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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cusing on the communication effects of fast fashion visual merchandising (VM),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a fast fashion store's VM attributes on consumer's perceptions of store image towards newness

and prestige that influence the time spent at stores as well as the frequency of visits. This study was cond-

ucted by collecting data online using males and females in their twenties to forties; subsequently, a total of

382 samples were analyzed. The VM communication effect model utilized in fast fashion stores was dev-

eloped and tested 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show

window presentation and ancillary facilities of VM elements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perception of new-

ness, while merchandise display, layout, and signage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the perception of prestige.

Therefore, the VM elements in the fast fashion stores that affect the perception of newness and prestige are

unique. Second, the perceptions of newness and prestige have a positive impact on time spent in fast fashion

stores; however, only the perception of store's newness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frequency of visits.

Third, show window presentation and facilities are VM elements that directly influence the time spent and

frequency of visits. Finally, we confirm that store image partially mediate between VM elements and shop-

ping behavior at a fast fashion store.

Key words: Fast fashion, Visual merchandising, Store image, Visits frequency, Time spent; 패스트패션,

비주얼머천다이징, 점포이미지, 방문빈도, 체류시간

I. 서 론

2000년대 이후 세계 패션시장의 가장 괄목할만한 변

화는 패스트패션 시장이 크게 성장하여 리테일 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Hayes & Jo-

nes, 2006).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과 점차 다양화

및 개성화되고 있는 소비자 욕구는 막강한 경쟁력을 가

진 글로벌 패스트패션 기업들의 출현을 가져왔다(Lopez

& Fan, 2009). 현재 패스트패션은 빠른 재고회전율과 상

품수명주기의 단축을 통해 최상의 가격에 최신 유행 스

타일을 제공한다는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패션시장을 선

도하고 있다. 이러한 패스트패션 시장의 부상은 빠른 구

매의사결정과정 또는 충동구매 등 소비자의 쇼핑 라이프

스타일에도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Joung,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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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에서는 패스트패션 브랜드의 성공을 다품종

상품구성, 가격대비 높은 가치 제공, 빠른 재고회전율과

제한된 공급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규명하고 있지만, 소비

자와의 접점인 매장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역시 중요한 성공요소로 간주되고 있다(Barnes & Lea-

Greenwood, 2010). 패스트패션 매장의 공간적 커뮤니케

이션, 즉 비주얼머천다이징(VM; Visual Merchandising)

은 패스트패션이 갖는 상품력 및 가격대비 높은 가치 등

을 매장 내에서 효율적으로 구현해 내는 것을 목표로 한

다. 상품에서의 절대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재

의 패션시장에서 VM은 점포의 전략적 비교우위와 차별

적 포지션을 유지하는 중요한 마케팅 도구가 되고 있다

(Jung & Choi, 2011).

지금까지 VM을 다룬 연구들은 주로 SOR 이론에 근

거를 두고 있다(Fiore et al., 2000; Sherman et al., 1997).

SOR 이론은 매장환경에서의 자극이 소비자의 내적 감

정상태(emotional state)에 영향을 미쳐 행동적 반응을 유

발하고 이는 접근-회피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개념을 골

자로 한다(Mehrabian & Russell, 1974). 특히 SOR은 물

리적 자극과 쇼핑행동을 매개하는 즐거움이나 환기, 지

배와 같은 감정적 무드(affective mood)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점포의 특정 환경요소는 일종의 정보단서

(information cue)로서 소비자에게 인지적 정보처리과정

을 거치게 할 수도 있다(Baker et al., 1994; Bitner, 1992).

예컨대, 대형 쇼윈도나 품격있는 인테리어, 독특한 상

품디스플레이는 해당 점포에 대한 호의적인 이미지 또

는 특정 신념을 형성할 수 있다.

패스트패션 점포의 VM은 넓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에 최신 유행의 상품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신선하면서 고급스러운 매장이미지를 전

달하는데 주력하고 있다(Han & Cho, 2010; Lea-Green-

wood, 2012). 이때 실제 상품이 가지고 있는 질적 우수성

또는 가격경쟁력도 중요하지만 고객이 매장의 VM을

통해 전달받는 주관적 신념인 점포이미지(store image)

는 소비자의 쇼핑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Park & Lee, 2009). 즉, 점포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되면

소비자가 해당 점포를 떠올릴 때마다 그 점포가 표방하

는 가장 우월적 요소(salient dimension)가 인출되고(Ma-

zursky & Jacoby, 1986) 이는 다시 충성적 점포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Sirgy & Samli, 1985). 패스트패션 점포

는 신선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 유지를 통해 고객들이

자주 매장을 방문하도록 유인하는 한편(Lim et al., 2008),

매장에 들어 온 고객들이 가능한 오래 머물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Byun & Sternquist, 2011; Watson & Yan,

2013).

패스트패션 관련 초기 연구들은 주로 패스트패션 브랜

드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전략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

나(Barnes & Lea-Greenwood, 2006; Han & Cho, 2010; Lo-

pez & Fan, 2009), 최근에는 소비관습(consumption prac-

tices)(Gabrielli et al., 2013), 구매 후 행동(Joung, 2014),

구매결정과정(Watson & Yan, 2013) 등 소비자 행동 측

면을 다룬 연구들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이와 더

불어 패스트패션에서의 리테일 환경, 즉 VM을 다룬 연

구들도 드물게 진행되고 있는데, 주로 탐색적 연구들이

거나(Barnes & Lea-Greenwood, 2010; Lee, 2004), 결과

변수로 점포이미지, 구매의도나 점포방문의도 등 일반

적인 소비자 행동변수를 사용하고 있다(Jung & Choi,

2011; Park & Lee, 2011).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VM

의 전략적 목표를 고려할 때 패스트패션 브랜드의 VM

효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패스트패션 매장의 VM 요소가 점포이미

지 즉, 새로움(newness)과 고급스러움(prestige)의 지각

을 통해 매장 내 체류시간(time spent)과 방문빈도(visit

frequency)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VM 관련

선행연구 결과를 확장하고자 한다.

첫째, VM 관련 선행연구들은 주로 SOR 이론 중심으

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극에 대한 내적 감정상태에만

초점을 두고 있을 뿐, 대상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적 평

가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 그러나 VM의 가장 큰 역

할 중의 하나는 소비자들에게 점포의 포지셔닝과 목표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이다(Sullivan & Adock, 2002). 따

라서 소비자들이 VM을 통해 어떻게 점포이미지를 추론

하는지는 중요한 논점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점

포에 대한 주관적 신념인 점포이미지를 매개변수로 도

입하여 VM 요소와 결과변수 간의 관계를 어떻게 중개

하는지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자 한다.

둘째, 패스트패션에서 VM을 다룬 선행연구들은 결과

변수로 구매의도나 점포방문의도 등과 같은 일반적인

태도 또는 행동변수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VM 실행의

직접적 효과보다는 간접적 영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그

러나 패스트패션 점포가 VM을 통해 매장의 신선함과

고급스러움의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전략적 목표를 고려

할 때, 직접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체류시간이나 방

문빈도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결과변수로 체류시간과 방문빈도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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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여 패스트패션 매장 VM의 전략적 효율성을 평가

하고자 한다.

