭셔리 브랜드

나 제조업체 브랜드의 플래그십이 해당된다. 넷째, 쇼룸

플래그십은 인지도, 명성 등을 창출하기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존재하며 주로 하이테크 상품의 플래그십이

해당된다(Park, 2011).

국내 플래그십 스토어의 현황을 조사한 Park(2011)에

의하면, 취급 품목에서 의류와 패션액세서리, 보석, 시

계 등 패션 플래그십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들 패션

브랜드의 상당수는 글로벌 럭셔리 혹은 디자이너 패션

브랜드로 나타났다. 83%가 2006년 이후 개점되어 플래

그십은 상대적으로 최근의 트렌드임을 보여준다. 88%

가 서울에 위치하며, 이중에서도 강남 스토어가 전체 서

울 매장의 65%인데, 청담동, 압구정동, 신사동이 두드

러진다. 명동 스토어도 20%로 나타나 대부분의 플래그

십 스토어는 강남과 명동 상권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글로벌 럭셔리 및 디자이너 패션브랜드가 플래그십

의 특징을 가장 잘 충족시키는데, 잘 알려진 럭셔리 쇼

핑구역에 위치하며, 복수 층수의 뛰어난 건축 및 인테리

어 디자인으로 설계되고, 다양한 상품라인 및 예술문화

서비스를 구비하여 복합문화공간 혹은 브랜드 문화 체

험 공간을 창출하고 있다(Park, 2011). 대표적인 사례는

에르메스 메종, 까르띠에 메종, 꼼데가르송, 토리버치

등으로서 이들 플래그십은 많은 기사에서 보도되었다.

2) 럭셔리와 SPA 플래그십 스토어

Manlow and Nobbs(2013)는 럭셔리 브랜드를 염두에

둔 플래그십 스토어의 기본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

다. 플래그십 스토어는 브랜드의 특별한 전통과 정체성

을 수립하는 수단이며, 건축물, 디자인, 콜라보레이션,

위치 등에서 다른 브랜드와 비교하여 럭셔리로서의 정

체성을 제공한다. 즉 럭셔리 이미지가 그 정체성에 부

합하여 럭셔리 브랜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한다는 것이

다. 아울러 깊은 구색을 갖춘 브랜드의 상품이 전시되

는 수단이며, 브랜드 고객 경험을 통해 고객과 브랜드

관계를 결정하는 수단이다.

럭셔리 플래그십 스토어는 모든 감각을 고려하여 디

자인되고 소비자의 감정적 반응을 창출하여 브랜드에

감정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즉 감정적으로 소비자와

연결되어 플래그십의 고급스러운 환경은 쇼핑 경험의

즐거움과 유쾌함을 준다. 특히 소비자는 제품구매를 통

해서나 혹은 넒은 의미에서 플래그십 환경을 경험함으

로써 과시 소비의 기분을 느끼게 된다. 브랜드가 소비자

에 의해 인지되고 플래그십 스토어를 통해 브랜드가 제

공하는 상징적 의미가 연상될 때 럭셔리가 경험되는 것

이다(Manlow & Nobbs, 2013).

최근 패스트패션 시장이 중요해지면서 국내외 시장

에서 SPA 브랜드의 플래그십 스토어가 증가하고 있다.

패스트패션 SPA는 기본적으로 중저가의 다품종 상품

을 특성으로 많은 수의 매장을 보유한다. SPA 플래그십

스토어는 상권이 크고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브랜드

의 핵심 특징을 최상의 상태에서 보여주는 동시에 매출

최대화를 염두에 둔다(Park, 2014). 특히 우리나라의 명

동, 뉴욕의 5번가, 도쿄의 긴자 등 도시의 핵심 상권에

위치한다. SPA와 럭셔리 브랜드의 플래그십은 글로벌

시장에서 유통파트너, 패션미디어, 소비자를 대상으로

브랜드를 각인시키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Moore et al.,

2010) 역할에서는 차이가 없을 것이나 실제 점포 내 소

비자 체험과 반응은 다를 수 있다. 브랜드 정체성을 최

상의 상태에서 보여주지만 점포 환경의 자극은 럭셔리

플래그십에서 보다 감각적이고 다양하며 강력하다.

플래그십 스토어의 훌륭한 시설과 디자인, 뛰어난 서

비스와 상품 등에 대해, 마케팅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쇼핑객들이 점포 내에서 어떻게 체험하고, 어떤 체험이

고객의 감정, 태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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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플래그십 스토어 체험과 그 영

향력이 럭셔리 및 SPA 브랜드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

지 분석하는 것은 의미있을 것이다.

2. 브랜드 체험

고객 체험은 성격상 총체적인 개념으로 Schmitt(1999)

는 총체적 고객 체험을 감각, 감성, 인지, 행동, 관계의

5가지 전략적 경험 모듈로 제안하였다. 감각(sense)은 오

감으로서 소비자 주의를 끌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

며, 감성(feel)은 감정을 자극하고 소비자가 감정적 자극

을 수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이하게 한다. 인지(think)

는 지성에 어필하여 제품구매와 관련된 사고과정을 합

리화하게 하며, 호기심, 흥미, 놀람을 통해 융합적 생각

을 하게 만든다. 행동(act)은 신체적 경험에 연계되며, 관

계(relate)는 이상적 자아, 타인, 문화 등에서 관계를 촉진

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경험 요소들은 상호의존적이

며, Schmitt(1999)는 이 5개 모듈을 두 개로 범주화하였

다. 감각, 감성, 인지 등 개인적 수준의 경험과 행동과

관계 등 사회문화적으로 공유된 경험이 그것이다(Yoon,

2013). 또한, Pine II and Gilmore(1998)는 미학적 체험,

교육적 체험, 엔터테인먼트/오락적 체험, 현실도피 체험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브랜드 체험을 개념

화하고 측정을 개발한 Brakus et al.(2009) 이후 이들의

4차원(감각적,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경험)이 자주 이용

되고 있다.

