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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Store’s VMD from the Perceptive of

Donald A. Norman’s Emotional Design

Hae-Young, Seo

Advisor: Prof. Gab-Geun Yoon, Ph.D.

Department of Design

Design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Store’s VMD displayed various design to satisfy purchase desire according to

changes of atomized life-style. It is important part for Design access method

that analyze customer need and apply to VMD.

Store's VMD is a tool of marketing strategy for customer need, efficiency of

business management, maximization of profits, and is a important part of

emotional design. Personnel concerned with VMD at store may investigate with

design way to catch customer's gaze and mind. In catching human's mind it

may be an important part to know human's desire and emotion and to

stimulate human's brain.

In particular, it will be more effective design to use knowhow about human's

brain in VMD display.

A chance to search emotional design really was the Donald Norman's book,

『Emotional Design』. Donald Norman insisted 'third dimension of brain action'.

He performed joint work with fellow professors at northwestern university.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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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joint work, he proposed that human's attributes are caused in different 3

dimension of brain in emotion research.

When the viewpoint about his emotional third dimension was applied to store,

first, customer's impulse buying or purchasing desire may happen more. Second,

this research was progressed with researcher's hypothesis that store's VMD is

more systematic to express store image and composition and to divide goods.

This viewpoint will have a lot of sympathies to director who express VMD

on the spot. So, I tried to reinterpret Donald Norman's emotion third dimension.

This reinterpretation is about store inside composition with his sight. First,

instinctive design is awareness stage related to external form. And I could

know that color is an important variable at VMD store by case study.

In behavioral design, action itself is entirely important, and the 'Function'

that can cause behavior is the most important. Behavioral design understands

and satisfies customer focusing on customer's desire, and Behavioral design get

to know that correct feedback is important factor.

Retrospective design is comprehensive extent. This area includes facts which

mean everything connected with flowing of general culture, product and product

use. Sensual experience by merchandising or store atmosphere in store is linked

to dimension of hedonic value.

Therefore, store's VMD applying with Donald Norman's emotional third

dimension is able to give brand concept effectively and establish brand value. In

particular, store's VMD that apply Donald Norman's emotional third dimension

is emotional design component that can make effect on customer's buying

behavior.

If We applied Donald Norman's theory to store's VMD, we will experience

positive aspects to have company's generating profit and effective emotional

design development. I assert that first of all, customers are moved from

stimulating customer's emotion richly and the emotion may offer customers

happ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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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목적 및 배경

현대에 이르러 급속한 첨단산업과 경제 발전으로 인해 현대인의 생활수준이 향

상됨에 따라 매장에서의 구매욕구 충족을 위한 보다 다양한 디자인이 선보였다. 사

회 전반의 변화는 인간의 라이프스타일 또한 세분화되고 다양함에 따라 고객의 요

구를 분석하여 매장 VMD에 반영하고자 디자인 접근 방법이 중요한 부분으로 발

전되어 왔다. 이는 고객의 요구 형태와 기업 경영의 효율화와 수익의 극대화라는

마케팅 전략을 위한 도구로써도 감성 디자인의 중요성은 부각되고 있는 현실이다.

매장에서 VMD에 관련된 종사자는 ‘모든 고객의 마음을 끄는 디자인 방법’에 대

해서 탐색할 것이다.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것은 인간의 감정과 감성이며 더

세부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파헤친다면, 그것은 두뇌의 작용일 것이다.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인지적인 요소와 감성적인 요소로 구분된다. 인지적

인 것은 의미에, 감성적인 것은 가치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인간은 감성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감성 상태가 인간의 생각하는 방식을

부정적이든 긍정적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감정, 성격, 개인성은 모든 인간에게 있어

서 서로 다르게 작용하며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영역에서는 더욱 다르게 작용한다.

그리고 개인성은 가변적이며, 다중 적이라 할 수 있다.

VMD 연출에 있어서 인간의 두뇌에 관한 지식을 이용한다면 좀 더 효율적인 디

자인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감성디자인에 대해 본격적으로 탐색하게 된 계기는

선행 연구 조성주 외2명(2013)「의식을 포함하는 감성디자인 사례 연구」, 도널드

노먼의 저서 『감성디자인』이었다.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감성과 감정에 대한 접근

을 매슬로우의 욕구이론으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도널드

노먼과 동료 교수들과 공동으로 수행한 감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두뇌의 생물적 기

원을 반영하여 ‘두뇌 작용의 3단계’ 에서 인간의 속성들이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앞

의 이론을 매장에서 적용했을 때, 첫째, 고객의 구매충동이나 구매행동, 구매욕구가

일어날 것이다. 둘째, 매장 이미지의 표현과 구성 그리고 상품을 구분하는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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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체계적일 것이다. 이러한 점은 현장에서의 실무자에게 많은 공감이 될 것이다.

연구자는 매슬로우의 욕구이론과 노먼의 3차원 감성 디자인에 대해 비교 분석한

결과 노먼의 감성디자인에 대해 매력을 느꼈으며, 매장에서 VMD 연출을 노먼의

감성 3차원의 요소를 적용시킨다면, 매장을 표현하고 구성하고 있는 상품을 구분하

는데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적합한 이론이라고 사료된다. 특히 고객과 VMD 간

의 효과적인 감성적인 자극과 매장을 연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노먼의 감성 3차원

을 적용시켰을 때, 브랜드의 컨셉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브랜드 가치 확

립에 주요한 감성적 디자인 요소이기도 하지만, 구매 행동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자의 예상이다.

이러한 감성디자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감성디자인 프로세스에 관한 선

행 연구로는 김영순(2008), 이경아(2011), 이경아․나건(2013)이며, 감성적 소비가치

에 관한 연구 사례로는 박재환(2008), 윤재호(2014) 등으로 감성의 다양한 형태로

연구는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 선행연구에서 VMD 관해 노먼의 이론을 적용시킨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둔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와 국외의 매장

에서 VMD 사례를 노먼의 감성 3차원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적용하여 표현하는 점

과 노먼의 감성 3차원이 성공적인 디자인 요소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데 있다.

2. 연구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매장의 VMD에 있어서 도널드 노먼의 감성표현 사례 연구로 노먼의

시각과 분석의 틀을 기본으로 하여 매장의 내부 구성 사례를 감성 3차원의 관점으

로 연구하고자 한다. 도널드 노먼의 감성 3차원은 인간의 두뇌를 근거로 사용자 중

심의 디자인의 차원으로 기술했다. 이러한 그의 이론은 고객의 심리를 자극하는 구

매 충동, 구매 행동, 구매 욕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를 위하여 1장에서는 연구목적과 연구범위와 방법을 제시한다.

연구범위와 방법은 VMD에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 및 선행연구 그리고 노먼의 저

서『디자인과 인간심리』,『감성 디자인』,『미래 세상의 디자인』을 토대로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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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디자인에 대한 개념을 고찰한다.

2장에서는 이론적 고찰로 VMD의 개념, VMD 전개의 효과, VMD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를 고찰함으로써, VMD를 이해한다. 또한 VMD가 연출된 매장의 감성디

자인, 고객의 라이프스타일, 감성과 소비, 감성과 경험에 대해서 고찰한다.

3장에서는 도널드 노먼의 시각과 분석의 틀을 바탕으로 고객의 광고 전략에 초

점을 맞춘 선행연구와 쇼 윈도우에서 노먼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사례를 선정하

여 해석한다.

4장에서는 도널드 노먼의 본능적, 행동적, 회고적 디자인의 분석 틀을 매장 내부

구성에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사례들을 선정한 후, 적용시켜 해석함으로써 VMD의

성공적인 연출을 부각시킨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위와 같은 연구 결과로 현장 실무자나 후학들이 도널드

노먼의 감성 3차원에 대한 관심과 다른 분야에서도 적용의 정도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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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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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VMD의 이론적 고찰

1. VMD의 이해

1) VMD의 도입 및 개념

  VMD(Visual Merchandising)는 연출과 전시를 통해 고객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여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판매 방법이다. 판매 매장에서 고객에게 디스플

레이, 광고, 프로모션 등을 통해 기업과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게 시각화하

여 상품을 보기 쉽고 선택하기 편하게 분류하기 쉬운 총체적 시각표현의 연출

(Total Visual Presentation)이며, 판매 전략이다. VMD는 마케팅 전략에서 핵심적

인 요인으로 부각되면서 중요한 요인으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고용식(2000)은 VMD의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Visual Merchandising, 197

6』이라는 저서를 미국 소매업협회가 출판했을 때부터 라고 논지했다. 그 당시 블

루밍데일(Blooming Dale) 백화점은 차별화 된 전략의 일환으로 극장의 개념을 도

입하여 VMD의 개념을 추진하였다. 1979년 4월, 뉴욕 타임지 기사에서는 이를

“VMD는 무서우리만큼 숨 가쁜 판매경쟁 시대에 있어서 살아남기 위한 최 중점

전략”이라고 기사화 했다. 이를 계기로 일본에서 VMD에 대한 정의는 장식성만을

단편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특성과 가치를 시각적 공감의 장으로 제안

하는 ‘머천다이징 프리젠테이센 시스템(Merchandising Presentation System)’으로

정의하였고, 한국은 상품판매에 도움을 주는 관련행사 및 계절감 등으로 고객에게

시각적 전달을 통하여 매장의 수준을 높이고 환경의 효과적인 연출관리로 정의했

다. 미국에서 Visual Merchandising의 약자로 VM으로 소통하고 있으나, 일본을 통

해 국내에 전해지면서 VMD로 불리게 됐다. 전반적으로 VMD로 소통하고 있어서

연구자 또한 VM로 알고 있지만, 본 연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VMD로 사용을

하고자 한다.

그런데 VMD와 디스플레이를 혼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 차이를 살펴보면 먼저

디스플레이는 미적 감각을 통해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상업적인 목적과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상업적인

목적은 상품의 판매를 위해 상품의 특징과 성격을 효과적으로 나타내어 판매 공간

에 진열함으로써, 고객의 구매 의욕을 돋구어 판매에 이르도록 하는 판매 촉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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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백화점, 전문점, 소매점, 할인점, 기업의 쇼룸 등)와 대상물을

목적에 따라 대중에게 시각적으로 알리고 선전하는 행위인 비상업적인(박람회, 전

시회, 역사관 등) 경우인 2가지로 나뉜다(심낙훈, 1997).

.1)

그러나 VMD는 주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며, 기업(브랜드)의 독창성과 타

경쟁점과의 차별화를 위해 독특한 이미지를 만들고, 시각적 요소와 상품(MD)을 효

과적으로 구성해 상품판매의 효율을 높이는 전략 기법이라는 점에서 디스플레이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즉, 디스플레이는 미적인 관점에서 상품을 아름답게 보여주

기 위해 판매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하나의 기능이라면, VMD는 기업이 지향하는

브랜드 이미지를 전문적으로 구체화시켜 원활한 마케팅 활동을 목적으로 상품을

기획단계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모든 업무를 포괄하여 운용하는 전략이라

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품을 두고 비교한다면, VMD은 어떤 상품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 디스플레이는 준비되어 있는 상품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라고 말

하면 표현이 적절하다.

1) http://www.fashionnetkorea.com/fashiondb/old-ok, 패션 VM의 A to Z, p.2

<표-1> VMD의 년대별 변화 

http://www.fashionnetkorea.com/fashiondb/old-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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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정초(2016). 「스포츠 패션 매장의 VMD요소가 고객태도 및 상품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
동명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1

연 구 자 년 도 연 구 내 용

박세풍 2001

매장이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팔기 위하여 광고, 디스플레
이, 특별행사, 상품기획 및 판매 등의 팀워크를 통해 고객에게 
매장과 구성 상품을 효과적으로 연출, 제시하는 제반활동과 고객
의 구매동기를 자극하는 판매 촉진의 일환으로서 매장의 이미지
와 상품의 정보에 대한 시각적인 표현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유신영 2003

전달기술로의 시각과 상품화 계획 또는 효과적 판매촉진책을 조
합한 말로써, 매장 구성의 기본이 되는 상품계획과 매장환경으로 
인테리어, 디스플레이, 판촉 접객 서비스 등 제반요소를 시각적
으로 구체적인 이미지를 고객에게 인식시키는 표현 전략을 말한
다

이소은, 임숙자 2008
시각적 요소와 상품을 효과적으로 구성하여 점포 전체를 통해 
기업과 브랜드 이미지를 고객에게 전달하고 상품 판매의 효율을 
높이는 점포 연출이다

이소은 2008
머천다이징을 판매 현장에서 시각화하여, 고객에게 기업과 브랜
드 이미지를 매장과 디스플레이, 광고, 프로모션 등을 통해 하나
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고객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여 
구매로 연결되게 하는 판매 전략이다

이호정 2008
기획 단계부터 구매 단계까지 최종 고객에게 판매하기 위해 상
품을 어떻게 어필시켜야 하는 지를 비주얼을 통해서 표현하는 
활동이다

장희영 2012
디스플레이 기능의 통합이자 전체 디자인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으며, 점포와 상품의 이미지 제고, 즐거운 쇼핑 분위기 제공, 
효율적인 매장 구성, 판매 효율 향상, 차별화의 전략으로의 활용 
등을 위한 시각적 커뮤니케이션 도구이다

조문정 2014

상품의 시각적, 효과적, 감각적으로 연출하여 고객의 구매의욕을 
높이는 전략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VMD는 매장 구성 중의 기
본인 매장환경을 인테리어, 디스플레이, 조명, 소도구 연출, 편한 
피팅룸배치 등 여러 요소들을 통해 이미지화하여 고객에게 전달
하는 표현 전략이자 타 경쟁사와의 차별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유통의 전 과정에서 사용되는 시각적인 요소들을 의미한다

<표-2> VMD의 개념(정초(2016)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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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VMD는 디스플레이와 인테리어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점포의 이미지

를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뜻한다. VMD는 고객의

구매심리를 파악하여 판매와 선택 그리고 구매하기 쉬운 판매 환경을 제공하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상품과 인테리어, 디스플레이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3가지 축이 연결되어 하나의 이미지화 될 때 성공적인 VMD라 할 수 있다.3)

4)

매장에서 상품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가치를 고객에게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이

를 통해 고객은 상품뿐만 아니라 상품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만족을 구매할 수 있

는 VMD 체계라 할 수 있다.