셋째,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패스트패

션 VM의 커뮤니케이션 효과모형을 구성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패스트패션 브랜드의 VM 전략이 소

비자 인식 및 행동에 효율적으로 반영되는지를 평가하

는 잣대가 될 것이며, 패스트패션 소비자의 구매행동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패스트패션의 개념 및 성공 전략

패스트패션이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만족을 극대화

하기 위해 매장에 새로운 상품을 업데이트하는 바잉 사

이클과 납기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즈니스 전

략을 말한다(Barnes & Lea-Greenwood, 2006). 따라서 ‘최

신 유행의 디자인’, ‘최상의 가격’, ‘제한된 공급’, ‘빠른 상

품회전율’ 등을 특징으로 한다. 패스트패션은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패션시장에서

해당 산업군의 평균 성장률을 훨씬 능가하는 15% 이상

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왔다(Lee, 2011). 국내 시장에서

도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10%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Park, 2015).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패스트패션의 성공을 그들 고유

의 차별적인 마케팅 전략에서 찾고 있다. 패스트패션 브

랜드의 성공적인 마케팅 요소를 4P 측면에서 살펴보면,

첫째, 최신 트렌드를 실시간으로 반영한 수시 상품기획

및 공급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소멸성과 희

소성을 지각하게 하여 즉각적인 구매반응을 유도한다

(Byun & Sternquist, 2008). 둘째, 다품종 소량생산방식을

통해 빠른 상품회전을 유도하여 재고부담을 줄이고, 시

즌 내 기획을 통해 판매적중률을 높임으로 생산비를 절

감할 수 있다. 이는 패스트패션 브랜드가 낮은 가격을 유

지하게 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Byun & Sternquist, 2008).

셋째, 패스트패션 브랜드는 대부분 제조와 유통을 통합

한 SPA(Speciality Retailer of Private Label Apparel) 형

태의 유통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빠른 납기와 신속한 기

획이 가능하다(Caro & Martínez-de-Albéniz, 2015). 넷째,

전통적으로 중시되었던 방송이나 잡지 같은 미디어 중

심의 이미지 광고보다는 철저히 판매접점인 매장을 중심

으로 하는 프로모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높은 천정, 대

형 쇼윈도의 디스플레이, 넓고 고급스러운 매장을 이용

한 VM은 패스트패션 브랜드의 가장 차별적인 커뮤니

케이션 전략이다(Lea-Greenwood, 2012). 특히 세계적인

톱디자이너들과의 협업을 통해 상품의 고급스러움을 부

가하면서 매장의 신선함을 유지하는 전략도 성공요소로

꼽히고 있다(Han & Cho, 2010).

2. 패스트패션 매장의 VM 구성요소

비주얼머천다이징은 일반적으로 “상품기획에서 판매

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는 상품전개와 판매현장에서의

효과적인 상품제시로 시각에 소구하는 상품정책”으로

정의된다(Lee, 2001, p. 9). 따라서 마케팅 측면에서 VM

은 브랜드 이미지 및 점포이미지와 시즌컨셉을 시각적으

로 전달하는 수단이며, 상품을 연출하고 관리하는 통합

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VM의 목적은 단기적으로 상

품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상품이 잘 팔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매출증대에 기여하는 것이다(Lee & Han,

2013). 또한 장기적 차원에서 VM은 소비자와의 상호작

용을 통해 브랜드와 매장의 정체성을 강화함으로써 브

랜드 자산 가치에 기여하게 된다(Kim et al., 2013).

VM의 구성요소는 다양한 측면에서 조명될 수 있지만

대부분 물리적이고 유형적인 속성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다(Barnes & Lea-Greenwood, 2010; Kerfoot et al., 2003;

Kim et al., 2013; Park & Jun, 2012; Park & Lee, 2011). 이

러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물리적이고 유형적인 VM 속

성은 특정 점포유형과 관계없이(e.g., 패스트패션 점포,

백화점 점포) 유사하게 분류된다. 즉, VM 구성요소에는

건물 외관, 파사드, 간판, 윈도 디스플레이, 인테리어, 매

장집기, 동선, 조명, 마네킹, 상품연출, 상품진열, 판매원

외모 등 모든 시각적 자극요인들이 포함된다. 반면, 무형

적이고 추상적인 속성을 중심으로 VM의 구성차원을 규

명한 연구들도 있다. 패션 VMD의 인지 측정도구를 개

발한 Jeon and Park(2005)의 연구에서는 VMD 요인으로

조화성, 적합성, 매력성, 기능성, 유행성의 5가지 차원이

도출되었다. 이후, Kim and Lee(2013), Kim et al.(2014)

의 연구에서는 적합성, 매력성, 조화성, 기능성의 4가지

차원을 사용하였다. 특히 Jung and Choi(2011)는 SPA 브

랜드를 중심으로 한 VMD 요인으로 공간구성 및 정보

성, 연출 및 유행성, 전반적인 매장분위기 등을 제시하

기도 하였다.

한편, 리테일 관련 해외 연구들에서는 VM의 개념과

유사하지만 좀 더 광의적 개념인 물리적 환경(Baker et

al., 1994; Barnes & Lea-Greenwood, 2010; Turley & M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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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an, 2000) 또는 서비스 스케이프(Bitner, 1992) 등을 사

용하기도 하였다. Turley and Milliman(2000)의 연구에서

는 리테일 환경요인을 건물 외부 변수, 내부 인테리어 변

수, 레이아웃과 디자인 변수, POP과 장식요인, 인적 요

인 등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Bitner(1992)는 기온, 공기

품질, 소음, 향기 등의 환경요소, 레이아웃, 장비, 가구 등

의 공간/기능요소, 사이니지, 인공물 및 조형물, 장식스

타일 등의 사인/상징/조형요소를 제시하였다. Barnes and

Lea-Greenwood(2010)는 패스트패션에 대한 연구에서 리

테일 환경요인을 쇼윈도 디스플레이, 점포 레이아웃, 상

품진열, 사이니지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VMD 구성요소 중 무형적이고 추상

적 차원보다는 유형적이고 구체적 속성(Barnes & Lea-

Greenwood, 2010)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추상적 속성

과 구체적 속성 모두 점포행동에 중요한 영향요인이지

만,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VM의 커뮤니케이

션 효과를 규명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는 구체적 속성이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Kerfoot et al., 2003). 추상적 속

성(e.g., 연출성, 적합성, 조화성 등)은 여러 구체적 속성

(e.g., 쇼윈도, 상품진열, 사이니지 등)에 대한 지각이 혼

합되어 나타난 평가속성이기 때문에 개별 VM 구성요

소의 효과를 규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패스트패션 VM

실무에 적용 가능한 연구결과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개

별 VM 구성요소의 역할을 규명할 수 있는 구체적 속성

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3. 패스트패션 브랜드의 점포이미지

점포이미지란 일반적으로 특정 점포에 대한 지식 습

득 및 속성 추론을 통해 타 점포와 차별적으로 지각되는

주관적 인상을 말한다(Mazursky & Jacoby, 1986). 선행

연구에서 점포이미지는 특정 점포에 대한 전반적인 표

현 또는 강력한 점포속성들에 대한 소비자 지식 등 인

지적 측면을 강조하는 점포태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간

주되어 왔다(Bloemer & de Ruyter, 1998; Darley & Lim,

1999). 그러나 다른 연구들은 점포이미지를 점포의 부

가된 속성으로부터 추론된 인지 또는 감정을 모두 포함

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기도 하였다(Mazursky & Jacoby,

1986). 점포이미지는 점포에 대한 전반적인 호의성으로

측정되기도 하지만(Hu & Jasper, 2006), 연구목적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고 있다. Sirgy and Samli(1985)의

연구에서 상징적 점포이미지는 현대적/전통적, 친근한/

형식적, 고품격/서민적, 일상적/세련된 등의 차원으로 도

출되었다. Baker et al.(1994)는 점포이미지로 ‘즐거운’,

‘깨끗한’, ‘매력적인’ 등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백화점을

중심으로 점포이미지와 유사한 개념인 점포개성을 연구

한 J. Y. Lee(2012)는 ‘고급스러움’, ‘열정’, ‘성실함’을 주

요 차원으로 도출하였다.