브랜드 체험은 브랜드 디자인과 정체성, 포장, 커뮤

니케이션, 환경 등 브랜드 관련 자극물에 의해 야기되

는 주관적이고 내적인 소비자 반응(감각, 감정, 인지)과

행동 반응이다(Brakus et al., 2009). 체험은 다양한 환경

에서 창출되는데, 광고나 프로모션에 노출될 때처럼 간

접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소비자가 직접 쇼

핑, 구매, 소비할 때 발생한다(Brakus et al., 2009).

점포 내 브랜드 체험은 특히 중요한데, 브랜드 파워

는 리테일 점포 내 고객 체험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Woodside & Walser, 2007). 많은 브랜드가 점포 내 다양

한 체험 요소를 제공하고 있다. 점포 내 브랜드 체험은

리테일러가 통제할 수 있는 요인(서비스, 리테일 환경,

구색, 가격 등)뿐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요인(다른 고

객, 쇼핑 목적 등)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Verhoef et

al., 2009).

브랜드 체험은 브랜드 태도, 브랜드 관여도, 브랜드

애착, 고객 감동, 브랜드 개성 등 평가, 정서, 연상 개념

과는 다르다. 브랜드 호감, 호의성 같은 일반적인 평가

가 아니며, 브랜드 관련 자극에 의해 야기되는 구체적

인 감각, 감성, 인지, 행동 반응을 포함한다. 체험은 소

비자가 브랜드에 흥미 없을 때 개인적 관여가 없을 때

도 일어날 수 있다. 브랜드와 직접적, 간접적 상호작용

이 있을 때마다 발생하며, 브랜드 체험은 강도와 집중

에서 다양하고, 지속적인 체험은 기억에 저장되고 소비

자 만족과 충성도에 영향을 준다(Brakus et al., 2009).

이러한 점포 내 브랜드 체험과 연관된 브랜드 관련 생

각, 감정, 감각, 행동은 소비자가 브랜드와의 관계를 적

극적으로 형성하게 만든다(Gentile et al., 2007). 따라서

점포 경험의 핵심은 강력한 브랜드 체험을 현실로 이끌

어내는 것이다(Dolbec & Chebat, 2013).

3. 브랜드 체험의 효과

1) 충성도

긍정적 브랜드 체험은 소비자의 감각을 자극하고, 감

성, 인지, 신체 경험을 깨운다, 이러한 차원이 기분 좋은

경험과 연결될 때 소비자는 긍정적 브랜드 태도를 보인

다. 브랜드 경험이 강력할수록 즉 감성, 생각, 감각, 행동

이 더 많이 유도될수록 브랜드 태도는 더욱 긍정적이 되

며(Brakus et al., 2009; Dolbec & Chabet, 2013), 브랜드

체험이 브랜드 태도 및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Brakus et

al., 2009)은 비교적 자주 연구되었다.

Cleff et al.(2014)의 연구에서는 스타벅스를 대상으로

브랜드 경험의 5요소(감각, 감성, 인지, 행동, 관계)가

브랜드 이미지(속성, 혜택, 태도)에 비교적 높은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브랜드 인지도(회상, 재인)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브랜드 자산에 대한 브랜드 체험

의 영향이 확인되었다. 특히 감각 체험이 모든 브랜드

자산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가장 높은 영향력을

보였다. Park and Hwang(2005)에 의하면, 디지털 체험

관 내 체험 요소인 감각, 감성, 인지, 행동, 관계적 요소

에 대한 긍정적 경험은 호의적인 브랜드 태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인지, 관계적 요소들의 영향이 더 큰 것

으로 나타났다. 전자 플래그십 스토어를 대상으로 한

Shin and Lee(2011)의 연구에서는 감성, 감각, 인지, 관계

요소가 브랜드 태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브랜드 태도는

관계의 질(신뢰, 몰입, 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관계의

질은 플래그십 스토어 재방문의도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션 플래그십이나 복합점포에서의 체험도 연구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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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Suh and Min(2009)의 연구에서 복합문화 공간형

패션매장에서의 체험(엔터테인먼트 체험, 교육적 체험,

현실도피적 체험, 심미적 체험)이 일반매장/매장단독형

보다 높고, 모든 체험 요인이 체험 만족도에 영향을 주며,

교육적 체험을 제외한 체험 요인이 기업 브랜드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력은 심미적 체험, 현실도피적 체

험, 엔터테인먼트 체험 순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Kim

and Han(2009)의 연구에서도 의류 선도매장에서 개별

적(감각, 감성, 인지) 및 관계적(행동, 관계) 브랜드 체험

의 두 유형이 소비자-브랜드 관계의 질(상호의존, 자아

연관, 친밀)과 브랜드 자산(충성도, 연상, 지각 품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의존에 대

한 관계적 체험의 영향이 개별적 체험의 영향보다 큰 반

면 다른 모든 변수에 있어 개별적 체험이 관계적 체험

보다 높은 영향력을 보였다.