2) VMD 전개의 효과

 VMD의 효과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매장에서 판매가 잘 될 수 있도

록 상품이 매력적으로 연출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판매자와 고객, 판매자와 기획

자 간의 상호소통이 잘 이루어진다. 셋째, 판매환경의 서비스 개선으로 고객이 만

족해한다. 이를 위해 기업은 기획부터 판매까지 고객에게 효율적인 제공을 위해서

상품기획자는 다음과 같이 <표-4, 상품 제안을 위한 5W․2H> 제안하는 것은 상

품이 고객까지 전달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3) 이소은(2007). 「의류 점포의 VMD와 브랜드 인지도에 따른 구조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7

4) Ibid, p.7

<표-3> 성공적인 VMD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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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러한 상품 제안 과정을 세부적으로 논지하자면, 먼저 상품 구성에 있어서 연령,

라이프스타일, 마인드, 취미 등을 고려하여 누구에게 팔 것인가에 대한 대상 고객을

선정한다. 또한 상품테마, 라이프스타일, 시즌, 이벤트 소개 등 어떠한 컨셉으로 전

개할 것인가에 대해 판촉 전략을 계획한다. 그리고 대상 고객과 컨셉에 맞는 영업

전략에 적절한 상품을 선택한 후에 상품 특성상 판매 적기 일정을 선정하고 고객의

라이프 사이클을 분석하여 일정을 잡는다. 그리고 대상 고객의 동선에서 가장 접근

성이 좋은 쇼윈도, 스테이지, 행거 및 선반 등 적당한 장소를 선택하여 전개한다.

영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시장조사를 한 후에 판매량을 추측하고 적정재고와

원활한 공급을 위한 판매정책을 세운다. 마지막으로 고객의 접근성을 위해 정해진

장소에 다양한 상품 진열의 방법을 제안하는 것으로 5W․2H의 과정이 마무리 된다.

다음은 VMD 전개의 기본을 살펴보면 다음 <표-5>와 같다.

5) http://www.fashionnetkorea.com/fashiondb/old-ok, 패션 VM의 A to Z, p.61

<표-4> 상품 제안을 위한 5W․2H 

http://www.fashionnetkorea.com/fashiondb/old-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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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VP(Visual Presentation)는 전체 이미지를 연출하는 공간으로 트렌드 제시, 화

제, 이벤트, 테마컬러 적용, 연간계획에 의한 연출, 조명연출 효과, 오브제 및 마네

킹의 연출효과를 통한 시즌의 주력상품을 선정하는 등 연출테마를 종합적으로 표

현함으로 브랜드와 상품의 이미지를 높인다.

PP(Point of Presentation)는 집기내의 상품 정보와 서비스를 보여주는 공간으로

집기, 선반 상부나 작은 테이블 등이 이용된다. 또한 고객의 시선에 주목성을 주어

좀 더 오랫동안 매장 안에 머물면서 고객의 구매 욕구를 충족시켜 판매와 연결시

키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 PP는 디자인, 스타일, 컬러, 패턴 등 특징이 비슷한 상품

끼리 그룹 핑하여 좀 더 효과적인 코디네이터로 상품진열 계획의 포인트를 제안하

여 판매를 유도한다. 그리고 매장 안에서 고객이 자연스레 닿을 수 있는 선반 위,

벽면 상단의 중심부, 벽면을 활용한 다양한 공간에서 표현이 가능하다.

IP(Item Presentation)는 실제 구매가 이루어지는 요소로 선반, 행거, 집기 내부

등에 상품을 진열할 수 있고 이미지보다는 상품 쪽에 더 비중을 둔다. 상품의 분

6) http://www.fashionnetkorea.com/fashiondb/old-ok, 패션 VM의 A to Z, p.68

<표-5> VMD 전개의 기본 

http://www.fashionnetkorea.com/fashiondb/old-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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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정리, 제안 방법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상품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야 하며, 컬러배열, 수직진열, 사이즈배열, 스타일 분류, 소재 분류 등 이러한 진열

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현황은 아이템별 진열보다는 컬러별 진열을 선호하

고 있으며, 고객이 고르기 쉽게 컬러, 사이즈 등 고객의 관점에서 정리한다.

3) VMD의 선행연구

VMD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이소은(2007)은 VMD의 구성요소와 VMD 현황조사,

VMD와 의복구매 행동으로 나누였으나, 선행연구에서 VMD의 구성요소와 의복구

매 행동에서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서 평가 속성에 대한 명확한 분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자는 VMD 효과와 VMD 마케팅으로 나누어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VMD 효과에서 박성아(2007)은 매장디자인에서 VMD은 제품을 돋보이게

연출할 뿐만 아니라, 브랜드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잘 표현해주어 매출과 직결되

므로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VMD라고 주장했다. 이소은․임숙자(2008)는

VMD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변인들로 브랜드 이미지, 감정반응, 브랜드 태도, 구매

의도를 선정하여 VMD의 이미지 수준과 브랜드 인지도 수준에 따른 감정반응, 브

랜드 태도, 구매 의도의 차이를 통해 VMD의 효과 및 중요성을 검증하였다. 김은

영(2010)은 Fun이미지의 윈도우 디스플레이에서 고객들이 두드러지게 지각한

VMD 요소임을 제시하면서 AIDAM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 VMD의 중요

성을 부각시켰다. 박민정․이소은(2011)은 VMD 구성요인 중 SPA브랜드의 점포

이미지 형성에 기여한 구성 요소로 연출과 레이아웃 및 동선이 가장 중요한 요인

이며, 연출 요인의 하위 요인으로 집기와 인테리어 VP/PP, 쇼윈도우, 코디네이터

순이다.

이러한 결과는 SPA브랜드의 매출 증가와 점포 이미지 형성을 위해 적합한

VMD 구성요인 운용 방안, 실제적인 VMD 평가를 바탕으로 VMD 활용을 위한 실

증적인 자료를 제시했다. 강유진․이미아․김현숙(2013)은 SPA 매장의 VMD 구성

요소가 매장의 참신성과 고급스러운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 VMD의 효과

와 연출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김나연(2017)은 기존이 시각적인 소구효과에만 머무

르고 있던 VMD의 기능에 프로젝션 맵핑을 적용한 인터랙티브 디자인 효과를 도

입하여 고객에게 브랜드의 정보와 제품의 정보를 통한 체험공간을 제공하는 VMD

기능에 VMD 효과성과 기능요인을 새롭게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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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박성아(2007). 「비주얼 머천다이징에서의 효과적인 전략 및 표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 이소은, 임숙자(2008). 「VMD 효과에 관한 연구」, 服飾文化硏究, Vol.16 No.5
9) 김은영(2010). 「패션점포의 윈도우 디스플레이 VMD 요소가 AIDMA에 미치는 효과」,
한국생활과학회 학술대회, Vol. No

10) 박민정․이소은(2011). 「VMD 구성요소와 브랜드 점포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Vol.17 No.3 

11) 강유진․이미아․김현숙(2013). 「SPA매장의 VMD 효과 연구」,
한국고객학회 학술대회, Vol.2013 No.5

12) 김나연(2017). 「패션 VMD의 Interactive Merchandising (IMD)효과성 분석에 관한 연구 :
프로젝션 맵핑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연 구 자 년 도 연 구 내 용

박성아7) 2007
브랜드를 표현하고 경영의 효율을 높이는 공간을 구성하는데 
VMD 전략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검증하
여 VMD의 중요성을 주장함

이소은 ․ 임숙자8) 2008
20대 여대생을 대상으로 의류 점포의 VMD 특성을 고려하여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와 브랜드 이미지에 
VMD가 미치는 영향을 통해 VMD의 효과를 측정함

김은영9) 2010
20～30대 영캐쥬얼 패션점포의 윈도우 디스플레이를 중심으
로 고객이 지각한 이미지, 점포태도인 AIDMA에 영향을 주
는 VMD의 결정적인 요소에 관한 연구 

 박민정․이소은10) 2011 SPA 브랜드의 매출 증가와 점포 이미지 형성을 위해 적합한 
VMD 구성요인 운용과 차별화 전략의 필요성을 시사

강유진 ․ 이미아 ․ 
김현숙11) 2013

쇼윈도우 연출은 SPA 매장의 참신성과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인해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뿐만 아니라 현재 SPA 매장의 
쇼윈도우 연출의 효과에 대한 연구

김나연12) 2017
VMD의 인터랙티브 머천다이징 효과성의 유․무에 따른 감정
반응.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태도의 차이와 브랜드 기억효과
와 구매의도의 차이를 검증을 하여, VMD 효과는 고객과 제
품의 관계 형성에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함

<표-6> VMD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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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VMD로 인한 구매 행동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유승희․김주연․황용섭

(2012)은 패션마케팅과 VMD의 관계를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VMD가 기업의 마

케팅에 어떠한 실질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지 실제 사례를 근거로 연구한 결과

VMD가 단순한 판매촉진의 도구를 넘어서 고객과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이

끌어 내는 데 성공적이라고 한다.

조문경(2014) VMD 요소들이 브랜드 이미지 및 브랜드 이미지 메이킹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 밝혔다. 양숙경(2014)은 남성복 브랜드 VMD 실태조사 및 VMD가 구

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분석하였다. 김현주(2015)은 점포충성도에 영향을 주

는 VMD 요소는 주요한 변인이며, 매장환경, 매장구성, 공간 및 시설, 상품연출 순

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인다는 것을 밝혔다.

전은옥(2016)은 VMD 속성을 통해서 여성패션 제품의 구매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여성 패션매장의 VMD를 구성할 때 고객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시각적 구

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소미(2016)는 VMD의 접목은 고객으로 하여금

흥미로운 경험을 향유하도록 돕고, 고객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다.

이영숙(2016)은 스포츠 패션 매장의 VMD 요소의 유형 및 상품 표현방법, 전개

수단과 고객태도 및 상품구매 의도의 유의한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VMD

요소의 부분에서 충분한 검증 및 분석이 부족하며, 향후 연구에 VMD 요소의 유형

과 전개 수단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 구 자 년 도 연 구 내 용
유승희․김주
연․황용섭13) 2012

패션마케팅 전략으로서의 VMD가 고객의 행동적, 인지적 반응에 미
치는 영향과 실질적인 구매율의 변화를 정량적 방법을 통하여 분석함
으로써, 이들의 관계를 규명함

조문경14) 2014
VMD 요소들이 브랜드 이미지 및 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봄으로써, SPA 브랜드의 매장 이미지 메이킹이 브랜드 이미지 메
이킹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함

양숙경15) 2014
백화점에 입점 된 남성의류 브랜드의 VMD가 남성복 고객들의 구매
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상관관계를 검증하여 남성복 매장의 시각적 
구성요소들을 보완하여 활성화를 위해 방안을 모색함

김현주16) 2015 VMD 요소는 점포충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편집매장
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VMD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해야함을 시사함

<표-7> VMD 구매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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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VMD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2014년부터서는 구매행동과

구매의도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

구를 토대로 VMD에 관련된 업무와 기업은 마케팅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잘 활용

해야 할 것이다.