한편, Hildebrandt(1988)은 점포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점포의 주요 속성과 같은 전략적 변수(strategic variable)

에 대한 소비자 지각 예컨대, 제품의 신선함(freshness),

점포의 스타일(style) 등을 점포이미지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패스트패션 점포가 VM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전략적 목표 측면에서 점포이미지를 개념화하고자

한다. 패스트패션 관련 선행연구들에서 점포이미지를 다

룬 실증적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패스트패션이 소

비자에게 표방하는 점포이미지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유

형화될 수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개념

적으로만 제시되고 있는 VM을 통한 점포이미지를 두

가지 차원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패스트패션의 리테일

환경을 연구한 Barnes and Lea-Greenwood(2010)는 패스

트패션 점포가 상품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상품진열과

윈도우의 빠른 교체 등을 통해 점포의 신선함(newness)

을 전달한다고 강조하였다. 빠른 신상품 교체주기를 통

한 매장의 신선한 변화는 희소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패스트패션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점포이미지일 수 있

다. 한편, 선행연구들은 패스트패션 점포가 표방하는 또

다른 이미지로 고급스러움을 제시하고 있다(Hong, 2009;

Jung & Choi, 2011). 패스트패션 브랜드들은 비록 저렴

한 상품을 판매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점포이미지 형성

을 위해 핵심적인 패션상권에 초대형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Jung & Choi, 2011). 넓은 동선, 고급스러운 인테리

어, 스폿(spot) 조명, 블랙컬러의 집기 등은 쇼핑객들의

점포에 대한 이미지를 최상급으로 높여주는 전략적 도

구가 되고 있다(Hong, 2009).

한편, 점포환경 관련 선행연구들은 점포 내 ·외부를

중심으로 표시되는 다양한 물리적 환경요소들이 고객

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기호 또는 매개체로 사용되

고 있음을 주장한다(Bitner, 1992; Mazursky & Jacoby,

1986). 이러한 환경요소의 기호나 상징들이 중요한 이유

는 이들이 특정 점포의 이미지 형성이나 타 점포와의 차

별화된 포지션 구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Bitner, 1992). Baker et al.(1994)의 연구에서는 환경요

소들이 매장의 특정 서비스나 제품의 품질지각에 영향

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점포이미지에 영향을 준다는 결

과를 제시하였다. Mazursky and Jacoby(1986)는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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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매장에서 쇼핑을 하면서 얻게 되는 다양한 정보들에

대한 인지적 구성(cognitive configuration)을 통해 대상에

대한 신념을 형성하게 된다고 하였다. Kim(2002)의 연

구에서도 점포의 전반적인 환경적 요소가 제품이나 서

비스 품질에 대한 추론을 통해 점포이미지를 형성한다

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M. S. Lee(2012)의 연구에서는 전

체적인 VM 요소가 아니라 파사드 색상과 쇼윈도 유형

에 초점을 두어 점포이미지와의 관계를 규명하기도 하

였다.

4. 방문빈도와 체류시간

타 점포에 비해 차별적이고 우월한 이미지가 형성되면

이는 다시 충성적 점포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Kim,

2002; J. Y. Lee, 2012), 호의적인 점포이미지 형성은 성

공적인 리테일 전략의 핵심이 되어 왔다. 리테일 관련 다

양한 연구들은 점포이미지를 중심으로 방문빈도(Darley

& Lim, 1999), 가계지출비중(Hildebrandt, 1988), 점포충

성(Baker et al., 2002; Lee & Park, 2007; Sirgy & Samli,

1985) 등과의 긍정적 관계를 규명하고 있다. Darley and

Lim(1999)은 점포이미지와 쇼핑빈도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정확히 차별화되고 긍정적으로 형성된 점포

이미지가 쇼핑객들의 방문빈도를 높인다는 결과를 제

시하였다. Hildebrandt(1988)은 푸드 리테일 비즈니스의

성공요소로 점포이미지를 도입하여, 품질이미지, 가격

이미지, 매장환경의 세 차원으로 구성된 점포이미지가

점포성과인 가계지출비중에 선행요인임을 밝혔다.

VM이 점포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환경요인이고,

점포이미지는 충성적인 점포행동을 유도하는 선행요인

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간의 총체적 관계를 다룬 연구들

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VM을 구성하

는 전체적인 요소 중 일부(e.g., 쇼윈도)만을 다루거나(M.

S. Lee, 2012; Sen et al., 2002), 결과변수로서 직접적인

효과변수보다 점포충성과 같은 포괄적인 개념의 변수

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Lee & Park, 2007). 그러나 패스

트패션의 경우, 대형 매장에서 상품배열을 전략적으로

구성하여 효과적인 동선을 유지함으로써 고객들의 체

류시간을 늘리려고 하고 있다(Kim et al., 2013). 뿐만 아

니라 빠른 상품주기와 쇼윈도 교체 등을 통해 매장을 항

상 새롭게 유지함으로써 고객들의 방문빈도를 높이고

자 한다(Byun & Sternquist, 2008). 따라서 이러한 패스트

패션 매장 VM의 궁극적 효과가 반영된 결과변수 즉,

방문빈도와 체류시간에 대한 측정이 필요할 것이다.

III. 가설설정

1. VM 구성요소와 점포이미지

1) 쇼윈도(Show Window)

점포에서의 쇼윈도는 가장 처음 소비자의 주의를 끌

어 구매욕구를 느끼게 하는 곳으로 매장의 실내와 실외

를 연결하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의 통로다(Sullivan &

Adcock, 2002). 즉, 쇼윈도는 상품정보를 제공할 뿐 아

니라 소비자의 시선을 끌어 매장으로 유인하는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된다(Lea-Greenwood, 2012). 이러한

쇼윈도는 소비자의 마음에 전반적인 매장의 이미지를

형성하게 하는 중요한 정보단서로도 활용된다(Sen et

al., 2002).

패스트패션 브랜드는 일반적인 브랜드와 달리 매체

광고를 거의 하지 않으며, 이보다 매장을 마케팅 커뮤니

케이션 도구로 활용하는 현장 마케팅에 주력한다(Han

& Cho, 2010). 특히 쇼윈도는 굳이 매장으로 들어오지

않아도 외부에서 특정 매장의 이미지와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따라서 트렌드와 소비자 욕구에 대한 즉

각적으로 반응을 목표로 하는 패스트패션에서는 시즌

에 앞서 쇼윈도를 빠르게 교체함으로써 매장의 새로움을

전달하고자 할 것이다(Barns & Lea-Greenwood, 2010).

또한 패스트패션 브랜드는 쇼윈도에 많은 돈을 투자하

는데, 넓고 큰 쇼윈도에 고급스러운 마네킹과 조명, 집

기를 사용하여 점포 자체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전달

하고자 한다(Paek, 2014).