한편 Jeong and Yu(2014)는 패스트패션에 대한 전반

적인 브랜드 경험은 브랜드 명성, 차별성, 친숙성 이미

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Hwang and Park

(2013)은 SPA 패션브랜드의 소비자 경험 유형을 행동,

관계, 정서, 감각, 지적 경험의 5요인으로 추출하고, 이

중 행동, 감각, 정서적 경험이 브랜드 충성도에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특히 행동적 경험의 영향이 가장 큰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연구의 행동 경험은 평소 브랜드

관련 행동(경험 후 착용횟수, 평소 착용의 익숙성, 매장

방문의 익숙성, 자주 구입, 방문의 일상화 등)으로 측정

되었다. 이를 지지하는 Ko and Rhee(2008)의 연구에서

는 의류브랜드를 대상으로 관계적 체험과 개별적 체험

의 브랜드 체험이 소비자-관계의 질(상호의존, 사랑과

열정, 파트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관계의

질은 브랜드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였다.

한편 관계적 체험이 상호의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반면, 개별적 체험은 사랑과 열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

쳤다. Lee et al.(2010)은 다양한 상품군을 이용하여 브

랜드 체험의 4유형(감각, 감성, 행동, 지성) 중 감성, 행

동, 지성적 체험이 브랜드 애착(애정, 열정, 자아연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행동적 체험의 영향이 가장 큰

것을 밝혔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브랜드 체험은 다양한 브랜드 관련

반응, 즉 브랜드 인지와 이미지, 태도, 관계, 애착과 충성

등에 영향을 미쳐 브랜드 자산 가치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브랜드 체험 각 요소의 상대적 영향은 연

구마다 일관되지 않고 있다. 이는 브랜드, 제품 유형, 점

포 유형 및 다양한 상황에 따라 고객 경험 그 자체와 그

측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플래그십 스토어의 뛰어

난 감각적 특징으로 인해 쇼핑객들은 특별한 감정적, 감

각적, 인지적 애착을 형성하며(Kaltcheva et al., 2011),

플래그십 스토어는 일반브랜드 점포에 비해 강력한 브

랜드 체험을 창출하고, 이러한 브랜드 체험이 브랜드 태

도, 브랜드 애착, 브랜드 자산에 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Dolbec & Chebat, 2013). 특히 충성도는 플래그십

스토어 체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소비자 반응일 것이다.

2) 감정 반응

일반적으로 점포 환경이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은 감정적 반응에 의해 자주 매개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Park and Bae(2006)의 연구에서는 점포 분위

기를 색상, 조명, 사운드, 디스플레이 등 감각적 요소의

총합으로 간주하면서 매장 내 감각적 요소가 긍정적 소

비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소비감정이 만족과 매장 태도

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소비감정이 매장 애

호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 매장 태도와 만족

을 매개하여 매장 애호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ark et al.(2007)은 고객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 매장에

서 체험이 즐거움에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하였는데, 교

육적 및 미적 체험 요소가 즐거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

며, 즐거움은 체험 만족도, 재방문/구매의도, 추천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on et al.(2008)은 의

류브랜드 체험 마케팅 활동에 대한 지각을 감각/감성

유형, 행동/관계 유형의 2개 요인으로 도출하고, 이 지각

이 브랜드 태도(브랜드 감정과 신뢰)에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또한 감각/감성 요소, 브랜드 감정, 브랜드 신뢰

가 브랜드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행동/관계 요소는

브랜드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Ryoo and Kim(2013)은 스마트폰 브랜드를 이용하여

감각, 감정, 경험, 인지적 경험의 4차원을 도출하였으며,

이러한 브랜드 경험이 긍정적 감정을 향상시키며, 자아

인식과 브랜드 애호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

증하였다. 그러나 브랜드 경험에 의한 긍정적 감정의 브

랜드 애호도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검증되지 않았다.

Kim et al.(2009)은 호텔이용 경험을 감각, 감성, 인지, 행

동, 관계적 경험으로 추출하고, 5가지 경험이 고객 만족

뿐 아니라 개인적 브랜드 관계(호텔이 마음에 듦, 이용

시 기분 좋아짐, 매력 느낌, 특별한 느낌, 나를 돋보이게

함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브랜드 체험을 통한 긍정적 감정은 삶의 질이나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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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많은 연관성이 있어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 실질적 및

심리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나 이와 관련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Ryoo & Kim, 2013). 감각,

감성, 인지, 행동 등 다양한 점포 내 체험은 다양한 소

비자 반응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즐겁고 기분 좋은

점포 내 긍정적 감정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야기된 감

정은 브랜드 제품의 지속적인 구매나 점포 방문 등 충

성도의 직접적인 행동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가설설정 및 연구모델

본 연구는 Brakus et al.(2009)의 체험 요소를 토대로

플래그십 스토어 체험, 점포 감정, 충성도 사이의 인과

적 구조모델을 분석하고, 럭셔리와 SPA 플래그십 스토

어의 구조모델을 비교하기 위해 <Fig. 1>과 같이 연구

모델과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플래그십 스토어 체험이 점포 감정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플래그십 스토어 체험이 충성도에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3. 점포 감정은 충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럭셔리와 SPA 플래그십 스토어의 구조모델