13) 유승희 외 2명(2012). 「브랜드 사례를 통한 패션마케팅 전략으로서 VMD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제7권 1호 통권19호

14) 조문경(2014). 「SPA브랜드 매장의 VMD가 브랜드 이미지 및 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 SPA 브랜드의 유형과 고객 의복쇼핑성향을 조절변수로」,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석사학
위논문

15) 양숙경(2014). 「남성복 브랜드 VMD 실태조사 및 VMD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6) 김현주(2015). 「패션 편집매장의 VMD가 점포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상품문화디자인학연구, Vol.40 No

17) 전은옥(2016).「대형할인점의 점포속성, 제품속성, VMD 속성이 여성패션제품의 고객 만족도
및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8) 하소미(2016).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을 통한 VMD 표현 유형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친환경 화장품 브랜드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디자인콘텐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 이영숙(2016). 「스포츠 패션 매장의 VMD 요소가 고객태도 및 상품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중국 여자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동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은옥17) 2016
대형할인점 여성패션제품의 고객 구매행동을 분석하여 그들의 (재)구
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점포속성, 제품속성, VMD 속성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하소미18)    
2016

친환경 화장품 브랜드 매장에서 VMD 표현 유형 중 시각표현으로 제
품 진열대 POP가 고객의 서비스 경험에서 구 매 의도까지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

이영숙19) 2016 중국 여자대학생들에 있어 스포츠 패션 매장의 VMD 요소와 고객태
도간의 관계, 상품구매의도간의 관계를 설문을 통하여 검증 및 분석함



- 15 -

2. 매장의 감성디자인 표현

1) 매장과 고객의 라이프스타일

매장에서의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의 성향을 이론적 고찰을 했다. 각 연구자마다

정유정, 박옥련, 하종경(2000), 유승은(2010), 김상민(2002), 조현주(2009), 김국희

(2009), 신사임(2002) 등 다양한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변수들을 규명하고

있다. 이들 변수들 중에 연구자가 생각하기에 현시대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 박

수현(2014)은 선행연구의 문항들인 여가활동지향, 합리적 소비지향, 트렌드지향, 브

랜드충성지향, 유명브랜드지향, 디지털라이프지향, 충동적 쇼핑지향20)을 도출했다.

그러나 이 중에서 브랜드충성지향, 유명브랜드지향은 일반 브랜드매장에서의 라

이프스타일 성향이라고 간주하여 제외시키고 살펴보고자 한다.

매장과 고객의 라이프스타일 성향

① 여가활동지향

여가활동지향은 정신적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용한 여가활동으로 개인의

생활양식을 풍요롭게 할 다양한 기회와 환경을 제공하고, 자아실현과 자기계발, 삶

의 질 향상, 건강 및 행복의 추구에 효과적으로 부응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하였

다(안계일, 2005). 이러한 라이프스타일은 그것을 구성하고 표현하는 주체의 행위에

따라 주체적 가치와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주체의 라이프스타일을 공유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의미와 가치를 갖는 생활의 표현 양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김미령, 2003).21)

우리나라 국민들의 여가생활이 취미·오락, 문화예술, 관광, 스포츠 등 다양한 활

동영역에서 성별·세대별·소득계층별 경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

에서「2007 국민여가활동조사」결과 발표를 하였다.22)

② 합리적 소비지향,

경기가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좋은 품질, 낮은 가격의 합리적인 소비를 지향하고

20) 박수현(2014). 「A-Land 패션편집매장 유통채널에 따른 고객 라이프스타일과 구매행동에 관
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9

21) 강현욱 외2명(2012). 「공공체육시설 참여자의 라이프스타일과 여가만족 및 생활만족도의 관
계」, 한국웰니스학회지, Vol.7 No.1, p.2, 재인용

22) http://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8772 2018.10.02. pm.13:20

http://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8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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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거품 많은 가격을 절감하고도 충분히 좋은 상품만을 찾아내는 것이 요즘 고

객들의 모습이다.23)

③ 트렌드지향은 아리스토텔레스(정치학 1235a2f)는 “인간은 천성적으로 정치적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인간은 사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으며, 사회 속에 인간은

인간 역량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사회참여와 기후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다양한 의복을 착용하고 의복의 형태 역시 변천 해 왔다. 트랜드는 보편적

으로 패션의 한 현상으로 다가올 시즌의 디자인이나 소재 또는 칼라의 동향을 나

타내는 것이다.

최유돈(2002)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의 환경적 요인과 함께 고객의 가

치관이나 라이프스타일과 같은 개인적 상호작용에 따라 전반적인 경향으로서의 메

가트렌드가 형성되며 이러한 트렌드가 반영되어 패션 현상으로 하나의 흐름을 형

성해 나타난 것이 바로 패션트렌드이다.

박소민(2002)은 패션트렌드란 다가올 시즌의 스타일 ,컬러, 소재와 같은 요소들이

사회 문화 정치 경제의 환경적 요인과 고객의 가치 및 라이프스타일과 같은 전반

적인 경향과 함께 계열에 따라 동질적 그룹에서 받아들여져 한 흐름을 형성하여

나타나는 것이라 말 할 수 있다.24) 즉, 다가올 시즌의 트렌드를 선호하는 성향으로

볼 수 있다.

④ 디지털라이프지향

DMC미디어가 2016년 한국인의 디지털 라이프스타일 유형별 특징을 분석한 8개

키워드와 5가지 유형을 발표했다.

16년 한국인의 디지털 라이프 키워드는 개성, 기능, 디지털 애착, 멀티 태스킹, 혁

신, 재미와 여가, 유행, 정보 총 8가지로, 5가지 라이프스타일은 딜라이트 모먼트

(Delight Moment), 디지털 시크(Digital Chic), 소셜 쇼오프(Social Show-off), 미들

스탠다드(Middle Standard), 포텐셜 에너지(Potential Energy) 등 5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유형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유형은 미들 스탠다드였다. 성별, 연령별로 살

23) 중앙일보, 2012.02.23
24) 박소민(2002), 「남성정장 캐주얼 트렌드의 고객 선호도 및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의류상품
기획의 방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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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면 미들 스탠다드 유형은 여성(41.8%)보다 남성(58.2%)이 많고 기혼자의 비율

이 64.4%로 미혼자(35.6%)의 약 2배에 달했다.

DMC미디어는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 디지털 디바이스와 미디어를 사용하는 이

유형은 특별한 성향이나 취향이 없는 중간자 성격을 띠는 것이 특징”이라며, “타

유형 대비 뚜렷한 특성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다수의 일반 고객을 대변한다는 점에

서 마케팅 전략을 세울 때 이들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분

석했다.25)

⑤ 충동적 쇼핑지향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현대사회에서 고객들은 물질적 재화의 소유와 소비를 통

해 심리적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며, 물질적 재화 자체를 사회적 성공과 지위의 상

징으로 생각하는 소비 지향적 물질주의 성향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서정희

허은정, 2004).

Belk(1983, 1985)는 고객이 소유 자체에 애착을 가지고 자유 재량적인 소비를 통

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물질주의라고 정의하며, 물질주의는 물질의 소유와 소비

를 행복의 주요 원천으로 간주한다고 하였다. 물질주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물질

을 소유하고 있는 양과 질을 자신의 성공 기준으로 삼으려하고, 물질의 소유가 일

상생활의 주된 관심사라고 하였다(Richins & Dawson, 1992).26) 물질은 충동구매에

있어서 가장 강하게 미치는 요인이며, 충동소비성향을 높게 나타내기도 한다.

2) 매장의 감성디자인

산업혁명 이후 대량생산의 기능적, 기술적인 제품들을 소유할 수 있게 되면서 편

리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인간은 평준화된 제품보다는 고객의 다양한 기호

를 충족시킬 만한 제품을 원하게 되면서 과학적으로 뛰어난 품질이나 성능의 제품

보다 개성적이고 감각적인 제품들을 찾게 되었다.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인간은 이

성적이고 논리적인 존재에서 기본적이면서도 기초적인 감성, 감수성을 표면화시킨

제품을 찾기 시작하였다.

25) ‘강태욱 벤처스퀘어 매니저/ 나는 어떤 유형일까’ 한국인 디지털 라이프스타일 5가지 유형,
2016년 12월 19일
http://www.venturesquare.net/740368, 2017.10.01. pm11:48

26) 복미정 서정희(2016). 「프리틴고객의 충동소비성향과 관련 변수」, 고객문제연구, 제7권 제호,
p.151

http://www.venturesquare.net/740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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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발달과 더불어 감성이 주도하는 감성사회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제 육

체적 편리함과 물질적 풍요를 이룩한 사람들은 정신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신만이 지니는 가치를 갈망하게 된 것이다. 고객들의 감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감성적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상품에 표현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될 수

있고, 남과 다른 자신의 개성이나, 취향을 나타낼 수 있으며, 정서적으로나 심리적

으로 과학적이고 물질적인 사회에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요건에 부합되

어 정신적, 물리적 최선의 제품에 만족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미적, 감성적인 반

응을 분석하여 디자인에 적용하는 것이 감성디자인이다.27)

감성이란 용어의 사전적 의미와 시대의 개념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사용되는 것

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감성이란 독일어<Sinn>이라는 단어로부터 파생된 감성적/감각적(sinnlich)이란 
형용사는 13세기 이래 확인될 수 있는데, 그 당시 “심사숙고하는”(sinning), "
사려있는"(verstandig) 혹은 “영리한”(Klug)이라는 뜻으로 통용되었다.28) 하지
만 라틴어 <sensibilitas/sensualitas>는 에크하르트(Meister Eckhart, 1260∼1328)
에 의해서 “감성"(die Sinnlichkeit)이라는 전문용어로 번역되었다. 그 이후 감
성 개념은 데카르트(Rene Descartes, 1596∼1650)와 라이프니츠(Gottkried 
Wilhelm Leibniz, 1646∼1716)를 거치면서 “외적인 지각”과 “외적인 지각을 
수반하는 쾌와 불쾌의 느낌”이라는 수용성의 측면에만 한정해서 사용되는 경
향을  띄게 되었다. 결국에 칸트(Immanuel Kant, 1724∼1804)에 이르러서 감성 
개념은 이성 개념과 엄격하게 대비되는 철학적 기본개념으로 사용되기 시작했
다. 하지만 바움가르텐(Alexander Gottlieb Baumgarten, 1714∼1762)은 이러한 
합리주의의 경향에 반대하고 감성적/감각적 인식 안에서 주관과 객관을 구분하
는 것을 문제 삼으면서 새로운 분과학문인 “감성학”(Aesthetica)을 정초했
다.29) 

다음은 칸트부터 해그베트가 내린 감성에 대한 정의와 그들의 관점에 대해서 살

펴보고자 한다.

27) 김영순(2008). 「감성디자인을 적용한 브랜드샵 계획」,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0

28) H. R. Schweizer/F. Belussi, 「“Sinnlichkeit; sinnlich”, in: Historisches Worterbuch der
Philosophie」, Band 6, Se–Sp, Basel 1995, 892∼897쪽 참조, 김기성(2013).

「권두논문:감성과 사회, 문화 그리고 도덕 -사회의 규정적 부정으로서 아름다운 감성에 관하여」,

감성연구, Vol.7 No.-, p.10, 재인용
29) op.cit., p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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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는 주관적 감정에 의해서 판단된다는 관점이고, 안데르손은 감정적 관점에서

태도가 변한다고 생각했으며, 자욘스, 콩어, 로비네트, 해그베트는 감성적 관점에서

구매를 결정한다는 관점이었다.

3) 감성 - 소비

  Westbrook et al.(1991)은 고객이 소비를 경험할 때 감정적 가치를 3가지(심미적,

상징적, 쾌락적)로 분류를 하고 소비경험으로부터 얻는 유희적 소비가치가 제품구

매와 고객의 선택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30) 홀브룩(Holbrook et al., 1982)은 고

객 행동은 주관적 기준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며 심미적 근거와 상징적 의미 및

쾌락적 반응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31) 그들이 주장한 감성적 소비가치는 다음

과 같다.

30) 윤재호(2014). 「감성적 소비가치성향과 스마트폰 사용자경험이 제품만족 및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26

31) Holbrook, M. B. and E. C. Hirschman(1982). 「“The Experiential Aspects of Consumption
: Consumer Fantasies, Felling, and Fu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9(2), pp.132∼140

연구자 정의 관점
Kant(1787) 미를 인식이 아니라 감정으로 경험

적 판정에 의해 간주된다.
주관적인감정에 의해 판단된
다.

Anderson(1974) 상황에 따라 태도가 변한다. 감정적 관점에서 변한다.

Zajonc(1980) 단순노출이나 대상에 느끼는 감정
에 의해 고객은 태도를 결정한다. 감성적측면의 중요성.

Conger(1998) 구매의사결정과정에서 감성적 동기
에 의해 구매를 결정한다. 감성적 동기.

Robinette et al.(2003)
고객의 무의식적인 욕구를 충족하
기 위해 감성적 충동이 행동과 욕
구를 연결한다고 하였다.

감성적 판단의 의존도가 높
다.