H1-1: 패스트패션 매장의 쇼윈도는 매장의 새로움 지

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H1-2: 패스트패션 매장의 쇼윈도는 매장의 고급스러

움 지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2) 매장레이아웃(Store Layout)

매장을 구성하는 레이아웃이란 각 상품의 매장 내 위

치, 동선, 면적 등의 배분을 말한다. 레이아웃에서의 핵

심은 공간구성으로, 여기에는 인적 판매공간과 비인적

판매공간의 배분 또는 고객을 위한 서비스 공간(e.g., 피

팅룸, 계산대)의 구성 및 배치방법 등이 포함된다(Lee &

Han, 2013). 레이아웃은 특히 매장 내 고객동선에 영향

을 주게 되는데, 계획적인 고객동선을 유도함으로써 특

정 상품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Lu-

sch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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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상품라인의 전개가 요구되는 패스트패션 매

장은 일반적으로 300평 이상의 넓은 규모에 복층의 구

조를 가지고 있다. 여성복, 남성복, 아동복 등 각 상품라

인별로 조닝구분이 용이하도록 공간구성이 되어 있어, 고

객들이 편리하게 이동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찾

아볼 수 있다. 패스트패션 브랜드는 빠른 신상품의 입고

주기로 인해 상품의 입고시기와 재고량에 따라 유동적

으로 상품을 보여주는 전략이 필요하다(Paek, 2014). 따

라서 설치나 이동이 쉬운 집기를 사용함으로써 상품과

공간의 새로운 변화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Bar-

nes & Lea-Greenwood, 2010).

패스트패션 매장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는 고객들

이 넓은 공간에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편안하고 자

유롭게 상품을 둘러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고객의

눈 높이보다 낮은 행거나 집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쇼핑

객들은 전체적인 제품라인의 컨셉을 한 눈에 볼 수 있

다(Cha, 2010). 이러한 넓은 통로와 컨셉별로 잘 정리된

상품조닝들은 고객들에게 높은 품격의 점포이미지를 느

끼도록 할 것이다.

H2-1: 패스트패션 매장의 레이아웃은 매장의 새로움

지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H2-2: 패스트패션 매장의 레이아웃은 매장의 고급스

러움 지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3) 부대시설(Facilities)

패스트패션의 부대시설 중 독보적인 것 중 하나가 넓

은 피팅룸(fitting room)과 카운터의 위치이다. 빠르게 업

데이트되는 다양한 신상품을 여유롭게 입어볼 수 있도

록 각 층이나 조닝마다 피팅룸이 마련되어 있으며, 전체

매장으로 보면 그 개수가 10개를 넘어선다(Han & Cho,

2010). 고객들은 자신이 마음에 드는 옷을 전신 거울이 설

치된 피팅룸 안에서 자유롭게 입어보고 구매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가 쉽고 빠르게 계산하고 포장할 수

있도록 카운터를 눈에 띄는 자리에 넓게 위치시켜 고객

의 편의성을 높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고급 백화점에 못

지 않은 높은 수준의 부대시설들은 고객들의 쾌적한 쇼

핑을 도와주면서 점포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부각시킬

것이다. 점포이미지에 대한 Mazursky and Jacoby(1986)

의 연구에서도 피팅룸 및 카운터의 수는 백화점 서비스

의 품질을 높게 지각하는 요소로 나타났다. 특히 매장에

수시로 입고되는 다양한 신상품들을 직접 착의해 볼 수

있는 피팅룸은 고객들에게 새로운 트렌드를 발견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매장의 신선한 변화를 느끼게 할

것이다(Paek, 2014).

H3-1: 패스트패션 매장의 부대시설은 매장의 새로움

지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H3-2: 패스트패션 매장의 부대시설은 매장의 고급스

러움 지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4) 상품디스플레이(Merchandise Display)

상품진열공간은 매장 안에서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

지는 곳으로, 효과적인 진열은 특정 상품에 대한 특징과

장점을 잘 전달할 수 있어 주목도를 높이거나 구매결정

을 도울 수 있다(Lee & Han, 2013). 뿐만 아니라 점포의

포지션을 전달하거나 점포의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역할

을 수행하기도 한다(Sullivan & Adcock, 2002).

패스트패션 매장에서는 내부의 동선을 효과적으로 유

도하기 위해 상품전시방법과 집기 등을 다양하게 활용

한다. 매장입구부터 전시테이블을 놓고 그 위에 상품을

디스플레이하여 고객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Dia-

mond & Diamond, 2011). 또 같은 상품이라도 여러 가지

배열 또는 코디네이션 방식을 통해 연출함으로써 매장의

변화된 모습을 수시로 보여주고 있다(Han & Cho, 2010).

특히 매거진이나 TV 미디어에 나오는 트렌디 룩을 매

장 전면에 배치함으로써 매장에 독특한 스토리를 부여

하면서 트렌디함과 신선함을 강조하고 있다(Barnes &

Lea-Greenwood, 2010).

매장에서 상품분류와 배열이 잘 이루어질 경우, 고객

들은 상품가치와 진열서비스의 질을 높게 인식하게 된

다(Shim, 2004). SPA 브랜드에 대한 Kim et al.(2013)의

연구에서는 사이즈별, 컬러별 상품진열이 잘 구성되어

있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을 때, 고객들

은 브랜드에 대해 높은 품질을 인식하게 되고 호의적인

이미지를 연상하게 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코디 존과 고급스러운 디스플레이 집

기 등을 사용하고 있는 패스트패션 매장의 상품디스플

레이는 매장의 새로움과 고급스러움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H4-1: 패스트패션 매장의 상품디스플레이는 매장의

새로움 지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H4-2: 패스트패션 매장의 상품디스플레이는 매장의

고급스러움 지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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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이니지(Signage)

사이니지는 제품과 관련해 빠르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시각적 요소로(Barnes & Lea-Greenwood, 2010) 말

없는 판매원과 같은 역할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결정을

촉진한다. 사이니지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피팅룸, 카운터, 에스컬레이터, 출구 등 매장 내

부의 영역이나 시설을 알려주는 고정된 사인이고, 다른

하나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판매를 촉진하는

카드, 포스터, 그래픽스 등의 유동형 POP이다(Barnes &

Lea-Greenwood, 2010). 이러한 사인은 명시적 또는 암묵

적 기호로써 매장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Bitner, 1992).

매장 내 POP 사인은 패스트패션과 같이 셀프서비스가

주를 이루는 매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Bitner, 1992).

고정된 사이니지는 소재와 색상, 크기 등의 시각적 표현

요소들을 사용하여 공간의 이미지를 전달하게 되는데,

공간컨셉을 표현하는 그래픽에서의 시각적 통일성은 매

장을 한층 고급스럽게 보이도록 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컬렉션의 도착이나 상품 관련 상세 정보, 새로운 프로

모션 등을 고지하는 사인물은 특정 제품에 대한 주목도

와 흥미를 높여주면서(Barnes & Lea-Greenwood, 2010),

매장의 새로운 변화를 알려주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H5-1: 패스트패션 매장의 사이니지는 매장의 새로움

지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H5-2: 패스트패션 매장의 사이니지는 매장의 고급스

러움 지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2. 점포이미지와 체류시간, 방문빈도

리테일 관련 다양한 연구들은 점포이미지에 초점을

두어 구매의도나 점포충성의 긍정적 관계를 규명하고

있지만, 패션 리테일 환경에서 이러한 관계를 살펴본 연

구들은 극히 일부만 진행되고 있다. Lee and Park(2007)

의 연구에서는 리테일 엔터테인먼트 요소, 점포이미지,

충성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이 연구에서 점포

의 심리적 이미지는 행동적 충성에 유일한 영향요인으

로 나타났다. VM 전체 요소를 다룬 것은 아니지만, Sen

et al.(2002)의 연구에서는 점포유입행동에 대한 쇼윈도

의 효과를 연구하기도 하였다. 그들은 고객들이 쇼윈도

에서 관측된 제품 관련 정보에서 매장 관련 정보 즉, 점

포이미지를 추론하게 되고 이는 다시 점포유입행동으

로 이어진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M. S. Lee(2012) 역

시 VM 구성요소 중 파사드와 쇼윈도 유형을 중심으로

점포이미지가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

시하였다.