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플래그십 스토어는 국내외 기사화된 뉴

스자료에서 플래그십 스토어로 명시된 경우로 한정되었

다. 브랜드 인지도가 매우 높은 브랜드(유니클로, 프라

다)부터 인지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브랜드(릭오웬

스)를 포함하여 10개의 럭셔리/디자이너 브랜드와 3개

의 SPA 브랜드 플래그십 스토어를 선정하였다. 플래그

십 스토어를 사진과 함께 제시 후 각 스토어의 인지 여

부와 방문 여부를 질문하고, 응답자로 하여금 방문 경험

이 있는 플래그십 중 가장 기억나거나 자주 방문하는 곳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청하였고, 이를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플래그십 스토어

는 제시된 보기 중 응답자 스스로 선택한 곳이다.

응답자가 선택한 플래그십 스토어를 대상으로 방문

기억을 상기시키고자, 방문 시점, 당시 방문 동기 및 점

포 내 활동, 소요시간 등을 질문하였고, 이어 응답자들은

스스로 선택한 플래그십 스토어를 기준으로 설문에 응

답하였다. 플래그십 스토어 체험은 Brakus et al.(2009)

의 브랜드 체험 척도(Brand experience scale)를 토대로

Kim and Han(2009), Lee et al.(2010), Park and Hwang

(2005)의 연구를 참조하여 감각, 감성, 인지, 행동적 체

험을 포함하는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점포 감정은 Park

and Bae(2006)의 매장 내 소비감정을 바탕으로 5문항으

로 구성하였다. 충성도는 Brakus et al.(2009)을 참조하여

브랜드 태도, 점포 재방문, 구매행동의 태도와 행동적

측면을 포함한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모든 문항은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3. 자료수집과 표본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선정된 플래그십 스토어 중 한

곳 이상 방문 경험이 있는 20대 이상의 성인으로 구성

하고, 온라인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온라인 패

널을 중심으로 2012년 10월 메일이 발송되었고, 721부

의 응답이 완료되었다. 이중 불성실한 응답, 플래그십 스

토어 개점이나 재개점 이전 방문 등을 제외한 537부 중

당초 포함된 다른 유형(리테일, 내셔널 브랜드)의 플래그

십을 제외하여 럭셔리 플래그십 스토어(244부)와 SPA

플래그십 스토어(172부)의 총 416부를 본 연구에 이용하

였다. 각 플래그십 스토어의 인지와 방문 및 선정 빈도

는 <Table 1>에서 제시하였다.

표본의 51.9%는 여성이었으며, 연령은 20대 31.5%,

30대 26.7%, 50대 23.6%, 40대 18.3% 순으로 나타났다.

58.2%가 기혼이었으며, 직업은 사무직이 가장 많았고

(31.7%), 학생 14.9%, 자영업 및 자유직 12.3%, 전업주

Fig. 1. Proposed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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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전문연구직(각 9.9%), 판매/서비스직 7.7%, 관리직

7.2%, 기술기능직 4.6% 등의 순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표본의 64.7%가 대졸 학력이었으며, 고졸 이하 14.2%,

대학 재학 12.5%, 대학원 이상이 8.7%로 나타났다. 월 가

계소득은 4~5백만 원대 35.6%를 중심으로 비교적 정상

분포를 보였다. 서울 지역 거주자가 54.1%이며, 인천 21.9%,

경기 23.3%를 보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플래그십 스토어 체험 요소에 대한 측

정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PASW Statistic

18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각 요인의

항목간 Cronbach's α값을 산출하여 내적일치도를 평가

하였다. LISREL 8.8 프로그램을 통해 측정모델과 구조

모델을 추정한 후, 럭셔리와 SPA 플래그십 스토어를 비

교하기 위해 측정모델의 동일성 검증(Measurement in-

variance test)과 다집단분석(Multigroup analysis)을 실시

하였다. 모델적합도는 카이자승치(χ
2
), GFI(Goodness of

Fit Index), AGFI(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CFI

(Comparative Fit Index)를 바탕으로 사용하였고, 본 연

구에서는 측정항목 간 상관계수 행렬을 분석에 이용하

였기 때문에 모델잔차를 평가하는데 더 타당한 지표로

권장되고 있는(Hair et al., 1998) 표준화된 RMR(Standa-

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을 사용하였다.

IV. 분석 및 결과

1. 측정의 타당도와 신뢰도

플래그십 스토어 체험 10개 문항에 대해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단일차원으로 도출되었다(요인부

하량 .71~.80, 총분산 57.65%). 그러나 Brakus et al.(2009)

의 체험 요소를 토대로 요인 수 4개로 고정하여 재분석

한 결과 .70~.86의 요인부하량과 함께 총분산이 78.51%

로 향상되었다. 이러한 4요인 구조에 대한 타당도와 신

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단일차원의 측정모델(χ
2 

=215.81, p<.001, df

=25, GFI=.90, AGFI=.81, RMR=.04, RMSEA=.14)보다

4개 요인의 측정모델이(χ
2
=83.90, p<.001, df=19, GFI=

.93, AGFI=.84, RMR=.05, RMSEA=.09) 수용할 만한 범

위의 적합도를 보였다. 따라서 플래그십 스토어 체험은

감각, 감성, 인지, 행동의 4개 요인으로 구성된 측정모

델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Table 2>과 같이 측정모델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