Hagtvedt et al.(2008)
고객이 제품을 소비하면서 실용적 
가치와 감성적 경험을 동시에 취한
다.

실용적, 감성적 경험.

<표 -8> 감성에 대한 정의와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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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위의 심미적 소비가치에 대해서 예를 들면, 심미적 색채의 조화에서 주는 느낌이

라든지 독특한 패턴과 디자인의 형태와의 조화 또는 은은한 향의 자극 등 이러한

오감의 감성 자극은 구매에 강력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객관주의적 심

미성은 상품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고유의 미를 공감할 수 있으며, 미적가치의 비

중을 높인다.

둘째로 상징적 소비가치에 대해서 예를 들면, 네덜란드는 중세시대에 튜율립이

부의 상징과도 같았던 시기가 있었던 것처럼 현대 소비사회에서도 명품 브렌드로

희소성이 높은 것과 고가격, 고품질의 제품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은 과시욕으로 부

와 권력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소비 욕구가 크다고 하겠다.

세 번째로 쾌락적 소비가치에 대해서 예를 들면, 감성 소비 그 자체에서 느끼는

희열은 구매과정에서 경험하는 물리적 환경에 대한 만족 예를 들어 종업원의 친절

함과 달콤한 메시지, 감성적 조명, 음악, 상쾌한 향기 등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쾌락을 추구하는 쾌락적 소비가치일 것이다.

32) 박재환(2008). 「감성적 소비가치가 스포츠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1

분 류 연 구 자  정 의 

심미적 
소비

최순화, 이민훈, 이동훈,
2002;Holbrook &
Hirshman, 1982

심미적 소비가치는 제품구매 시 제품 외관, 
디자인, 색상 등의 미적인 요소가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상징적 
소비

최순화, 이민훈, 이동훈,
2002;Holbrook &
Hirshman, 1982

상징적 소비가치는 제품구매 시 과시욕구, 타
인지향성, 자아이미지와 브랜드 이미지의 일
치성 등의 상징적 요소가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쾌락적 
소비

최순화, 이민훈, 이동훈,
2002;Holbrook &
Hirshman, 1982

쾌락적 소비가치는 제품구매 시 매장 환경의 
자극, 기분전환과 즐거움, 충동욕구 등의 오락
적 요소가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표-9> 감성적 소비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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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감성적 소비가치는 감성을 자극하는 상품의 질도 중요하지만, 보다

높은 생활의 수준과 삶의 질을 누리는 데 있다고 여긴다.

4) 감성 - 경험

감성과 경험은 상호관계로 감성은 개인의 경험에 의해서 다양하게 생성된다. 번

슈미트는 감성과 경험의 관계에 대한 논의에서 감성은 경험의 결과로서 인간의 마

음 한 부분에 느껴지는 것이라고 보는 관점이었다.

노먼(Donald Norman)도 최적의 경험은 사용자가 어떤 사물에 대해 긍정적인 감

성을 지닐 때 생긴다고 말한다. 노먼의 이모셔널 디자인(Emotional Design) 단계

중 Behavioral에 해당하는 행동적 단계는 결국 사용자의 경험을 강조한 것이다.33)

감성에 관련 이론들을 살펴보면, 매슬로우(Abraham Maslow, 행태 심리학자)의

욕구단계이론(Need Hierarchy Theory, 1943)으로 개인의 고유한 정신적 경험에 초

점을 두고 인간의 내부에 5가지 욕구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마지막 5단계

(자아실현의 욕구)는 최고의 절정으로 인간은 생활 속에서 다양한 체험을 열린 자

세를 갖는다. 이러한 자아실현의 단계는 인생의 여러 과정에서 때때로 종교적 경험

과 비슷한 강렬하고 저항할 수 없는 황홀함과 경외감을 경험한다고 한다. 이러한

경험을 매슬로우는 절정 경험(peak experience)라고 했다. 노먼은 자신의 저서 『이

모셔널 디자인(Emotional Design, 2004)』에서 디자인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디자

인의 요건은 서로 다르다고 말한다.

본능적 단계인 본능적 디자인은 어떤 제품의 초기 효과로 그 제품의 겉모습, 촉

감, 감각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행동적 단계는 제품의 사용으로 제품과 관련된 경

험에 의한 것이다. 이때 경험 자체는 기능, 성능, 사용성이라는 측면들을 가지고 있

다. 회고적 단계에서는 반성과 감정이 최대한 발휘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그리

고 조던(Patrick Jordan)의 즐거움의 4단계(The Four Pleasures, 2000)34)로 제품과

의 상호 작용의 즐거운 측면에 초점을 맞춘 정서적 모델을 제안했다. 그것은 즐거

움에 대한 4개의 모델은 개념적으로 독특한 유형의 쾌락이다.

33) 이경아(2011). 「공간디자인 감성-경험 모델과 평가 도구의 개념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68〜169

34) Designing for collaboration and communication
http://slideplayer.com/slide/6370311/

http://slideplayer.com/slide/637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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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o-pleasure은 즐거움 감각 경험과 관련된 신체적 쾌락을 의미하며,

Socio-pleasure은 사회 쾌락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말한다.

그리고 Psycho-pleasure은 제품에 대한 사람들의 감정 및 인지 반응을 말하며,

Ideo-pleasure은 이상적인 쾌락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이경아(2011)은 경험의 개념을 바탕으로 Emotion과 Experience의 관계를 위의

그림과 같이 하나의 그룹으로 연계하여 관계에 대해서 언급했다.

          이 개념도에서 Emotion은 Experience를 포함한다. Experience는 Emotion
을 일으키는 요소로서의 ‘협의의 의미’에 해당된다. 여기서의 경험은 인
간 신체의 내․외부 자극에 의해 생겨난 느낌으로 감성을 유발하는 인지적 
요인으로 이해된다. ...경험(Experience)은 생리적 혹은 육체적인 요소로 해
석되는 Physical(물리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인간은 신체적 작용으로 다
양한 대상과 함께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다. 이는 결국 Behavioral(행위적)이
라는 경험적 요인들로 얻어지는 기쁨 또는 만족감이 사물과 연관된 시공간
적 관계성(기억, 추억, 회상 등)으로 이해되는 Reflective(회고적) 요소들과
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된다. 따라서 감성(Emotion)은 인간 신체에 지각되는 
다양한 감각들의 경험적(Behavioral), 회고적(Reflective) 요소들 간의 상호작
용을 통해 형성된 경험들의 총집합이라 하겠다.

연구자 매슬로우 노 먼 조 던
이 론 5단계 욕구 이론 이모셔널 즐거움의 4단계

형 태

<표-10> 감성의 다양한 형태 

http://blog.naver.com/bathroom11/22080265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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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감성은 인간의 여러 감각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경험을 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1>감성과 경험의 관계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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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Donald A. Norman 소개

1. Donald A. Norman의 디자인 관점

 심리학자이며, 공학자인 도널드 노먼(Donald A. Norman, 1935년～ )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그의 주

요 화두였다. 그가 이룬 최고의 업적은 ‘사용자 중심 시스템 디자인’이라는 연구이

다. 현재는 노스웨스턴 대학 교수와 캘리포니아 대학(샌디에이고)의 석좌교수로 있

으면서 강연과 컨설팅, 저술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그는 1957년 MIT에서 전기

공학 및 컴퓨터 과학(Electrical Engineering and Computer Science) 학사 학위에

이어 1962년,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M.S. EECS 및 수학 심리학 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졸업 후, 하버드 대학교의 인지 연구 센터에서 연구원으로 있으면

서 대학 강의를 시작했다.

1966년 노먼은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 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심리학과 부교수로 임명되었다. 노먼은 기술자 및 컴퓨터 과학자, 실험 과학자, 수

학 심리학자로서의 새롭게 부상하는 인지 교육 과학에 대한 교육을 적용했다. 결국

노먼은 인지 과학 계열의 창립 위원장과 심리학과 의장이 되었다. 최근 그의 활동

은 인지과학(Cognitive Science)에서 사용성 공학(Usability Engineering)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또한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며 브리태니커 백과

사전의 편집진의 일원이다.

노먼의 초기 저서들은 대부분 사용성(Usability)과 인지심리학(Cognitive Psychology)

에 관한 것들이다. 그러나 우리를 똑똑하게 만드는 것들(Things That Make Us

Smart)에서 우리의 사회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논지를 펼쳤다. 특히 노먼은 많은 텔

레비전이나 박물관 전시에서 볼 수 있는 가치 없는 내용을 비판하였다. 최근에 그

는 우리가 사용하기 즐거운 경험이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디자인 혹은 마음과 정

신을 함께 엮어내는 가치를 내재한 물건과 기능을 가진 제품들을 조명하여, 그의

책 감성적인 디자인(Emotional Design : Why We Love (or Hate) Everyday

Things)에서 감성적으로 감동을 주는 제품이 기능적, 경제적으로도 우수하다는 주

장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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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먼은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제이콥 닐슨(Jakob Nielsen)과 브루스 토냐찌니

(Bruce Tognazzini)와 기업을 대상으로 사용성 컨설팅 업무를 하는 닐슨노먼그룹

(Nielson Norman Group)을 설립하여 활동했다. 그 기업의 핵심은 사용성 향상 방

법과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향상을 위한 저렴하고 빠른 방법을 통해 사용성을 알리

고 진흥하고자 하였으며, 인간 중심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강조하는 컨설팅 회사이

다.

Norman은 이 분야에서 심도 있게 연구한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그는 많은 상을

받았다. 그는 이탈리아 파두아(Padua)에 있는 파두바 대학(University of Padua)에

서 명예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2001년 그는 컴퓨터 공학 협회 (Computing

Machinery Association)의 연구원으로 선발되었으며, SIGCHI로부터 ‘종신 업적상’

을 받았고, 2006년 그는 컴퓨터 및 인지 과학 분야의 벤자민 프랭클린 메달

(Benjamin Franklin Medal of Computer and Cognitive Science)을 수상했다. 2009

년 Norman은 디자인 연구 협회의 명예 연구원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2010년까지 시걸 디자인 연구소(Segal Design Institute)의 공동 이사직을

역임했다. 뿐만 아니라 2010년부터 국책사업 WCU(World Class University) 프로

그램 지원에 따라 KAIST 산업디자인학과에 석학교수로 초빙돼 국내 강단에 서기

도 했다. 그 후, 2014년에 그는 UCSD로 돌아와 캘리포니아 텔레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기술 연구소 (California Institute for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에서 새로 설립 된 디자인 연구소(The Design Lab)의 이사가 되었

다.35) 노먼은 인간심리와 행동에 좋은 디자인을 심도 있게 연구하여 디자인 심리

분야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35) https://en.wikipedia.org/wiki/Don_Norman#Early_academics 2018.02.0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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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념적 이론

도널드 노먼이 UCSD(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심리학과 교수로 재

직하는 동안 인지심리학에 관한 탐구는 주옥같은 많은 책들이 그에 대한 결과물이

었다. 디자인 심리 분야에서 세계적 베스트셀러에 이르면서 ‘인간 중심 디자인’이

주요 화두가 되었다. 노먼은 디자인을 하거나 디자이너 입장은 아니다. 다만 그는

자신의 논문과 문헌을 통해서 디자인의 문제점을 지적해주는 조언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그의 인간 행동과 심리에 대한 좋은 디자인에 관한 대표적인 저서 중에 국내

에 알려진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의 연구는 시대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디

자인에 관한 개념이 점차적으로 정립되어가는 것을 그의 저서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의 저서로는 <회전 신호는 자동차의 얼굴 표정(Turn signals are the facial

expressions of automobiles, 1992)>, <우리를 똑똑하게 만드는 것들(Things That

Make Us Smart, 1993)>, <보이지 않는 컴퓨터(The Invisible Computer, 1998)>,

<디자인과 인간 심리(The Design of Everyday Things, 2002)>, <감성 디자인

(Emotional Design, 2004)>, <미래 세상의 디자인(The Design of Future Things,

2007)>, <복잡한 삶(Living with Complexity, 2010)>36), <심플은 정답이 아니다

(Living with Complexity, 2011) 등이다. 연구자는 위의 저서 중 디자인과 인간 심

리, 감성 디자인, 미래 세상의 디자인을 통해서 그의 개념적 이론을 파악하고자 한

다. 먼저 디자인에 관한 기본 용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용자 중심 디자인(User Centered Design, UCD)는 사용자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사용자의 한계 능력과 상황에 맞추어 디자인 프로세스를 통해 사용자
를 중심으로 사고하여 만들어 내는 인터페이스, 서비스, 제품 디자인의 철학적 접
근 방법이자 디자인 사상이다. 디자인의 각 단계에서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집중
적인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지며 최종적 단계에서의 결과물인 디자인은 인간 사용
자의 편의와 복지의 실현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를 위해 각 단계의 디자인 문
제 해결과정에서 디자이너는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어떻게 사용하게 될
지에 대한 분석과 예상을 하는 디자인 리서치를 통해 디자인을 만들어 나가게 되
는데 이때 실제의 세상에서 행해지는 실제 사용자의 행태와 환경을 이해하는 것
이 필수적이다. 다른 디자인 사상과 많은 차이점을 보이는 것은 사용자로 하여금