패스트패션 매장은 새로운 상품의 출시뿐만 아니라 매

장환경의 새로움을 인지시키기 위해 진열과 집기를 유

연하게 변경한다(Barnes & Lea-Greenwood, 2006). Zara

는 2주를 주기로 새로운 매장을 구성하고 있으며, H&M

역시 매장 내의 진열과 구색을 3~4주에 한 번씩 변경하

고 있다. 이와 같은 쇼윈도, 진열과 집기의 주기적인 변

경은 매장을 방문할 때마다 신선하고 새로운 느낌을 갖

게 하면서 고객들의 지속적인 방문을 유도하게 할 것이

다. 또한 다양한 상품조닝과 효과적인 레이아웃 설계를

지향하고 있는 패스트패션 매장은 코너별로 하나의 상

품을 다양한 코디네이션을 통해 전시하여 제품의 다양

한 특성을 부각시키고 있다(Kim et al., 2013). 고객은 한

코너에서 그냥 지나쳤던 아이템들을 다른 코너에서 새

롭게 관찰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매장을 새롭다고 지

각할수록 매장 내 정보탐색을 증가시켜 매장에서의 체

류시간을 더 길게 만들 것이다.

H6-1: 패스트패션 매장의 새로움을 높게 지각할수록

매장에서의 체류시간은 길어질 것이다.

H6-2: 패스트패션 매장의 새로움을 높게 지각할수록

매장 방문빈도는 높아질 것이다.

패스트패션 매장은 비록 저가격의 제품을 판매하지만,

대형 쇼윈도,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무채색 컬러 등을 사

용하여 상품 또는 매장의 고품격 이미지를 추론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Baker et al., 1994). 이러한 패스트패션 점

포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는 하나의 긍정적 기호로서 고객

들에게 점포와 자아이미지 간 일치성을 높여주고, 결과

적으로 매장을 더 자주 방문하게 만들 것이다(An & Kim,

1991). Kim and Chung(2006)의 연구에서도 매장의 고급

스러움이 점포충성의 중요한 영향요인이라는 결과를 제

시하였다.

또한 넓은 동선, 트렌디한 상품컨셉을 전달하는 디스

플레이, 편안한 피팅룸 등을 통해 지각되는 패스트패션

매장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는 쇼핑 시의 안락함과 즐거

움을 높여줄 것이다. 특히 패스트패션 브랜드의 넓고 고

급스러운 매장은 적절한 정도의 혼잡도를 초래하여 쾌

적한 분위기에서 오래 쇼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이다. 따라서 매장에서 쾌적함과 안락함을 느끼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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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은 매장의 구석구석을 탐색하면서 매장에 오래 머물

것으로 판단된다(Mehta & Chugan, 2013).

H7-1: 패스트패션 매장의 고급스러움을 높게 지각할

수록 매장에서의 체류시간은 길어질 것이다.

H7-2: 패스트패션 매장의 고급스러움을 높게 지각할

수록 매장 방문빈도는 높아질 것이다.

IV. 연구방법

1. 표본 및 자료수집

본 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 기관에 의뢰하여 데이터

를 수집하였으며, 20대부터 40대까지의 남녀를 대상으

로 총 382명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75명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 결과에서 국내 패스트패션 브랜드에 대한

구매경험(에잇세컨즈 17.3%, 스파오 22.7%, 미쏘 13.0%;

복수응답 허용)이 글로벌 패스트패션 브랜드(자라 44.0%,

H&M 45.3%, 유니클로 80.0%, 갭 42.7%, 포에버21 16.0%;

복수응답 허용)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을 글로벌 패스트패션 브랜드로 국한하였다. 첫

째, 패스트패션 브랜드의 구매경험자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 본 조사의 특성상 샘플수집이 용이하다. 둘째, 국내

및 글로벌 패스트패션 브랜드 간의 매장 VM 스타일의

차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왜곡된 연구결과를 피할 수

있다.

모든 설문참여자들에게 유니클로, 자라, H&M, 갭, 포

에버21 중 가장 자주 구매하는 브랜드를 하나 선택하게

하였고, 자주 구매하는 브랜드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최

근 구매한 브랜드를 선택하여 응답하게 하였다. 선택된

브랜드의 구성비를 보면, 유니클로가 139명(36.4%), 자라

가 115명(30.1%), H&M이 91명(23.8%), 갭이 20명(5.2%),

포에버21이 17명(4.5%)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비율은

10대 후반에서 20대가 68.8%, 30~40대가 31.2%로 구성

되었고, 남녀 비율은 여성(68.8%)이 남성(31.4%)보다 높

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월평균 수입은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가 218명(58.1%)으로 전체 과반수를 넘었으며,

월평균 의류구입비는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가 84명

(22.0%), 5~10만 원 사이가 81명(21.2%), 15~20만 원이

72명(18.8%), 20~30만 원 사이가 69명(18.1%)으로 5~30만

원 사이가 전체의 80.0% 정도를 차지하였다. 직업은 대

학생이 168명(44.4%)로 가장 많았고, 직장인 중에는 사

무직이 105명(27.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측정도구

본 연구는 패스트패션 브랜드들이 리테일 환경의 커

뮤니케이션 요소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규명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VM 요소 중에서 물리

적이고 유형적인 속성만 다루고자 한다(Barnes & Lea-

Greenwood, 2010). 따라서 Turley and Milliman(2000),

Barnes and Lea-Greenwood(2010) 등의 연구를 참고하여

VM 구성요소를 쇼윈도, 매장레이아웃, 부대시설, 상품

디스플레이, 사인물 등으로 분류하였다. 쇼윈도는 제품

에 대한 정보나 새로운 스타일을 얼마나 잘 전달하는지

의 개념으로 측정하였고, Kim et al.(2013), Park and Jun

(2012)의 연구를 참고하여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레이

아웃은 매장 내 동선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구

성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Kim et al.(2013),

Park and Jun(2012)의 연구를 바탕으로 3문항을 구성하

였다. 부대시설은 Paulins and Geistfeld(2003)의 연구를

참고하여 매장의 피팅룸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고 편

리한지 등의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상품디스플레이는

상품분류와 코디네이션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의 정

도로 측정하였고, Paulins and Geistfeld(2003), Park and

Jun(2012)의 연구에서 4문항을 추출하여 구성하였다. 사

이니지는 사인물의 정보전달성과 시각적 주목성으로 측

정하였고, Barnes and Lea-Greenwood(2010), Jung and

Choi(2011)의 연구를 참고하여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매개변수인 점포이미지는 특정 점포에 대해 소비자가

지각하는 주관적 이미지로 정의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패스트패션의 고유의 특성을 고려하여 새로움과 고급

스러움의 두 차원으로 측정하였다. 새로움은 패스트패

션 점포가 새로운 트렌드나 상품을 얼마나 빨리 제시하

는지의 정도로 측정하였다. Barnes and Lea-Greenwood

(2010)의 연구에서 패스트패션 매장의 주요 특성으로 제

시한 ‘새로움’에 대한 개념 정의와 Byun and Sternquist

(2008)의 지각된 소멸성의 척도를 참고하여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 다른 매개변수인 고급스러움은 패스트패

션 매장이 얼마나 품위나 품격을 가지고 있는지의 정도

로 정의하였다. 유통브랜드 개성에 대한 J. Y. Lee(2012)

의 연구에서 제시된 고급스러움의 척도를 참고하여 3문

항으로 측정하였다.