해 플래그십 스토어 체험 4개 요인과 점포 감정 및 충

성도를 포함한 총 6개 잠재변인과 18개 측정항목에 대

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델적합도는 수용

할 만한 기준을 충족하였다(χ
2
=303.44, df=87, p<.001,

GFI=.92; AGFI=.87, RMR=.035, RMSEA=.07). 요인부

하량은 .75~.91 범위에 있으며 모두 유의하였고(p<.001),

Table 1. Selected luxury and SPA flagship stores

Brand type Brand Awareness Visit Selection

Luxury

Gucci Cheongdam 413 (099.3%) 220 (052.9%) 060 (014.4%)

Tory Burch Cheongdam 229 (055.0%) 105 (025.2%) 016 (003.8%)

3.1 Phillip Lim Cheongdam 099 (023.8%) 048 (011.5%) 005 (001.2%)

Prada Cheongdam 411 (098.8%) 204 (049.0%) 067 (016.1%)

TAG Heuer Cheongdam 244 (058.7%) 103 (024.8%) 026 (006.3%)

Cartier Cheongdam 354 (085.1%) 115 (027.6%) 011 (002.6%)

Hermes Dosan Park 357 (085.8%) 133 (032.0%) 020 (004.8%)

Rick Owens Dosan Park 100 (024.0%) 039 (009.4%) 001 (000.2%)

Ralph Lauren Dosan Park 353 (084.9%) 112 (026.9%) 026 (006.3%)

Comme des Garçons Hannam 201 (048.3%) 086 (020.7%) 012 (002.9%)

SPA

Uniqlo Myeongdong 396 (095.2%) 292 (070.2%) 082 (019.7%)

Forever 21 Garosu-gil 250 (060.1%) 158 (038.0%) 075 (018.0%)

Spicy Color Garosu-gil 124 (029.8%) 083 (020.0%) 015 (003.6%)

Total 416 (100.0%) 416 (100.0%) 4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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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는 .79~.85로 측정항목의 수렴타당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각 변인의 평균분산추출값(AVE)은 .66~.76

이며, 감각과 감성 요인 간 다소 높은 수치(.70)를 제외

하고 AVE가 요인 간의 상관계수의 자승치보다 크게 나

타나 판별타당도가 있음이 확보되었다(Table 3).

2. 플래그십 스토어 체험, 점포 감정, 충성도의 구

조모델 분석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플래그십 스토어 체험 4개

요인을 독립변인으로, 점포 감정과 충성도를 종속변인

Table 2. Measurement model result

Constructs and measurement items
Factor

loadings (λ)
t Cronbach's α AVE CR

Sensory experience .79 .66 .85

X1 This store stimulated my senses. .77
a

18.03

X2 I found this store interesting in a sensory way. .85
a

20.66

X3 This store made a strong impression on my senses. .82
a

19.88

Affective experience .80 .76 .86

X4 This store induced feelings and sentiments. .91
a

23.19

X5 I did have special emotions for this store. .83
a

20.17

Intellectual experience .84 .69 .81

X6 I engaged in a lot of thinking when I was in this store. .77
a

17.69

X7 This store stimulated my curiosity. .88
a

21.50

Behavioral experience .79 .73 .84

X8 This store resulted in a bodily experience. .84
a

20.13

X9 I engaged in physical action and behavior in this store. .87
a

21.11

Store emotion .85 .68 .89

Y1 I was pleased while I was in the store. .79
a

18.74

Y2 I felt comfortable while I was in the store. .74
a

17.31

Y3 I was happy while I was in the store. .89
a

22.48

Y4 I was content while I was in the store. .88
a

22.35

Loyalty .85 .74 .89

Y5 I liked this brand. .80
a

19.17

Y6 I wanted to revisit this store often. .91
a

23.50

Y7 I wanted to purchase the products of this brand. .87
a

21.63

a: all λ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p<.001.

Table 3. AVE and squared correlations matrix of constructs

Sensory Affective Intellectual Behavioral Store emotion Loyalty

Sensory .66
a

Affective .70
b

.76

Intellectual .64 .62 .69

Behavioral .54 .60 .60 .73

Store emotion .59 .51 .37 .44 .68

Loyalty .53 .54 .49 .50 .56 .74

a: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for constructs are displayed on the diagonal.

b: Numbers below the diagonal are squared correlation estimates of two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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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된 가설적 구조모델을 추정한 결과, 카이자승

치는 유의하였으나(χ
2
=303.44, df=87, p<.001), 다른 모

델적합도는 수용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GFI=.92,

AGFI=.87, RMR=.03; RMSEA=.077). 따라서 추정된 구

조모델을 바탕으로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Table 4>

에 제시한 바와 같이, 체험 요인은 점포 감정과 충성도

에 유의한 관계를 보였으며, 점포 감정은 또한 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플래그십 스토어 체험 요인과 점포 감정의 관계