36) https://ko.wikipedia.org/wiki 2018,02.07, am,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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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이나 기능에 맞추어 적응하게 하거나 학습하도록 유도하기보다는 특히 사
용자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할 필요가 있는지에 따른 사용
자 인터페이스의 최적화를 통해 디자인 이상을 현실화하는 노력에 있다.37)

.사용자 경험 디자인(영어: User Experience Design, UX design)은 사용자가 제품, 
서비스 혹은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체험하는 데 있어 지각하는 것이 가능한 조직
적 상호교감적인 모델을 창조하고 개발하는 디자인의 한 분야이다. 사용자 경험 
디자인은 사용자 중심 디자인의 원리에 기반하고 있어 인간공학, 인간과 컴퓨터 
상호 작용, 정보 아키텍처, 휴먼 팩터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사용성 공학
(Usability Engineering) 분야와 많은 공통된 요소를 가지고 있다.38)

또한 사용자 경험 디자인은 다학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심리학, 인류학, 컴

퓨터 공학, 마케팅, 그래픽 디자인 및 산업 디자인 분야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먼저 『디자인과 인간 심리』에서는 생활용품의 정신 병리학, 일상 행위의 심리

학, 머릿속의 지식과 세상 속의 지식, 발견 가능성 과 피드백, 인간의 오류와 나쁜

디자인, 디자인 생각하기, 비즈니스 세계의 디자인을 다루고 있다. 결론적으로 노먼

의 주요 화두 핵심은 급격한 기술 변화의 속도에 맞추어 좋은 디자인을 하는 해결

책에 대해서 주장했다.

첫째, 그는 인간 중심 디자인(human-centered design : HCD)으로 해야 하며, 인

간의 심리학과 기술의 이해와 더불어 하는 디자인은 좋은 디자인이라 여긴다. 특히

기계로부터 인간과의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기계의 문제점이 드러날 때

인간은 그 문제를 이해하고 적절한 조처를 취한 다음 문제가 해결되므로 인간과

장치의 협동은 좋은 디자인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즉 노먼은 HCD의 디자인 철

학을 주장한다.

둘째, 위대한 디자이너는 즐거운 경험을 만들어낸다. 즉 HCD원리를 바탕으로 긍

정적인 결과로 인간의 삶을 향상시키고, 즐거움과 향유를 더하는 제품은 고객이 사

랑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셋째, 긍정심리학으로 실패 역시 긍정적인 학습 경험 정도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한 제품 개발 중에 일어난 자신의 실패에 자부심을 갖으라고 한

다. 실패는 강력한 학습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패를 하지 않는

37) https://ko.wikipedia.org/wiki
38) https://ko.wikipedia.org/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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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그것은 충분히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것이며, 창의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다

는 신호이기도 하다고 언급한다. 이와 같이 제품과 서비스 디자인은 이러한 철학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넷째, 인간 오류(human error)라는 용어를 제거하라고 말한다. 임의적이고 비인

간적인 기계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우리는 그것이 인간 오류라고 생각하지

만 그것은 디자인의 오류이다. 인간과 기계간의 상호작용은 협동으로 생각하라는 것

이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능적 피드백이 필요하다. 인간의 강점은 새로

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에서 우리가 보이는 융통성과 창의성에 있다.

다섯째, 디자인은 인간을 위한 기술개발이여야 하며, 디자인은 기술과 인간, 비즈

니스와 정치, 문화와 상업이 연결되어 있으며, 디자인의 윤리적 의무를 다해야 한

다고 주장한다.39) 인간의 행동과 심리 그리고 기계와의 상호작용 및 피드백 등 디

자인의 주요 논점을 실 사례를 열거하면서 디자인과 디자이너에게 좋은 디자인의

출발점에 대해서 자신의 철학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노먼은 『디자인과 인간 심리』에서 인간 인지와 정서에 대한 한 절을 다루었다.

그 내용은 과학적 연구의 주제였지만, 초기 단계의 미숙한 개념이었다. 그러나

『감성 디자인』에서 그는 디자인의 3가지 차원이라는 핵심어로 본능적 디자인, 행

동적 디자인, 회고적 디자인에 대해서 전개시킴으로써, 감성 디자인을 부각시켰다.

노먼은 인간이 행하는 요소를 크게 인지적 요소와 감성적인 요소로 분류하고 인

간이 감성상태에서 생각하는 방식을 바꾼다고 말한다. 긍정적 감정 상태에서는 인

간의 뇌의 처리 작용의 폭은 넓혀져 호기심을 유발하여 창의성을 일깨우는 등 두

뇌를 학습하기 좋은 유기체로 만든다. 노먼은 인간 뇌의 속성을 정보처리의 3가지

차원의 이론을 제안한다. 본능적 단계로 판단과 동시에 운동체계에 적절한 신호를

보냄으로써 시작되는 것이다. 두 번째 행동적 단계로 사용함으로써, 얻어지는 즐거

움이며, 세 번째 회고적 단계는 개인적 만족감이다. 본능적인 측면의 디자인은 주

로 인간의 감각과 감성적인 측면을 주요 초점으로 맞추어서 디자인하는 것이라면,

행동적인 측면의 디자인은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이다. 회고적 디자인은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사고 행위를 위한 디자인이다.

디자이너는 인간이 사용하기 쉬우면서 사랑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39) 도널드 노먼 저 /박창호역(2016). 『디자인과 인간 심리』, 학지사, pp.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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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본능적 행동적 회고적 측면에서 모두 만족할 만한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노먼은 『감성 디자인』을 통해서 인간의 인지활동에서부터 감정과 감성,

사용성에서부터 심미성까지 두루 아우르는 대가의 통찰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감정적인 기계와 로봇의 미래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에 대한 시사점과 윤

리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역시 인간의 감성시스템과 연결된 작동원리를 탐색하여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게 작동장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기분을 감지하고

그에 따라 반응을 하는 기계들을 개발할 수 있는 ‘감성 컴퓨팅(Affective Computing)’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기계의 발달로 인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다루었

다.40) 그는 일관성 있게 인간 중심 디자인을 바탕으로 디자인과 인간의 행동방식을

살펴봄으로써 다양한 예제와 최신 과학적 통찰력을 주목하고 있다.

  노먼의『미래 세상의 디자인』은『디자인과 인간심리』에서 인간 오류는 인간의

잘못이 아니라 기계에서 오는 오류로 언급한 내용에서 한 차원 더 높여 인간과 기

계의 공생관계의 필요성에 주목한다. 그 내용은 기계의 통제 방식, 인간과 기계의

심리학, 자연스러운 상호작용, 자동화의 역할, 기계와 소통하기, 일상용품의 미래로

엮어져 있다.

그는 기계의 통제 방식에서 사람과 기계의 심리학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한다.

주 내용이 AI의 성공적인 활용으로 컴퓨터 게임, 신용카드, 자동차, 세탁기, 전자레

인지, 디지털카메라 등 현대인의 일상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생활필수품, 소

통 등 대부분 기계들이 광범위하게 감당하고 있는 현실 상황을 말한다.

노먼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AI와 더불어 미래 AI시대를 가볍게 언급하면서 인간

의 뇌에 대한 3차원 수준의 묘사를 열거한다. 이 3차원의 수준은 먼저 본능적 수준

은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자동적이고 잠재의식적이며 생물학적 유산에 의해 결정

된다고 한다. 다음은 행동적 수준은 대체적으로 잠재의식적이지만 학습된 기술의

집이다. 이 수준에서는 우리 행동을 일으키고 제어가 가능하다. 또한 이 수준에서

중요한 기여는 우리 행위의 결과에 대한 기대를 다룬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회고적 수준은 뇌의 의식적이고 자각적인 부분이며, 자아와 자기 이

미지의 집이다. 이 수준은 우리의 과거와 우리가 일어나기를 희망하거나 두려워하

는 미래 전망의 환상을 분석한다. 이렇듯 3차원의 수준을 연구하고 노먼은 이와 같

은 감정 상태를 기계에 만들어 넣는다면 기계는 예측하는 능력이 한층 강력해질

40) 도널드 노먼 저/박경욱, 이영수, 최동성 공역(2006). 『감성 디자인』, 학지사, pp.3～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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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말한다. 노먼은 똑똑한 기계의 등장이 디자이너들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

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과거에 우리는 단지 기계를 사용하기만 하였다. 그러

나 AI시대의 기계는 우리의 협력자, 보조자로서 협력관계에 있는 일이 더 많을 것

이라고 주장한다.41)

『디자인과 인간의 심리』에서 노먼은 감정보다는 유용성, 사용성, 기능, 형태에 대

해서 논리적으로 언급했다. 그는『감성디자인』과 『미래 세상의 디자인』에서 인간

의 뇌에 대한 이해와 감정과 인식에 대한 이해에 대해 과학적 진보가 있었다고 여

긴다.

3. 노먼의 감성표현에 관한 사례

노먼은 감성에 관한 연구에서, 인간의 속성들이 두뇌의 서로 다른 3가지 차원에

서 비롯하였다는 이론을 제안했다. 이 두뇌의 3가지 차원은 생물적 기원에 근거한

다. 인간의 두뇌는 “자동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미리 프로그래밍된 본능적인 차원,

일상생활의 행동을 제어하는 두뇌 활동으로서 행동적인 차원, 그리고 두뇌의 명상

적인 부분 즉 회고적 차원”42)으로 나누었다.

이렇듯 노먼이 분류한 3가지 차원의 감성표현을 그의 저서를 통해서 개념을 이

해하고, 박연실(2008)의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박연실(2008) 선

행 연구의 이미지는 고객의 광고 전략을 수립할 때 고객의 구매 의사결정과 관련

된 이미지의 본보기이며, 연구자가 제시한 쇼 윈도우 디스플레이는 도널드 노먼의

감성 3차원의 관점으로 선정한 이미지들이다.

1) 본능적 디자인

노먼의 본능적 차원의 개념은 위험하거나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에 처하면 처리 속

도가 빠르다.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 또는 안전한지 위험한지 근육에 적절한 신호를

보내고 두뇌는 나머지 부분에는 경고 신호를 보낸다. 더불어 어두움이나 시끄러움에

41) op.cit., pp.3～224
42) op.cit.,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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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혐오 또는 쓴맛의 혐오와 단맛의 선호 등과 같이 유전적으로 프로그램화된 것

을 말한다. 대부분의 과학자는 이것을 감정이라 부르지 않는다고 노먼은 말한다.

본능적 디자인은 본능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이는 본능적 디자인은 겉모습인 외

관과 관련이 깊으며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여 반응되는 호감과 비호감을 쉽게 판가

름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의 인간의 생물학적 반응은 유사한 반응을 보일 것이다.

이에 관해 박연실(2008)은 단세포 동물에서 진화된 동물에 이르기까지 본능적 차원

의 공통된 목적은 ‘종족의 번식과 생존’이라는 본능을 진화 생물학을 토대로 말했

다. 꽃과 나비를 예를 든다면 종족번식과 생존이라는 원초적 본능의 개념으로 본

다. 생물학적 관점에서 꽃과 나비나 열매는 자연 생태계에서 생존하기 위한 전략으

로 후각을 자극하는 향기, 역동적인 색과 형태는 오감에 시각의 감각을 자극하여

짝짓기에 성공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다. 열매의 높은 채도의 색상, 단맛과 달콤한

향기는 새와 벌을 유인하거나 동물들에게 매력적인 먹이로 간주하여 씨를 멀리 퍼

뜨리기 위한 상호공존이라는 상호진화를 반영한 것이다.

종족의 번식과 생존이라는 생태계 기능에 있어서 본능적인 차원은 본능적 디자

인의 목적으로 유비하여 이해할 수 있다. 즉 유기체의 생리적인 뇌의 메커니즘으로

각인된 본능적 정서라 볼 수 있겠다. 본능적 디자인은 많은 고객들의 욕망(즐거움

을 추구, 좋은 정서)을 자극하여 제품을 구매하게 하는 것이고 사용자들은 생존을

위해 제품을 장기간 사용할 것이다. 우리는 일상에서 귀엽고 예쁘고 아름다운 사물

을 본능적으로 좋아한다.