종속변수인 점포행동으로는 Sherman et al.(1997)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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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ley and Lim(1999)의 연구에서 각각 제시한 체류시

간과 방문빈도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실제 체류한 시간이나 방문빈도수를 측정하기 위해 객

관적 척도를 사용했지만, 이러한 수치는 실제로 자신이

한 행동이라기보다는 자신이 했다고 기억하는 것에 의

존하기 때문에 실제의 체류시간이나 방문빈도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다(Jacoby et al., 1978).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객관적 측정보다 점포행동과 관련된 패턴이나 경

향을 반영하는 주관적 측정치를 사용함으로써 기억 착

오로 인해 생기는 길이와 숫자의 편향(length or number

bias)를 줄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체류시간

은 얼마나 오랜 시간을 들여 매장 구석구석을 살펴보았

는지의 정도로 측정하였고, 방문빈도는 구매 여부와 관

계없이 얼마나 자주 매장을 방문하는지의 정도로 측정

하였다.

모든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자세한

척도구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V. 연구결과

1. 측정모델

새롭게 도입되는 VM 요소의 척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Anderson and Gerbing(1988)

이 제시한 이 단계접근법(two-step approach)을 사용하였

다. 우선 9개 잠재적 구성체(latent construct)의 측정문항

에 대해 Amos 18.0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Table 1). 초

기 모델적합도는 χ
2
=1027.529(df=369, p<.000), Good-

ness of Fit(GFI)=.840, RMSEA=.104였으며, 모델적합도

를 개선하기 위해 요인적재값이 기준치 0.6(Hair et al.,

2005)보다 낮은 문항을 상품디스플레이에서 1개, 부대

시설에서 2개 삭제하였다. 척도 수정 후 확인적 요인분석

의 모델적합도는 전반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χ
2

=663.550, df=288, p<.000, GFI=.887, CFI=.942, RMSEA

=.059).

모든 측정문항의 요인적재값은 p=.001 수준에서 유의

하고, 복합신뢰도(CR; Composite Reliabilities) 역시 부대

시설(.664)를 제외하고 모두 0.7 이상으로 높아 수렴타당

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판별분석

을 위해 평균분산추출값(AVE; Average Variance Extrac-

ted)과 각 구성체 간 상관계수의 제곱값을 비교한 결과,

<Table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모든 구성체의 AVE 값은

구성체 간 상관계수의 제곱값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어

판별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다만, 상품디스플레이(.482)

와 부대시설(.497)이 기준치인 0.5(Hair et al., 200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차이가 극히 작고 구성체 간

상관계수의 제곱값보다 크기 때문에 변수의 중요성을 고

려하여 이후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에 사용하였다.

2. 가설검증

제안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을 실시하였다. 모형적합도는 전반적으로 수용기준 범위

(Hair et al., 2005) 안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
2
=762.116,

df=300, p=.000, GFI=.872, AGFI=.838, CFI=.928, RMSEA

=.064). 자세한 내용은 <Table 3>에 제시하였다.

1) VM 구성요소의 효과모형검증

다섯 개의 VM 속성과 점포이미지 간의 가설검증 결

과를 보면, 쇼윈도(γ=.505, p<.000)와 부대시설(γ=.275, p<

.000)은 매장의 새로움 지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매장레이아웃(γ=–.011, p>.05), 상품디스플레이(γ=.088,

p>.05), 사이니지(γ=.055, p>.05)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H1-1, H3-1은 지지되었지만, H2-1, H4-1,

H5-1은 기각되었다. 이는 패스트패션이 시즌에 앞서 쇼

윈도를 통해 트렌드를 제시함으로써 매장의 변화를 전

달하고자 한다는 Barns and Lea-Greenwood(2010)의 주

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부대시설의 경우 선행연구에

서 대부분 별도로 다루어지지 않은 요소이지만, 패스트

패션 매장에 초점을 두고 있는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신

상품을 착의해 볼 수 있는 피팅룸은 매장의 신선한 이미

지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VM 요소로 나타났다.

반대로 매장레이아웃(γ=.163, p<.05), 상품디스플레이

(γ=.212, p<.05), 사이니지(γ=.219, p<.05)는 매장의 고급

스러운 이미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었지만, 쇼윈도

(γ=.035, p>.05)와 부대시설(γ=–.046, p>.05)은 매장의 고

급스러움에 주요한 영향요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

다. 따라서 H2-2, H4-2, H5-2은 지지되었고, H1-2, H3-2

는 기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패스트패션이 넓은 공간

과 편리한 동선 등의 레이아웃을 통해 매장의 품격을 높

이고자 한다는 Paek(2014), Cha(2010)의 주장을 실증적

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상품디스플레이가 제품에

대한 높은 품질 및 점포이미지 연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

다는 Kim et al.(2013)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특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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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resul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nstructs Items
Standardized

factor loading
t Cronbach's α AVE CR

Show

window

The show window of this store properly communicates

the concept or style of the brand product.
.803 14.501***

.789 .530 .771
The show window of this store properly conveys product

information.
.776 -

The show window of this store quickly introduces new

styles.
.675 12.457***

Store

layout

This store has a good movement path and allows a variety

of products to be seen.
.898 -

.871 .615 .826
This store has a good connection of movement paths so

that many product composition zones can be seen.
.886 22.162***

This store is spacious and well organized which makes

looking around easy.
.731 12.869***

Merchandise

display

This store shows a good coordination of related products

in the product zone.
.795 -

.831 .482 .787

This store has good organization based on items, colors,

and products.
.779 15.590***

This store has good product classification based on conc-

epts and styles.
.772 15.428***

This store shows diverse coordination for each product. .641 12.482***

Signage

This store properly conveys product information. .888 15.456***

.830 .581 .805
The POP or signboards in the store are visually enticing. .744 -

The POP sign conveys adequate information for the pro-

motions currently underway.
.728 13.573***

Facilities

This store has good dressing rooms, which makes it easy

to try on clothes.
.799 10.511***

.772 .497 .664This store has a good dressing room atmosphere and it is

possible to try on clothes for a long time without feeling

guilty.

.792 -

Newness

This store quickly reflects new fashion trends. .862 17.478***

.858 .627 .834This store quickly updates new products. .811 16.532***

This store has many varieties of products to see. .793 -

Prestige

This store seems prestigious. .980 32.237***

.943 .774 .911This store has class. .892 -

This store has a stylish atmosphere. .892 26.766***

Time

spent

I spend a long time when I enter this store. .905 19.193***

.873 .617 .828I shopped at this store for an extended period of time. .810 -

I looked at the various corners of this store. .795 17.015***

Visit

frequency

I always visit this store whenever I need to go shopping. .871 19.670***

.878 .577 .803
I visit this store often. .848 -

I browse at this store frequently irrespective of product

purchases.
.803 17.949***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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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지는 매장의 새로움에는 영향요인이 아니었지만, 고

급스러움에 긍정적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정

패스트패션 상품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은 제품에 신

뢰를 부여하여(Barns & Lea-Greenwood, 2010), 궁극적

으로 매장의 고급스러운 이미지에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겠다.