를 살펴보면, 감각 체험, 인지 체험 및 행동 체험이 점포

감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

각 체험(γ11=.68, p<.001)과 행동 체험(γ14=.28, p<.01)은

점포 감정에 정적 효과를 보이는 반면, 인지 체험은 점

포 감정에 부적 효과를 보였다(γ13=−.25, p<.05). 따라서

플래그십 스토어 체험이 점포 감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

라는 가설 1은 지지되었다. 이 결과는 플래그십 스토어

에서 감각적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강한 인상으로 감각

을 자극하거나 활동을 유도하는 행동 체험은 점포 내 긍

정적 감정을 증가시키며, 특히 감각 체험이 더 큰 효과를

보임으로써 감각적 체험 요소가 감정 반응을 유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힌 선행연구(Park & Bae,

2006)와 일치하고 있다. 반면에, 인지 체험과 점포감정

사이의 부적 관계에 대한 결과는 인지와 감정이 어떤 면

에서 상호독립적인 개념이라는 주장을 지지하면서(Za-

jonc, 1980), 감정적 반응을 유도하는데 인지적 체험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 그러나 인지와

감정의 관계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Pe-

ter & Olson, 2008; Tsal, 1985).

플래그십 스토어 체험과 충성도의 관계에서, 감성 체

험이 충성도에 직접적인 정적 효과(γ22=.25, p<.05)를 보

여 브랜드 체험이 애정이나 열정의 소비자-브랜드의 관

계유지에 중요하며(Lee et al., 2010), 궁극적으로 충성

도를 증가시키는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

다(Brakus et al., 2009; Cleff et al., 2014). 또한 앞에서

점포 감정에 부적 효과를 보인 인지 체험은 충성도에는

정적 효과를 보였다(γ23=.25, p<.05). 이는 체험 과정에서

인지적 체험 요소는 관계유지와 관련되어 있음을 지지

하면서(Fernandes & Proença, 2013; Zajonc & Markus,

1982), 감정적 반응보다는 오히려 행동적 반응을 유발하

는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함축하고 있다. 그러나

Table 4. Estimated structural models for total sample

Model elements Proposed structural model Modified structural model

Standardized parameter estimates

Sensory → Store emotion 000.68*** 000.66***

Affective → Store emotion 000.10 000.10

Intellectual → Store emotion 0 −.25* 0 −.25*

Behavioral → Store emotion 000.28** 000.29***

Sensory → Loyalty 0 −.13 0000-

Affective → Loyalty 000.25* 000.24**

Intellectual → Loyalty 000.25* 000.25***

Behavioral → Loyalty 000.12 0000-

Store emotion → Loyalty 000.44*** 000.43***

Model fit statistics

χ
2 

(df) 303.44 (87) 335.20 (89)

p 000.000 000.000

GFI 000.92 000.92

AFGI 000.87 000.87

CFI 000.98 000.98

Standardized RMR 000.035 000.036

RMSEA 000.077 000.076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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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 체험과 행동 체험은 충성도와 유의한 관계를 보이

지 않아, 플래그십 스토어 체험이 충성도에 영향을 미

칠 것이라는 가설 2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점포 감정은 충성도와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이면서

(β21=.44, p<.001), 가설 3은 지지되었다. 특히 감각 체험

과 행동 체험이 점포 감정에 정적 효과를 보인 결과를

고려할 때, 점포 감정은 체험 요소와 충성도 사이에서

매개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점포 환경 내 브랜드 체

험이 행동적 반응(점포 애호, 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은 만족 또는 감정적 반응에 의해 매개된다고 논의

한 연구들을 지지하며(Brakus et al., 2009; Dong et al.,

2014; Park & Bae, 2006.),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감각적,

행동적 체험을 통한 점포 내 긍정적 감정은 구매나 점포

방문의 지속적 행동 반응을 유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럭셔리와 SPA 플래그십 스토어의 구조모델 비

교

럭셔리 플래그십과 SPA 플래그십 간 모델 차이가 있

는지를 비교하기 위해 먼저 측정의 동일성 검증을 실시

하였다. 두 집단의 요인구조에 대한 형태동일성을 가정

한 기저모델(χ
2
=560.18, df=174, p<.001)과 측정동일성

을 가정한 제약모델(χ
2
=574.76, df=190, p<.001)의 카이

자승치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Δχ
2
=14.58, df=16, p>.05). 따라서 두 집

단의 다집단분석을 위한 측정모델의 교차타당성이 확

인되어 럭셔리와 SPA 플래그십 스토어의 구조모델을

비교하였다.

럭셔리와 SPA 플래그십 스토어 구조모델에 차이가 있

는지 검증하기 위해 다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표

본의 구조모델 결과에서 점포 체험과 충성도의 관계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어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포함하지

않고 수정된 구조모델을 추정하였다(Table 4). 두 집단의

구조모델이 다르다고 가정한 비제약모델과 동일하다고

가정한 제약모델을 분석한 결과, 비제약모델(χ
2
=562.97,

df=178, p<.001)과 제약모델(χ
2
=576.97, df=185, p<.001)

의 카이자승치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Δχ
2
=14.00,

df=7, p<.05). 따라서, 럭셔리와 SPA 플래그십 스토어의

구조모델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4는 지지되었다.