이러한 본능적 디자인은 사용자들에게 좋은 느낌일 때 일차적으로 구매에 영향

을 미친다. 그리고 외모가 매력인 근무자를 고용하는 것이 고용주에게도 매우 가치

있는 자산으로 여겨지는 것은 미적인 환경이 고객을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뇌는 유전학적으로 감각적인 곡선미, 매끈한 표면, 건장한 대상을 사랑하게끔 진화

했다. 또한 디자인 대상이 매혹적이며 섹시할수록 더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는 사

례로는 광고주들이 현 시대의 미인 여성을 모델로 남성의 진화적인 심리적 메커니

즘을 자극하여 차를 팔기 위한 전략이다.

인간의 뇌는 반복적인 경험을 자연스럽게 적응하며 새로운 것에 즉각 반응을 보

인다. 기존의 아이템에 대한 싫증은 또 다른 새로운 아이템을 찾게 하는 즉 디자인

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라 하겠다. 이렇게 본능적 디자인은 정서적 충격에 관련되어

있다. 그 대상이 좋게 느껴지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은 매력이 관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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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박연실(2008) 선행연구를 토대로 정리)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본능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문화적 경

험을 중요하게 여긴다. 따라서 인간의 욕구는 본능적 디자인에만 고착되지 않고 보

다 더 회고적 디자인을 선호하기도 한다.43)

연구자는 노먼의 감성표현의 차원 중 본능적 디자인으로 해석할 수 있는 쇼 윈

도우 디스플레이 이미지를 구성 해 보았다.

(출처: https://www.google.co.kr/search? 2018.02.13.pm.11:54)

43) 박연실(2008). 「정서적 디자인의 분석-도널드 A. 노먼의 디자인 심리학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58～70

이미지

이미지

<그림-2> 본능적 차원에 관한 사례와 본능적 디자인 

이미지

<그림-3> 본능적 디자인 관점에서 본 쇼 윈도우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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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 윈도우의 디스플레이 중에서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는 이미지들을 선정했다.

싱싱한 야채와 식욕을 돋우는 선명한 컬러는 먹고 싶다는 또는 맛있겠다는 사물의

외형을 인지함으로써, 구매 욕구를 자극한다. 다양한 컬러와 디자인들을 진열하여

고객들이 다양한 디자인의 속옷을 한 곳에서 자신의 취향을 선택할 수 있다.

선정적인 컬러 조명은 구매 욕망을 더 자극할 것이다. 바람이 부는 영상과 함께

윈도우에서 스카프가 바람에 날린다. 이 신선한 충격은 고객의 시선을 짧은 시간에

주목시킨다. 바람에 날리는 스카프는 부드럽고 가볍다는 사실을 고객은 바로 인지

하게 된다. 봄바람을 느낄 수 있는 부드러운 스카프의 움직임은 고객의 감성을 자

극하고 구매 충동에 이르게 된다.

위의 쇼 윈도우 디스플레이는 충분히 본능적 디자인으로 심미적 쾌감을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주는 디자인이라 하겠다.

2) 행동적 디자인

가장 진화된 인간의 두뇌는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행동

적 단계는 의식적인 단계가 아니라고 노먼은 말한다. 노먼은 행동적 단계에 대해서

인간은 특정작업을 하기 위해 학습하는 데서 그 진가를 발휘하는데, 그 예로는 숙

련된 연주자, 운동선수, 기술자와 같은 명인들이라 할 수 있다. 행동적 단계에서 무

의식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또는 숙련된 피아니스트는 음악의 구조를 생각하면서 자동적으로 손가락이 건반

을 춤추듯 연주할 수 있으며, 연주를 하면서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연주 중 놓친

부분을 찾아 다시 연주할 수도 있다. 회고적 단계는 놓쳤어도 행동적 단계는 자기

도 모르게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다.44)

이와 같이 인간의 뇌의 생태계 기능에 있어서 행동적 차원은 행동적 디자인의

목적으로 유비해서 이해 한 노먼은 행동적 디자인은 사용자가 중심이 된 디자인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용자 중심 디자인은 하나의 제품을 출시하기까지 잠재적 사

용자의 검증을 토대로 지속적인 수정을 한다.

이러한 과정은 효용적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검증이며, 다수의 욕구를 충족시

키기 위한 시간이다. 굿-디자인은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으로 행동적 디자인에 초점

44) op.cit., 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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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맞추어 작업하면 효과성이 배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기능성이 뛰어날지는 모르나 세련된 디자인에서 느끼는

매력을 느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노먼의 심미성보다는 사용성과 기능성에

중점을 두고 역설한 노먼의 이론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용자 중심 디자인은 “사용하기에는 편리할지는 몰라도 정말로 보기 흉

하다”는 비판과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면 행동적 디자인을 위한 행동적 차원은 기능성, 사용성, 수행이다. 행동적

관점에서 볼 때 최고의 제품들은 스포츠레저 분야와 항공 산업 분야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제품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을 위해 디자인 하고 구매하고 또 사용한

다. 주로 정원사, 공예가, 기술자들이 사용하는 연장은 수세기 동안에 사용하면서

개선되고 진화했다. 이러한 연장들은 사용자와 정확한 피드백을 통해 전문적으로

디자인을 해 왔다. 훌륭한 행동적 디자인의 수행에 있어서 첫째로 기능성이 우선시

되는 항목일 것이다. 아무리 멋진 디자인의 제품일지라도 사용 목적에 맞는 기능이

결여되어 있다면 실패한 제품이다. 예를 들어 감자를 깎는 칼이 감자껍질을 벗기지

못하거나 시계가 정확한 시간을 알려줄 수 없다면 무의미한 디자인일 것이다.

노먼은 제품의 발달에 있어서 두 가지 양태인 향상과 혁신을 지적하고 있다. “향

상은 현존하는 제품에 더 나은 서비스로 제공하여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을 의미한

다. 혁신이란 어떤 수행에서 완벽하게 새로운 방식을 제공하거나, 혹은 이전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어떤 점을 완벽하게 새로운 사물에 이행하는 것”이다. 두 양태 중

에 향상의 방법이 더 수월하다. 그러나 혁신은 예측하기가 어렵다. 혁신이 있기 전

에 타자기, 복사기, 팩스, 휴대전화가 필요한지를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

다. 이제는 이러한 제품이 없는 생활은 상상하기가 쉽지 않다. 휴대폰의 경우 마케

팅에서 획기적인 성공을 거둔 제품이다.

그 이전에는 일반인이 개인적인 통화 때문에 휴대폰을 소지할 것이라고 아무도

예측을 못했다. 그러나 오늘날 휴대폰은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 그

리고 다른 예로 자동차 안에 컵홀더는 기능의 효율성을 부각시킨 디자인 사례이다.

이는 디자인에 대한 도전으로 그는 진정한 욕구를 알아낸 것이다. 이는 단순한

물음일 수 있지만 집중 그룹에 대한 인터뷰, 조사나 설문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

이 아니다.

컵 홀더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는 동안에 음료나 커피를 마시고자 하는 욕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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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의 제조업체의 헙스트 라자 벨(Herbst Lazar Bell)이 알아냈다. 대부분의 사

람들이 차안에서 차를 마시고 싶어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이 밝

혀졌다고 한다.

따라서 그는 접착식 홀더, 좌석 홀더, 지갑형태의 홀더를 개발하면서 추가 장치

의 설비가 이루어졌다. 현재에는 지능적인 컵 홀더의 조정이 지속적으로 탐색되어

디자인을 통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간다.

행동적 디자인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둘째로는 사용성이다. 사용성은 어떤 제품에 관

한 요구사항을 이해할 수 있으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플롯, 바이

올린, 피아노 등 악기의 쓰임과 작동을 이해하기는 쉽지만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오랜 기간에 걸친 연습의 과정이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일상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물들이 악기처럼 상당한 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출처: 박연실(2008) 선행연구를 토대로 정리)

이러한 것은 인해 행동적 디자인에서 기능적이고 이해할 수 있고 사용가능한 사

물들에 대한 조성 방식에는 실수에 대한 예비가 갖추어야 한다. 그래서 독창성이나

심미성보다는 검증과정을 통한 정확한 기능과 사용성, 이해력이 필수적인 요인이

다. 사물에 대한 용도, 행위, 기능의 가능성을 알려주는 행동유도성을 디자인에 적

용시키면 효과적일 것이다.

이러한 디자인을 고려할 때 사용자는 낯선 환경에서도 적절한 행위를 불편함 없

이 가능할 것이다. 노먼의 행동적 디자인은 ‘인간중심이 된 디자인 원리’를 적용한

이미지

<그림-4> 행동적 차원에 관한 사례와 행동적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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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인지과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45)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출처: https://www.google.co.kr/search? 2018.02.14.am.01:30)

위의 이미지는 노먼의 감성표현의 차원 중 행동적 디자인으로 해석할 수 있는

쇼 윈도우 디스플레이 이미지로 구성을 해 보았다. 위의 이미지는 동물원에서 새들

과 함께 신나는 시간을 갖고 싶어 할 수 있는 행동적 요인이 담겨 있는 것으로 키

덜트 문화로 해석된다.

대부분의 이미지들이 동심을 자극하여 행동으로 옮기게끔 유도하는 내용으로 연

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단 위의 두 번째 이미지는 강한 색감으로 시선을 집

중시키고 목줄에 묶인 강아지들을 통해 착용하기 편한 슈즈를 말하고 있다. 아동복

의 이미지는 마네킹이 아닌 가는 철 구조물에 옷을 연출함으로 가볍고 편한 옷감

의 소재와 기능성을 표현하고 있다. 가벼운 옷차림으로 활동이 강한 시기에 편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

하단의 우산 속의 아가씨는 마치 뮤지컬의 한 장면을 연상시키기도 하지만, 시즌

을 알리는 연출로 보인다. 장마철이라 할지라도 우산을 쓰고 거리에 나서는 이미지

다. 그러나 비가 많이 내려도 개의치 않는 당당한 모습의 연출이다. 이는 방수가공

의 기능성 옷으로 내리는 비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사용성 · 기능성

45) op.cit., pp.72～82

이미지

<그림-5> 행동적 디자인 관점에서 본 쇼 윈도우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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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성차원의 행동적 디자인으로 고객들은 옷에 대한 사용성이나 기능성을 쉽게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어 구매 행동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솜 위에서 팔짝팔짝 뛰는 아이들의 이미지는 그 행동을 따라하고 싶은

욕망을 자극하는 것 같다. 여기에서도 기능성과 사용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이 제품

을 입고 뛰면 가볍게 뛸 수 있다는 기능성을 뛰어 넘어 고객의 감성을 자극하는

행동적 디자인의 연출로 해석된다.

마네킹의 손과 발목에 줄을 묶여 잡아당기면 당기는 데로 하염없이 늘어날 것

같은 이 연출은 마네킹의 손발을 떠나서 옷감의 신축성을 보여줌으로써, 옷의 기능

성을 한껏 보여주고 있는 연출이다. 요즘에 슈퍼 워킹 맘이 화두에 오르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는 아직도 가정과 직장의 일 두 가지를 다 잘 해내는 슈퍼 워킹

맘을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러한 대상을 타킷 층으로 마케팅을 한다면 슈

퍼 워킹 맘의 소비욕구를 자극하는 행동적 디자인차원이라고 여긴다.

3) 회고적 디자인

회고적 디자인은 사물의 외관보다는 사용자나 소유자가 사물로 인해서 기억되거

나 특별히 깨닫는 것을 더 중요하게 본다. 이러한 관점은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것

보다는 사용자의 경험을 더 강조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미적 경험에 우위를 둔다고

할 수 있다. 본능적 행동적 디자인은 현재에 머물러 있으며 현재 실제로 보고 사용

하는 중의 진행형이다.

그러나 회고적 디자인은 사용자가 명상을 통해서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를 숙소

하기 때문에 사용자 삶의 상호작용의 확장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정서와 인지가

있다. 이 회고적 차원은 해석과 이해 그리고 추론을 바탕으로 서비스, 개별적인 접

촉, 따뜻한 교호작용을 통해 가능하다. 이러한 회고적 디자인의 성질을 내재한 사

례를 예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기감정과 이미지로 기억은 일상생활 경험을 반영한다. 인간은 자신의 이

미지를 추락시키는 브랜드나 자신의 가치관과 상반되는 브랜드의 제품을 착용하거

나 소유하지 않는다. 지나온 과거의 기억을 일깨우는 사물은 기념품, 다양한 장신

구, 사진, 편지, 유품 등 일반적인 생활용품일 것이다. 이러한 오래된 사물들을 바

라보면 약간은 촌스럽지만 정감이 간다. 이 사물들이 바로 기억과 연상을 불러일으

키는 근원이며 상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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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자기 성취와 정체성으로 제품의 선택은 자신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또

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자아가 표출된 현상이다. 자신이 구매한 제품과

라이프스타일은 자신의 이미지를 반영하고 형성한다. 자아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를

표현하는 방법은 성취에 대한 개별적인 감각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취미가 같

은 동호회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며, 서로에게 자아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확인

한다.