한편, 점포이미지와 점포행동 간의 가설검증 결과를

보면, 가설의 내용과 일치하게 매장의 새로움 지각은 체

류시간(β=.492, p<.000)과 방문빈도(β=.479, p<.000)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급스

러움 지각은 체류시간(β=.138, p<.05)에는 긍정적인 영향

을 주었지만, 방문빈도(β=.085, p>.05)와는 유의한 영향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H6-1, H6-2, H7-1은 지

지되었지만, H7-2는 기각되었다. 체류시간이나 방문빈

도가 점포충성을 설명하는 핵심 개념임을 고려할 때(Si-

rgy & Samli, 1985; Turley & Chebat, 2002), 본 연구결

과는 점포이미지가 점포충성행동에 중요한 영향요인임

을 밝히고 있는 J. Y. Lee(2012), Darley and Lim(1999),

Sirgy and Samli(1985), Baker et al.(2002) 등의 연구를 지

지하고 있다.

Table 2. Squared correlations and AVE of variables

Constructs 1 2 3 4 5 6 7 8 9

Show window .530
a

Store layout .237
b

.615

Merchandise display .362 .459 .482

Signage .318 .192 .362 .581

Facilities .125 .174 .236 .162 .497

Newness .437 .177 .277 .235 . 238 .627

Prestige .116 .160 .169 .235 .047 .106 .774

Time spent .140 .068 .101 .123 .110 .235 .086 .617

Visit frequency .181 .061 .116 .071 .160 .194 .057 .390 .577

a: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for constructs are displayed on the diagonal.

b: Numbers below the diagonal are squared correlation estimates of two variables.

Table 3. Results from testing hypotheses

Hypotheses Structural path
Standardized

coefficient
S.E. t Results

H1-1 Show window → Newness .505 .084 6.673*** Supported

H1-2 Show window → Prestige .035 .100 .469*** Not supported

H2-1 Store layout → Newness −.011 .060 −.158*** Not supported

H2-2 Store layout → Prestige .163 .079 2.208*** Supported

H3-1 Facilities → Newness .275 .053 4.472*** Supported

H3-2 Facilities → Prestige −.046 .066 −.725*** Not supported

H4-1 Merchandise display → Newness .088 .089 1.018*** Not supported

H4-2 Merchandise display → Prestige .212 .118 2.249*** Supported

H5-1 Signage → Newness .055 .074 .818*** Not supported

H5-2 Signage → Prestige .219 .099 3.012*** Supported

H6-1 Newness → Time spent .492 .062 8.267*** Supported

H6-2 Newness → Visit frequency .479 .066 8.000*** Supported

H7-1 Prestige → Time spent .138 .044 2.685*** Supported

H7-2 Prestige → Visit frequency .085 .047 1.623*** Not supported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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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포이미지의 매개효과검증

본 연구는 VM 효과모형을 구성하는 것이 주목적이지

만, 연구결과를 보완하고 대안모델을 찾기 위해 추가적

으로 점포이미지 즉, 점포의 새로움과 고급스러움 지각

이 VM 구성요소를 완전 매개하는지 또는 부분 매개하

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VM 구성요소에서

각각 방문빈도와 체류시간으로 가는 10개의 직접경로를

추가하여 경로계수의 유의성과 모형적합성의 개선 정

도를 검증하였다(Bae, 2014). 분석결과<Table 4>, 쇼윈도

에서 방문빈도로 가는 경로(β=.280, t=2.943, p=.003)와,

부대시설에서 방문빈도(β=.281, t=3.784, p=.000) 및 체

류시간(β=.161, t=2.253, p=.004)으로 가는 3개의 직접경

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적합도의 경우 직접

경로를 모두 추가한 부분 매개모형(대안모형1)이 완전

매개모형(연구모형)에 비해 약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

다(Δχ
2
/Δdf=22/10, p<.02). 그러나 10개의 직접경로를 모

두 추가한 대안모형은 절대적합지수(χ
2
)에서는 향상되

지만, 모델의 간명성은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Bae, 2014). 따라서 VM 구성요소에서 방문빈도와

체류시간으로 가는 경로계수가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제

거한 대안모형2를 새롭게 구성하였다. 대안모형1과 대

안모형2 간의 모형적합성의 개선 정도를 검증하기 위해

Δχ
2
 difference test를 실시한 결과, <Table 4>에 제시한 바

와 같이 대안모형1이 대안모형2에 비해 적합도가 떨어

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Δχ
2
/Δdf=6.237/7, p>.30). 최종

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VM의 효과모형으로 대안모형2를

제안하고자 한다(Fig. 1).

VI. 결론 및 제언

1. 연구요약 및 이론적 공헌점

본 연구는 패스트패션 VM의 커뮤니케이션 효과에 초

점을 두고, 패스트패션 매장의 VM 구성요소가 새로움과

고급스러움이라는 점포이미지에 의해 매개되어 매장 내

체류시간 및 방문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것을 목

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패스트패션 매장의 VM 구성

요소-점포이미지-점포행동에 이르는 VM 커뮤니케이션

효과모형이 검증되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

서 리테일 환경 관련 연구에 이론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패스트패션 브랜드들이 구사하는 다

양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 중에서도 VM 전략에

중점으로 두고 VM 속성의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규명

하였다. 패스트패션 브랜드는 최신 유행상품과 빠른 상

품회전율을 기반으로 다양성과 새로움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가격은 저렴하지만 명품에 뒤지지 않는 고급스

러운 이미지를 표방하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VM 요소를 전략적으로 활용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패스트패션 브랜드의 VM

효과모형을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현 패션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패스트패션 브

랜드의 VM 전략의 메커니즘과 그 효용성을 이론적으

로 규명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매장의 체류시간과 방문빈도에 영향

을 주는 VM 속성의 직 ·간접경로를 규명함으로써 점

포이미지의 부분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VM 구성요소

중 쇼윈도와 부대시설은 새로움을 거친 간접경로 외에

직접적으로 방문빈도 또는 체류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품구성, 레이아웃과 사이니

지는 고급스러움을 거친 간접경로만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VM 구성요소가 방문빈도 및 체류시간

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점포의 새로움과 고급스러움

지각이 부분 매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본 연구는 결과변수로 체류시간과 방문빈도를

도입함으로써 패스트패션 브랜드의 VM 활동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VM 관련 선행연구에서

주로 사용된 구매의도나 점포충성은 VM 전략보다 오히

려 제품이나 점포서비스 특성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

다. 반면, 본 연구는 VM의 효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

명하기 위해 얼마나 오래 머무르는지 또는 얼마나 자주

방문하는지의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연구결과의 구체적

적용점을 찾고자 하였다.

2.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는 패스트패션 실무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첫째, 패스트패션 브랜

드는 쇼윈도와 부대시설 요소를 통해 매장의 변화와 다

양성 즉, 신선함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고객의

매장 방문빈도를 높이고 매장 내 체류시간을 늘릴 수 있

을 것이다. 쇼윈도는 매장이 고객과 만나는 초두 접점

이자 다양한 매장들 간의 점두 경쟁의 장소이다. 따라서

패스트패션 매장은 마네킹, 조명, 소품, 색채 등 쇼윈도

의 시각적 요소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신상품의 컨셉을

부각시킴으로써 새로운 상품들이 업데이트되었음을 전

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대형 가두점이 밀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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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상권의 경우, 경쟁 SPA 브랜드들이 서로 근접하게

위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타 경쟁브랜드와 차별화

된 획기적인 쇼윈도 디스플레이 연출로 지나가는 유동

인구의 시선을 유인하면서 매장의 신선함을 유지하는

전략도 필요할 것이다.