<Table 5>와 같이 두 집단 모두 체험 요소는 점포 감정

또는 충성도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점포

감정은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럭셔

리 플래그십 스토어의 경우 감각 체험(γ11=.56, p<.001)

과 행동 체험(γ14=.50, p<.001)이 점포 감정에 영향을 미

치며, 점포 감정이 충성도에 영향(β21=.44, p<.001)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감성 체험(γ22=.23, p<.01)

과 인지 체험(γ23=.28, p<.001)은 점포 감정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 반면, 충성도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 즉 럭셔

리 플래그십의 흥미를 불러 일으키는 강한 인상의 감각

적 체험과 다양한 신체 행동을 유도하는 행동 체험은 즐

Table 5. Multi-group analysis of luxury and SPA flagship stores in modified structural model

Model elements Luxury flagship store (n=244) SPA flagship store (n=172)

Standardized parameter estimates

Sensory experience → Store emotion 000.56*** 000.89**

Affective experience → Store emotion 0 −.06 000.23

Intellectual experience → Store emotion 0 −.16 0 −.37

Behavioral experience → Store emotion 000.50*** 000.04

Affective experience → Loyalty 000.23** 000.43*

Intellectual experience → Loyalty 000.28*** 000.08

Store emotion  Loyalty 000.44*** 000.34***

Model fit statistics

Contribution to Chi-square 370.13 257.16

GFI 000.87 000.84

CFI 000.97 000.97

RMRS 000.044 000.048

RMSEA 000.09 000.11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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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고 기분 좋은 감정을 유도하며, 이러한 감정은 나아

가 점포 애고 및 구매 등의 행동적 반응을 이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Fig. 2).

SPA 플래그십 스토어의 경우 체험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는데, 단지 감각 체험만이 점포 감정에 유의한 효

과를 보이면서(γ11=.89, p<.001), 점포 감정이 충성도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21=.34, p<.001). 또한 감

성 체험은 점포 감정에 유의한 직접 효과를 보이지 않는

반면, 충성도에는 유의한 직접 효과(γ22=.43, p<.05)를 보

였다(Fig. 3).

이와 같이 두 집단은 제 변인 간의 상호구조적 모델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두 집단

간 경로계수의 상대적 크기를 한 경로씩 비교한 결과, 모

든 경로에서 집단 간 카이자승치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각 집단이 독립적으로 제 변인

사이의 상호구조적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경로들을 같다고 제약한 조건하에서는 한 개의 경로계

수의 상대적 크기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럭셔리와 SPA 브랜드 유형에 의한 조절 효

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두 집단의 상이한 점포

디자인 또는 환경적 요소 때문에 구조모델에 차이가 나

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두 집단의 구조모델의 차

이는 럭셔리와 SPA 플래그십 스토어의 현재 시장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므로 두 집단의

구조모델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논의하고자

한다.

패션 플래그십 스토어 체험 요소와 감정의 관계에서

는 공통적으로 감각 체험 요소가 감정적 반응에 가장 중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감각 체험과 감

정의 관계를 검증한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며(Kim &

Kim, 2011; Park & Bae, 2006), 패션 플래그십 스토어 체

험에서도 감각 체험은 즐거움을 증가시킴으로써 쇼핑

체험을 향상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충성도와

관련하여 두 집단에서 모두 감성 체험이 충성도를 증가

시킴으로써 패션브랜드에 있어서 특별한 감정의 정서

적 체험이 충성도를 유도하는데 결정적임을 알 수 있다.

두 집단의 구조모델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면, SPA 플

래그십 스토어에서 감각 체험의 영향이 나타난 반면, 럭

셔리 플래그십 스토어에서는 감각 및 행동 체험이 점포

감정과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이는 럭셔리 플래그십 스

토어의 카페, 갤러리 등 다양한 문화 시설이 행동 체험

을 자극하고 긍정적 감정이 더욱 유발된 것으로 보인다.

Fig. 2. Modified structural model of luxury flagship 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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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행동 체험은 감각적, 감성적 체험을 넘어 자아표현

의 동기와 관련되므로(Lee et al., 2010) 점포 내 럭셔리

체험이 지위나 상징을 과시하고 이를 통해 자아를 표현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인지

체험은 럭셔리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충성도에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따라서, 럭셔리 플래그십 스토어의 경우

점포 충성을 높이기 위해 럭셔리 감성과 인지가 결합된

통합적 접근의 체험 마케팅 전략이 요구되고 있음을 시

사한다.

전반적으로 럭셔리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보다 다양한

체험 요소가 점포 감정과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SPA 플래그십 스토어에서는 감각 또는 감성 체험에 집

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고가와 중저가의 브랜드

특성이 플래그십 스토어 환경에서도 나타난 것이며, 이

러한 점에서 합리적 가격의 최신 스타일의 패션상품에

집중하는 SPA보다는 자아표현, 과시를 체험하는 럭셔리

스토어에서 보다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기 때문일 것이

다. 따라서, 럭셔리 플래그십 스토어와 마찬가지로 보다

감각적이고 다양한 문화 시설을 겸비한 점포 환경을 제

공한다면 고객은 더욱 다각적인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이

며, 이는 감정과 행동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력도 변화시

킬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패션 플래그십 스토어가 중요한 리테일 트렌드가 되

고 럭셔리 브랜드 중심에서 패스트 패션 SPA 브랜드로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이 두 유형의 패션브

랜드 플래그십 스토어 체험이 고객의 점포 감정에 영향

을 미치는지, 나아가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

고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Brakus et al.(2009)의 이

론을 근거로 플래그십 스토어 체험을 감각, 감성, 인지,

행동의 4개 요소로 구성하고, 각 체험 요소가 소비자 반

응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감각과 행

동 체험이 점포 감정에 영향을 주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

타났고, 특히 감각 체험이 점포 감정을 유도하는데 더 큰

효과를 보였다. 나아가 점포 감정이 충성도에 영향을 미

침으로써 플래그십 스토어에서의 감각 및 행동 체험과

충성도의 매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감성 체험과 인지 체험은 충성도에 직접 영향을 미

Fig. 3. Modified structural model of SPA flagship 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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쳤으며, 인지 체험은 점포 감정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므

로 충성도에 대한 설명력은 낮았다.