제품 구입을 통하여 타인이 부러워하는 시선을 느끼면서 그 심리를 보상받는 것

으로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우월감이 자기 정체성을 이루는 자부심에

일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으로 사례를 들면 알레시사에서 필립 스탁이 디자

인한 쥬서기 쥬시 셀리프는 형태를 보면 본능적 디자인을 느낄 수도 있다. 이 거미

의 다리가 섬뜩한 공포감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 회사 제품보다 기능성이 떨

어진 이 제품을 고객들이 선호하는 것은, 제품을 소유함으로써 필립 스탁의 아이디

어를 공감하고 그의 천부적인 재능을 즐기기 위한 오브제로 여기기 때문이다. 마찬

가지로 그가 제작한 파리채 역시 유머러스한 즐거움을 준다. 파리채에 사람의 얼굴

이 그려져 있다. 파리를 잡기 위해 내려치면 파리채에 그려져 있는 사람의 표정이

생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이클 그레이브스의 다기세트나 스카치 위스키는 자신의 이미지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고급스러운 높은 수준으로 인식된다고 한다. 또한 1940년 말부터

1980년 중반에 히스키트 컴퍼니는 일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구세트 도구를

판매해 왔다. 가정의 라디오, 오디오, 텔레비전 등을 조립하는 것이다. 조립 자들은

조립의 완성이라는 성취에서 대단한 자부심을 느낄 것이다. 이 히스키트는 조립자

를 도와주는 탁월한 사업을 펼쳤으며, 도구를 완성하는데 도움을 준 매뉴얼은 최고

의 교육 자료였다.

고객들은 구매를 망설이기보다는 성취의 감정과 높은 품질에 가치를 두었다. 그

반면에 1950년 초 베티 크로커 컴퍼니는 케이크 믹스를 상품으로 출시하였으나, 완

성된 빵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수월함과 시식 테스트를 통해 사람들이 이 제품을

선호할 수 있다는 판정이 났음에도 마케팅에는 실패했다. 그 이유를 타진하기 위해

노력과 시간을 기울여 마침내 밝혀낸 이유는 사용자가 제품에 개입을 할 수가 없

고 성취 감각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사용자가 케이크를 완성시키는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별로 개입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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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무력감은 성취의 감정을 일깨우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고버트 로젠탈

(Gobert Rosenthal)은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진정한 문제는 제품의 본래적인 가

치와 상관이 없다. 대신에 사용자와 제품을 연결하는 정서적인 관계를 재현하는 데

있다” 즉 케이크 가루의 간단한 준비도 케이크를 만들 때 자신의 정서라든가, 자부

심, 성취의 관한 감정46)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처: 박연실(2008) 선행연구를 토대로 정리)

다음은 노먼의 감성표현의 차원 중 회고적 디자인으로 해석할 수 있는 쇼 윈도

우 디스플레이 이미지 사례를 구성 해 보았다. 동화책은 아동들의 꿈과 상상력을

키워주는 원동력의 근원이라 할 수 있다. 동화 속에 공주와 왕자는 어린아이들의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다. 특히 공주 시리즈로는 신데렐라, 인어공주, 백설공주 등이

며, 그 외에도 겨울 시즌엔 주요한 테마로 호두까기 인형, 백조의 호수, 성냥팔이

소녀, 마법에 걸린 공주나 왕자 등 이러한 환상과 상상 속에 주인공들을 대상으로

한 쇼 윈도우 디스플레이 연출은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고객에게 공감대를 형성

하기도 한다. 이러한 스토리를 담은 쇼 윈도우를 보며 고객은 이러한 제품과 연관

된 기억이나 추억을 떠 올리며 자신만의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다.

46) op.cit., pp.87～99

이미지

<그림-6> 회고적 차원에 관한 사례와 회고적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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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google.co.kr/search? 2018.02.14.am.04:20)

위와 같은 쇼 윈도우 디스플레이는 회고적 디자인으로 개인적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스토리가 있는 디자인이라 하겠다.

 이미지

<그림-7> 회고적 디자인 관점에서 본 쇼 윈도우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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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Donald A. Norman의 사례 연구

  도널드 노먼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인지적인 요소와 감성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인지적인 것은 의미에, 감성적인 것은 가치에 해당한다. 우리는 감

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감성 상태가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을 바

꾼다는 것이다.”47) 이 장에서는 그의 개념과 시각으로 매장 내부의 구성을 이루고

있는 VMD가 본능적, 행동적, 회고적 디자인이 연출된 사례를 선정하여 재해석하

고자 한다.

47) op.cit., p.41
48) 김유진(2016), 소비경험을 위한 경험디자인 의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pp.33〜34

감성 디자인(Emotional Design)48)
감성적 디자인은 고객에게 많은 경험을 가져다주며, 경험에 대한 감성적 만족은 곧 욕구 

충족을 가져다준다.   

본능적 디자인
(Visceral Design)

·사물의 외형과 관계되는 것으로 본능적 또는 신체적이라는 의미
로 해석된다.
·첫 번째 인식으로 인간의 감각을 통해 사물의 겉모습인 ‘외형
(Appearance)’과 관련한 첫인상을 인지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행동적 디자인
(Behavioral Design)

·사물에 대한 사용성에 관한 것으로 사용에 따른 경험
(Experience)이나 기쁨(Pleasure)과 관련된 단계이다.
·적절성을 가지기 위해 ‘사용성(Usability), 기능(Function), 이해
력(Understandability), 물리적 느낌(Physical Feel)’의 4가지 요소
로 구성.

회고적 디자인
(Reflective Design)

·제품과 연관된 기억과 개인적 만족감(Personal satisfaction)과 같
이 어떤 특별한 경험에 대한 마음이나 기억(Memories)에 관한 것
이다.
·문화와 교육과 같은 개인적인 차이점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개
인마다 다양하다.

<표-11> 도널드 노먼(Donald A. Norman,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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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능적 디자인(Visceral Design)

  본능적 디자인은 인간의 감각을 통해 사물의 겉모습인 ‘외형(Appearance)’과 관

련한 첫인상을 인지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본능적 디자인을 도널드 노먼은 동물과

식물의 세계를 비유로 언급하였다. 그 예로 색상이 화려한 매혹적인 깃털을 가진

수컷을 암컷이 선호한다는 점과 식물들이 꽃가루를 잘 퍼트리기 위해 새와 벌을

유혹하기 위해 매혹적인 꽃을 만들었고, 초식동물을 유혹하기 위해 달콤한 열매를

만들었다. 이것들의 공통점은 화려한 색상을 향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본능

적 디자인을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시각, 촉각, 후각, 미각, 청각 등 다섯 가지의

본능적 감각인 오감을 통해 상품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면서 제품의 구매에 이

른다. 오감 중에서도 제품구매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각이다. 컬

러는 인체 오감에서 가장 빠르게 인식되며, 이미지 형성에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

을 알 수 있다.

49)

49) https://folio.openknowl.com/project/2155

<표-12> 본능적 감각을 자극하는 컬러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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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대한 사례로 <표-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 컬러 리서치연구소의 연구

에 따르면, 오감 중에서도 시각이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비중이 무려 87%나 된다

고 발표했다. 그리고 컬러를 보고 고객이 상품 선택을 하는 시간은 단 90초 안에

결정이 되며, 컬러는 고객의 구매에 60% 이상의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최근에 고객들의 선택기준은 더 이상 품질만이 아닌 제품의 디자인이나 컬러 등

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기 위한 선택의 구매력을 증가시키는

가장 큰 변수로 컬러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기업에서의 컬러 마케팅도 이러한

변수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변수인 컬러는 제품뿐만 아니라, 이미지를 파는 현대사회에 고객의 심리를

자극하여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컬러를 적용함으로써 제품의 이미지와 상품력을 대변

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즉 컬러를 이용한 제품은 고객의 의식적·무의식적

시선을 끌어 제품의 존재를 부각시키면서 제품 구매에 영향을 준다

VMD는 고객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충동적으로 갖고

싶은 심리를 자극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구매하고 싶은 감정이

들도록 하는 고객에게 공감을 얻는 것은 컬러를 이용한 연출이 많은 보완작용을

한다.

화려한 색상과 원색적인 제품을 선보이는 베네통은 ‘United Color of Benetton’

이라는 슬로건으로 세계적 의류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베네통의 컬러마케

팅 전략은 고객의 마음과 젊은 세대의 마음을 움직여 옷을 사게 하는 것은 결국 '

색’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다양한 인종의 모델들을 채용하고 많은 사람들로

부터 사랑을 받는 있다. 이는 시대의 트랜드에 맞는 색상 전략은 고객들의 뇌리에

깊이 인식할 뿐만 아니라 고객의 욕구를 자극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한 것이다.

베네통 제품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근접하지 못한 강한 컬러의 사용으로 본능적

디자인이 물씬 풍긴다. 이러한 풍부한 색의 발견, 특히 베네통은 일반적인 초록색

이더라도 베네통의 초록색은 기존의 익숙한 초록색과는 차원이 다른 색이며 특히

같은 색을 톤에 따라 색감을 표출하는 테크닉은 매우 감각적이라고 해석된다.

캐널시티 하카타 베네통 매장의 경우는 무지개색상을 굵은 띠로 나열해 고객들

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본능적 디자인이다. 특히 집기, 선반 상부나 작은 테이블 등

을 이용하여 매장 안에 상품을 잘 보여주는 연출 공간으로 이해된다.

미국뉴욕소호지역 팝업매장은 테마 컬러를 적용하여 이미지를 연출하는 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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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를 제시했으며 마네킹의 연출효과를 통한 시즌의 주력상품을 선정하는 등

연출테마를 종합적으로 표현함으로 본능적 디자인의 이미지 효과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연구자는 VMD가 고객의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

고 있는 만큼 매장에서의 본능적 디자인에 있어서 컬러가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2. 행동적 디자인(Behavioral Design)

행동적 디자인에 있어서는 사용이 주요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외형이나 이

성 등은 행동적 디자인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은 아니다. 전적으로 여기서는 행동

  미국뉴욕소호지역, 팝업매장      
https://www.pinterest.co.kr/pin

       미국뉴욕소호지역, 팝업매장   
    https://www.pinterest.co.kr/pin

       캐널시티 하카타 사우스빌딩1F
  https://m.blog.naver.com/PostView.

 하프클럽닷컴 오프라인 매장
 http://www.fi.co.kr/main/view.asp?

<사진-1> 본능적 차원의 소비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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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가 중요할 뿐이다. 그리고 행동적 디자인을 이루는 4가지 원칙은 기능

(Function), 이해의 용이성(understandability), 물리적인 느낌(physical feel), 사용성

(usability)에 관련되어 있다.

최근 행동적 디자인은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기능자체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며, 고객의 욕구를 이해하고 만족시키는데 초점을 맞추며 또한 정확한 피드

백이 중요50)하다.

행동적 디자인은 고객들의 보다 각자의 개성이 강하고 참여도가 높으며 자주적

이고 소비에 있어서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접근한다고 하였다. 이들은

연령, 소득, 성별 등의 전통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되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자신만

의 가치관, 소비패턴 등을 기준으로 감성 나이와 체감 나이 등으로 구분되며, 시장

정보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한 개성적인 방식으로 소비활동을 한다.

  

50) op.cit., pp.96〜112

           나이키 매장         아디다스 강남 브랜드 센터

       아디다스 강남 브랜드 센터 네파: 글로벌 아웃도어(프랑스 샤모니) 시도

<사진-2> 행동적 차원의 소비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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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은 행동적 차원의 소비패턴을 스포츠레저 분야로 사용자 중심으로 매

장분위기를 연출한 사례들을 구성했다.

이와 같은 행동적 디자인은 나이키 매장이나 아디다스 또는 아웃도어 매장인 네

파를 들 수 있다. 강남에 있는 아디다스 브랜드 센터는 강남지역의 스포츠 전문매

장으로 1020 세대를 대상으로 스포츠 카테고리에 따라 전문적이고 세분화한 프로

그램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이 브랜드 센터는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

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브랜드와 제품을 경험할 수 있는 스포츠 문화 공간

으로써 아디다스를 고객과 연결하려는 시도이다. 네파는 글로벌 아웃도어 본 고장

인 프랑스 샤모니 진출을 통해 세계적인 아웃도어 시장에 나선다.

스포츠나 레저와 관련된 여가활동을 할 때 고객은 기능성과 실용성 그리고 탄성

이 좋고 가벼운 제품을 스포츠 제품에서 최고의 제품으로 여긴다. 따라서 스포츠

매장 분위기 연출은 다이나믹한 포즈에 따른 각기 스포츠 의류는 소비활동을 촉진

시킬 수 있다.