부대시설 역시 매장의 신선함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

소이다. 피팅룸과 같은 부대시설은 공간구성이라는 측

면에서 레이아웃과 연결된 속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레

이아웃이 매장의 고급스러운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피팅룸은 신선한 이미지의 영향요인이다. 즉, 매장

Table 4. Test of mediating effect

Path

Research model Alternative model1 Alternative model2

Standardized

coefficient
S.E t

Standardized

coefficient
S.E t

Standardized

coefficient
S.E t

Show window → Newness .505 .084 6.673*** .491 .085 6.385*** .494 .084 6.479***

Show window → Prestige .035 .100 .469*** .033 .101 .446*** .036 .100 .488***

Store layout → Newness −.011 .060 −.158*** −.001 .061 −.013*** −.003 .060 −.037***

Store layout → Prestige .163 .079 2.208*** .164 .079 2.222*** .162 .079 2.207***

Facilities → Newness .275 .053 4.472*** .251 .053 4.015*** .248 .052 3.998***

Facilities → Prestige −.046 .066 −.725*** −.048 .066 −.755*** −.046 .066 −.723***

M. Display → Newness .088 .089 1.018*** .079 .090 .892*** .080 .090 .898***

M. Display → Prestige .212 .118 2.249*** .213 .118 2.257*** .211 .118 2.238***

Signage → Newness .055 .074 .818*** .064 .075 .930*** .069 .076 1.014***

Signage → Prestige .219 .099 3.012*** .220 .066 3.021*** .219 .099 3.019***

Newness → Time spent .492 .062 8.267*** .327 .091 3.821*** .400 .071 5.979***

Newness → Visit frequency .479 .066 8.000*** .196 .095 2.294*** .226 .096 2.631***

Prestige → Time spent .138 .044 2.685*** .135 .049 2.360*** .138 .044 2.677***

Prestige → Visit frequency .085 .047 1.623*** .091 .052 1.578*** .055 .048 1.036***

Show window → Time spent .103 .108 1.109***

Show window →

Visit frequency
.280 .117 2.943*** .175 .102 2.123***

Store layout → Time spent −.058 .071 −.761***

Store layout →

Visit frequency
−.100 .076 −1.284***

Facilities → Time spent .161 .064 2.253*** .136 .059 2.059***

Facilities → Visit frequency .281 .070 3.784*** .226 .064 3.345***

M. Display → Time spent −.026 .105 −.263***

M. Display → Visit frequency .025 .112 .255***

Signage → Time spent .049 .058 .651***

Signage → Visit frequency −.110 .095 −1.423***

χ
2

762.116 739.660 745.897

df 300 290 297

GFI .872 .876 .875

CFI .928 .930 .930

RMSEA .064 .064 .063

 Δχ
2
 difference test Δχ

2
/Δdf=22.456/10 (p<.02) Δχ

2
/Δdf=6.237/7 (p>.30)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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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동선의 중간중간에 설치되어 있는 피팅룸은 다양한

최신의 스타일을 착용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고객들

에게 물리적 기능의 공간인 아니라 심리적 체험의 공간

으로 인지되고 있었다. 따라서 SPA 브랜드들은 소비자

들에게 신상품에 대한 충분한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편안하고 안락한 피팅룸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매장

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체험욕구를 높일 수 있도록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스마트 미러, SNS 연동 등과 같이 IT

요소가 결합된 스마트 피팅룸의 도입도 고려해 볼 수 있

을 것이다.

둘째, 최신 트렌드를 수반한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매

장의 이미지는 고객이 매장에 머무는 시간을 증대시키

고 있어, 궁극적으로 판매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

다. 패스트패션 리테일러들은 동선계획, 상품디스플레

이, 사이니지 등을 통해 매장의 고급스러움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점포의 효율적 레이아웃을 통해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매장의 구석구석까지 다니면서 가

능한 많은 상품들을 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

다. 그러나 복잡한 미로동선을 이용해 단순하게 고객의

이동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

적인 매장컨셉이 잘 드러나도록 조닝구성이 이루어질

때 고객들은 고급스럽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고급스러움에 대한 인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다른 VM 속성이 상품디스플레이다. 상품진열이 이루

어지는 공간은 실제 고객의 구매가 결정되는 핵심적인

장소이다. 명확한 상품분류, 사이즈 배열, 칼라배열 등의

방법을 통해 상품의 가치와 매장서비스의 품격을 높이

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미디어에서 셀러브리티(celebrity)

들에 의해 자주 노출되는 그리고 패션성을 전달해 줄 수

있는 히어로 제품(hero pieces)들을 잘 부각시키는 스토

리텔링을 통해(Barnes & Lea-Greenwood, 2010) 매장의

고급스러움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사이니지는 매장시설, 상품특징, 촉진활동 등 매장 내

쇼핑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고객에게 전달하고 고객

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패스트패션 브랜드는 사

이니지를 이용하여 상품정보(e.g., 단독전개상품, 패션스

토리 등)의 전달력을 높이고 점포시설의 이용용이성을

증대시킴으로써 매장의 품격을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

이다. 또한 사이니지가 제공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

이니지가 표현되는 방법 즉, 사이니지의 디자인이나 컬

러, 소재 등에서의 통일감도 매장을 세련된 공간으로 업

그레이드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제언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에도 불구

Fig. 1. Structural model of VM communication effect (Alternative mode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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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연구의 한계에 따른 향

후 연구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는 패스트패션 브랜드군을 중심으로 VM의 커뮤니케이

션 효과모형을 살펴보았지만, 브랜드군을 달리 했을 경

우 동일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즉, 패스트패션

에서는 점포이미지 즉, 새로움과 고급스러움 중에서 새

로움이 체류시간이나 방문빈도에 더 중요한 속성이었

지만, 럭셔리 브랜드나 매스티지 브랜드에서는 다른 결

과를 보일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 브랜드군에 따른 비

교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유용한 연구가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패스트패션 브랜드를 구분

해서 다루고 있지 않지만, 실제 패스트패션 브랜드는 디

자인 측면에서 좀 더 트렌디한 브랜드군(e.g., Zara, H&M,

포에버21)과 베이직한 브랜드군(e.g., 유니클로, 갭)으로

분류될 수 있다(Caro & Martínez-de-Albéniz, 2015). 이러

한 패스트패션 브랜드 유형에 따라 매장 역시 다른 특

징을 보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적 상황에서 국내

패스트패션과 글로벌 패스트패션 간에도 VM 전략에서

서로 다른 특징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에

는 다양한 기준에 근거하여 패스트패션 브랜드를 유형

화하고 이에 따른 VM 커뮤니케이션 효과모형의 차이를

규명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회상에 기반한 설문조사

를 수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따라서 기억 오류에 의

해 발생하는 길이나 숫자를 줄이기 위해 체류시간과 방

문빈도에 대한 측정을 객관적 수치보다는 주관적 행동

경향으로 측정하였다. 그러나 이것 역시 주관적 편차 때

문에 정확한 고객행동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참가자들에게 최근 방문한 패스트패션

매장을 선택하여 응답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같은 브랜드

라도 지역에 따라 매장의 속성에서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응답 내용의 타당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방법에 있어서 보완이 요구된다. 예

를 들어, 3D Modeling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실사에

가까운 매장의 인테리어와 익스테리어를 구성한 후 실

험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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