이러한 체험, 감정, 충성도의 관계를 브랜드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럭셔리와 SPA 공통적으로 감각 체험이 점

포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점포 감정은 나아가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며, 감성 체험은 충성도에 직접 영향을 미쳤

다. 즉 패션브랜드 유형에 상관없이 플래그십 스토어의

감각적 자극은 기분 좋고 즐거운 감정을 강하게 유발하

고, 이 감정은 충성도를 유도할 수 있다. 한편 특별한 감

정의 정서 체험은 충성도에 직접 효과를 보여 감각과 감

성 체험은 플래그십 스토어 체험에 가장 중요하다.

본 연구결과는 플래그십 스토어 체험 요소가 점포 감

정과 충성도에 중요함을 시사하는데, 이는 플래그십 스

토어 환경에서 고객의 긍정적 감정을 유도하고 나아가

고객과의 관계를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브랜드 자산을

확립하는데 있어서 소비자 체험의 중요성을 논의한 연

구들을 지지하고 있다(Brakus et al., 2009; Cleff et al.,

2014; Kim et al., 2014). 따라서 플래그십 스토어의 다

양한 체험 요소를 관리하여 감정과 충성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은 유효할 것이다.

SPA 브랜드의 경우 특정 체험 요소(감각과 감성 체험)

가 보다 집중적으로 감정과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반

면 럭셔리 브랜드의 경우 감각 및 감성 체험의 영향과

함께 행동 체험이 점포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인지 체험

이 충성도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 즉 점포 내 신체 행동

이 즐거움을 유발하며, 호기심이 충성도에 기여하는 것

으로 나타나 체험 요소가 보다 다양하게 감정과 충성도

의 소비자 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품뿐

아니라 문화 체험 등을 제공하는 보다 다양한 감각적 환

경의 럭셔리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고객 체험 자체가 더

다양하며, 따라서 그 영향이 더 다양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럭셔리 플래그십 스토어 환경 내 자아

개념이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감각적, 행동적 체험

형 공간을 구성하여 고객의 긍정적 감정 반응을 자극하

고, 나아가 지속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은 중요하며,

감성과 인지적 체험을 통해 직접적으로 고객의 점포 방

문이나 구매의 행동적 반응을 촉진시키는 전략이 유효

할 것이다.

럭셔리 플래그십에서 다양한 체험 요소를 활용하는 것

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는 반면 SPA 플래그십 스토어 환

경에서는 패스트패션의 속성을 강조한 감성적 접근의

체험 마케팅이 유효하며, 특히 오감을 자극하는 점포 내

디스플레이의 감각적 요소를 강조하여 감정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SPA 브랜드

고유의 이미지나 정체성을 주의 깊게 고려하여 다차원

적인 체험 요소를 보다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점포 내 체험이 활성화

되어 감정과 충성도와 연계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브랜드나 리테일 점포의 체험 요소가 감정 및 다양한

브랜드 반응(예를 들어, 태도, 충성/애호도, 관계, 만족

등)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자주 연구되고 검증되었다.

본 연구의 패션 플래그십 스토어에서도 그 영향은 부분

적으로 검증되었으며, 럭셔리와 SPA의 상반되는 시장

환경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브랜

드의 철학을 보여주고 브랜드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한

플래그십 스토어에 대한 투자는 결국 점포 내 고객의 브

랜드 체험이 긍정적인 점포 감정과 나아가 충성도로 연

결될 때 의미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최고급 럭셔리

와 중저가 SPA 간 차이를 고려하여 충성도 향상에 기여

하는 신규 플래그십 스토어 개발이나 리모델링 등 실질

적인 전략에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체험의 결과변인으로 점포 감정과 충성도

에 국한하였으나 다양한 태도적, 행동적 브랜드 반응에

대한 영향을 관찰하는 것도 의미있을 것이다. 나아가 플

래그십 스토어와 일반점포 간 비교하는 것도 중요할 것

이다. 결국 브랜드는 한정된 수의 플래그십 스토어와 많

은 수의 일반점포에 의존할 것이므로 두 점포 간 동일

한 전략을 구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기 때문이

다. 본 연구는 플래그십 스토어 체험을 기억에 기반한

온라인 조사로 진행하였으나 인스토어 현장연구를 기

반으로 보다 면밀한 소비자 반응을 수집하는 것이 필요

해 보인다. 그러나 플래그십 스토어 환경이 다를 수 있

는 다양한 럭셔리와 SPA 브랜드를 대상으로 체험 요소

를 분석하였다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특히 이 두 브

랜드는 양극화된 패션시장을 대표하면서 글로벌 패션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큰 점을 고려할 때, 패션브랜드

및 리테일 환경 이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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