3. 회고적 디자인(Reflective Design)

  회고적 디자인은 범위가 포괄적이며, 이 영역은 전반적인 문화의 흐름, 제품과

제품사용에 관련된 모든 것을 의미51)하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보편적 유행을 벗

어나 독특하고 개성 있는 의복착용을 통해 즐거움, 기쁨 등 유쾌한 감정을 추구하

려는 성향 등 다변화되고 있는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위해 여러 품목과 다

양한 브랜드를 한곳에 모아놓은 최적의 편집매장이다. 남성들의 외모에 관심이 증

가하는 현상은 심미성, 유행성, 동조성, 사회적 인정, 편안함, 개성, 경제력 과시추

구 등의 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현대 남성들이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은 외모관리에서도 나타난다. 나날이 발전되

어 가고 있는 편집매장 중에 코오롱 Fnc의 편집매장인 ‘시리즈’ 매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매장인 ‘시리즈’ 컨셉으로 신세계백화점 본점 매장에는 ‘남자의 도구’, 롯

데 에비뉴엘 월드타워점에는 ‘남자의 집’의 컨셉으로, 현대백화점 무역점에는 ‘남자

51) Ibid, 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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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식탁’ 컨셉으로,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에는 ‘바이크’ 컨셉으로, 신세계백화점 경기

점에는 ‘가드닝’ 컨셉으로 매장을 전개하며 운영하고 있다.

도시 중심가의 매장에는 도시적인 남성을 타겟으로 유명브랜드를 추가해 선보이

고 있으며, 변두리 외곽의 매장에는 마당이 있는 집을 떠올려 여유로운 남성을 타

겟으로 ‘가드닝’등을 컨셉으로 대상고객에게 적절한 의류, 악세서리, 리빙 브랜드

를 함께 진열, 연출해줌으로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주고 있다, 편집매장에 방문하는

고객의 시선에 들어오는 것은 의류뿐만 아니라 자전거, 카메라 등 매장 컨셉에 맞

는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면서 여러 가지 관련 상품들이 같이 공존하듯이 진열되

어 있다.

그래서 편집매장은 백화점이나 다른 매장보다 구경하는 재미가 훨씬 많고, 구경

하는 그 자체가 취미, 문화생활을 하는 듯 느끼게 한다. 그래서 편집매장이 인기

있는 이유는 매장 내 상품구성이나 전개되어 있는 매장분위기 등 감각적인 볼거리

체험을 통해 느껴지는 즐거움과 만족감 등의 심리적 결과로 이어지는 쾌락적 가치

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3> 회고적 차원의 소비패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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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에비뉴엘 월드타워점 시리즈 매장에 <남자의 집>을 테마로 매장 연

출함으로 입구에서부터 마지막 구석진 공간까지 남성 고객들의 감성을 만져줄 수

있는 남성들의 관심사와 취미를 적용함으로 남성들의 공간을 담아냈다. 입구, 워크

룸, 키친 & 바, 베쓰 & 베쓰룸, 드레스룸 등 5곳의 공간과 음악실, 세탁실 등으로

연출된 피팅룸으로 구성되어 있다.

토탈 코디네이션이 가능한 테마의 기능과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고 그리고 의류뿐

아니라 신발, 주방용품 및 주류, 그루밍과 페브릭 케어 제품, 아이웨어 등의 다양한

상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고급화된 상품구성으로 프리미엄 상권에 맞는 유통 맞춤

형 브랜드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일반매장이 아닌 명품인 에비뉴엘에 입점함

으로써 고급함과 강한 개성의 남성고객들의 니즈에 부합하기 위해 수입 브랜드가

70%의 비중을 차지할 만큼 고급스러움을 고집스럽게 연출하였다.

  신세계 본점 시리즈 매장에 <남자의 도구>라는 테마로 연출함으로 드라이버, 망

치 등 온갖 공구들이 눈에 띄었으며, ‘시리즈’ 만의 독특하고 고객의 특별함을 감성

적으로 자극될 수 있도록 백화점 한복판에 평범한 남성복 매장들로 구성되어 있는

곳에 보기 드문 모습으로 구성된 회고적 디자인으로 해석되었다.

<사진-4> 회고적 차원의 소비패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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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매장에서 VMD에 관련된 종사자는 모든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디자

인 방법에 대해서 많은 시도를 하고 있다.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것은 인간

의 감정과 감성이며, 더 세부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파헤친다면 두뇌의 작용일 것이

다. 도널드 노먼은 두뇌의 생물적 기원을 바탕으로 두뇌 작용의 3단계를 연구하여

감성은 인간의 속성에서 비롯한다는 주장을 했다. 그의 개념을 토대로 성공적인 감

성 디자인이 연출됨으로 고객의 구매충동, 구매행동, 구매욕구가 일어나는 본능적,

행동적, 회고적 디자인에 대해 매장 내부의 구성을 파악할 수 있는 VMD의 실 사

례를 보면서 도널드 노먼의 시각과 분석의 틀로 재해석했다.

먼저 서론에서는 연구 목적으로는 매장에서 VMD 사례를 도널드 노먼의 감성 3

차원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재해석하여 도널드 노먼의 감성 3차원이 성공적인 디자

인 요소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데 있다.

2장에서는 VMD의 이해로 VMD의 도입 및 개념에 대해서 고용식(2000)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고찰했다. 또한 VMD의 시대별 변화의 흐름과 성공적인 VMD 체

계도를 파악했다. 이어서 VMD 전개의 효과로 상품 제안을 위한 5W· 2H는 영업

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시장조사를 한 후에 판매량을 추측하고 원활한 공급을 위

한 판매 정책을 세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고객의 접근성을 위해 정해진 장소에

다양한 상품을 진열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다. 그리고 VMD의 전개 기본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VP는 연출테마를 종합적으로 표현하여 브랜드와 상품의 이미

지를 높인다.

둘째, PP는 집기내의 상품 정보와 서비스를 보여주는 공간으로 효과적인 코디네

이트로 상품진열 계획의 포인트를 제안하여 판매를 유도한다.

셋째, IP는 각 상품을 정리하고 분류하여 보기 쉽고 고르기 편리하게 진열한다.

이와 같이 VMD의 기본 개념과 이론들을 고찰했다.

그리고 국내 VMD에 관한 선행 연구로는 크게 2가지로 분류해서 파악할 수 있

었다. 이는 VMD의 효과와 VMD 구매 행동과 구매의도로 분류할 수 있었다. 전자

는 VMD의 효과로는 매장에서 상품이 매력적으로 연출, 판매자와 고객 · 판매자와

기획자 간의 상호소통, 판매환경의 서비스 개선으로 고객이 만족했을 때 판매가 잘



- 50 -

이루어진다. 후자는 매장의 감성디자인 표현으로 매장과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을 여

가활동지향, 합리적 소비지향, 트렌드지향, 디지털라이프지향, 충동적 쇼핑지향으로

5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했다.

매장의 감성디자인에 대한 의미를 알아보고 감성과 소비에 관한 선행연구를 탐

색하고 또한 감성과 경험에 대한 고찰에서 매슬로우 5단계 욕구 이론, 도널드 노먼

의 감성 3차원, 조던의 즐거움의 4단계 등 감성과 경험의 관계 개념을 살펴본 결

과, 감성은 인간의 여러 감각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경험을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인간의 감성에 대해 위의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지만, 도널드 노먼의 감성 3차원

요소를 매장의 VMD 연출에 적용시킨다면, 상품을 구분하거나 고객에게 더 좋은

매장 내부 구성에 있어서 성공적인 디자인일 것이라는 연구자의 예견이다.

그래서 3장에서는 도널드 노먼에 대한 개념적 이론을 그의 저서와 선행연구를

통해서 숙지하고 그의 시각과 분석의 틀로 쇼 윈도우 이미지를 재해석했다.

4장에서는 도널드 노먼의 감성 3차원의 개념을 그의 시각과 분석의 틀로 매장

내부 구성에 적용시켜 재해석했다. 본능적 디자인은 외형과 관련된 인식하는 단계

로 인간의 오감은 본능적 디자인에서 주요한 요인이다. 더불어 VMD 매장에 있어

서 컬러가 중요한 변수였다는 것을 사례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었다.

행동적 디자인은 전적으로 행동 자체가 중요하며,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기능

자체’를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행동적 디자인을 이루는 4가지 원칙은 물리

적인 느낌(physical feel), 이해의 용이성(understandability), 기능(Function), 사용성

(usability)이다. 특히 고객의 욕구에 초점을 맞춰 고객을 이해하고 만족시키며, 정

확한 피드백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파악했다.

회고적 디자인은 범위가 포괄적이며, 이 영역은 전반적인 문화의 흐름, 제품과

제품사용에 관련된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매장 내 상품구성이

나 전개되어 있는 매장분위기로 감각적인 체험을 통해 느껴지는 만족감과 즐거움

은 심리적 결과로 쾌락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로 롯데백화점 시

리즈 매장인 <남자의 집>과 신세계 본점 시리즈 매장에 <남자의 도구>라는 테마

로 연출함에 있어 남성성의 힘을 상징하는 일부분인 공구들을 매장에 연출함으로

써 고객의 회고적 감성을 충족시켜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연구자는 도널드 노먼에 대한 시각과 분석의 틀로 패션 매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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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D의 사례를 감성 3차원을 적용하여 분석했다. 도널드 노먼의 감성 3차원을 적

용시킴으로써, 브랜드의 컨셉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브랜드 가치 확립에

주요한 디자인 요소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연구자는 도널드 노먼의 감성 3차원이 고객의 구매 행동에 있어서 지대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성적 디자인 요소라고 주장한다. 작금(昨今) 도널드 노

먼의 감성 3차원을 매장에서 VMD을 적용시킨 선행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향후

이에 관련된 연구가 지속적으로 왕성하게 이루어져 매장에서 VMD의 연출이 효율

적인 감성적 디자인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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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도널드 노먼의 감성디자인 관점에서 본 VMD

매장 VMD는 현대인의 다양하고 세분화된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구매욕

구 충족을 위해 다양한 디자인을 선보였다. 이러한 사회 전반의 변화로 인해 고객

의 요구를 분석하여 매장 VMD에 적용하는 디자인 접근 방법은 중요한 부분이다.

매장 VMD는 고객의 요구, 기업 경영의 효율화, 수익의 극대화라는 마케팅 전략

을 위한 도구이며, 감성 디자인의 중요한 부분이다. 매장에서 VMD에 관련된 종사

자는 고객의 시선과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디자인 방법에 대해서 탐구할 것이다.

이렇듯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것은 인간의 욕구와 감성뿐 만 아니라, 인간의

두뇌를 자극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일 것이다. 특히 VMD 연출에 있어서 인간의 두

뇌에 관한 지식을 이용한다면 좀 더 효과적인 디자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감성디자인을 본격적으로 탐색하게 된 계기는 도널드 노먼의 저서 『감

성디자인』이었다. 도널드 노먼은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동료 교수들과 공동으로 수

행한 감성연구에서 인간의 속성들이 두뇌의 서로 다른 3가지 차원에서 비롯된다는

「두뇌 작용의 3단계」을 주장했다. 그의 감성 3차원에 관한 관점을 매장에 적용했

을 때, 첫째, 고객의 충동구매나 구매욕구가 더 잘 일어날 것이다. 둘째, 매장 이미

지의 표현과 구성 그리고 상품을 구분하는데 있어서 더 체계적일 것이라는 연구자

의 가설을 가지고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현장에서 VMD을 표현하는 연출자에게 많은 공감이 될 것이다.

그래서 도널드 노먼의 감성 3차원을 그의 시각과 분석의 틀로 매장 내부 구성에

관해 재해석을 시도했다. 먼저 본능적 디자인은 외형과 관련된 인식단계이다. 인간

의 오감은 본능적 디자인에서 주요한 요인이며 VMD 매장에서 컬러가 중요한 변

수라는 것을 사례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었다.

행동적 디자인은 전적으로 행동 자체가 중요하며,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기능’

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행동적 디자인은 고객의 욕구에 초점을 맞춰 고객을 이

해하고 만족시키며, 정확한 피드백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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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고적 디자인은 범위가 포괄적이다. 이 영역은 전반적인 문화의 흐름, 제품과

제품사용에 관련된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매장 내 상품구성이

나 디스플레인 된 매장분위기가 주는 감각적인 체험을 통해 느껴지는 만족감과 즐

거움은 쾌락적 가치의 차원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도널드 노먼의 감성 3차원을 적용한 매장 VMD는 브랜드 컨셉을 효과적

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브랜드 가치를 확립하여 주는 디자인 요소이기도 하다. 특

히 도널드 노먼의 감성 3차원을 적용한 매장 VMD는 고객의 구매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성적 디자인 요소라고 주장한다.

도널드 노먼의 이론을 매장 VMD에 적용시킨다면, 기업의 수익창출과 효과적인

감성적 디자인 개발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무엇보다도 고객의 감성을 풍부

하게 자극함으로써, 고객은 감동을 받고 그 감동은 고객에게 행복을 제공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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