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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이용가능성은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점포 능력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없는 품절(stockouts)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는 구매의사

결정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이러한 어려움은 소비자의 부정적인 반응, 예컨대 점포에 대한 불

만족을 야기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품의 이용가능성 상실, 즉 품절상황에서의 소비자 대체선

택행동을 이끌어 내는 결정요인들을 파악하여, 이러한 변수들이 품절에 대한 소비자반응과 행

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구매환경의 상황적인 특성(예: 구매 긴급성, 당황정도), 점포 특성(예: 상품구색, 매장편

의성), 소비자 특성(예: 브랜드애호도, 점포애호도) 등에 초점을 맞추어 이러한 요인들이 품절

시 소비자반응(상품대체, 구매연기, 점포전환 등의 대체선택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비해 상품구색, 전반적인 점포

가격 이미지 등의 점포특성 변수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형할인마트, 슈퍼마켓 등의 다양한 소매업태에서 품

절상황을 경험하고 나오는 353명의 소비자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다항로짓분석(multinomial

logit analysis)을 이용하여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소비자 선택행동에 대한 MNL

모델 추정결과 품절상황에서 상품대체, 구매연기, 점포전환 행동에 대해 구매의 긴급성, 당황

정도, 구매량, 사전 계획구매, 상품구색, 전반적 점포가격 이미지, 브랜드애호도, 점포애호도

요인들이 소비자 선택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품절상황 시 소비자의 점포 내 상품대체행동을 이끄는 결정요인으로 구매의 긴급성, 당황정

도, 구매량, 사전 계획구매, 상품구색의 다양성, 저렴한 점포가격이미지, 브랜드애호도, 점포애

호도 등이 유의하였으며, 구매연기를 유도하는 결정요인으로 구매의 긴급성, 구매량, 브랜드애

호도 등으로 판명되었다. 품절시 소비자가 다른 점포로 전환하게 하는 요인은 구매의 긴급성,

구매량, 사전 계획구매, 상품구색의 다양성, 저렴한 점포가격이미지, 브랜드애호도, 점포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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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품절시 점포 편의성과 판매원 서비스 요인들은 소비자 대체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주제어: 품절, 상품 이용가용성, 구매상황특성, 점포특성, 소비자특성, 대체행동, 구매연기행동, 점포전환

행동, 소비자 반응

********************************************************************************

Ⅰ. 서론

상품의 이용가능성은 소비자 욕구를 충

족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점포 능력 중의 하

나이다. 그러나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없

는 품절(stockouts)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

비자는 구매의사결정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이러한 어려움은 소비자의 부정적인 반응,

예컨대 점포에 대한 불만족을 야기한다

(Fitzsimons 2000). 최근 ECR, QR, 카테고

리 관리 등과 같은 첨단유통기법을 실행하

고 있는 유통업체들은 효율적인 상품보충시

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상품카테고리 내 브

랜드 수를 줄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전

략은 공급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지만 반면에 소비자들이 품절상황에 노출

되는 가능성을 높인다. 이러한 이유들로 요

즘 품절의 영향요인과 결과 그리고 소비자

반응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

고 있다(cf., Campo, Gijsbrechts, and Nisol

2000, 2003; Sloot, Verhoef, and Franses

2005; Zinn and Liu 2001, 2008).

품절이 발생하면 유통업체와 공급업체는

판매기회의 상실, 취급율의 하락, 경쟁상품

의 침투기회 제공, 품절치유비용의 증대 등

을 경험한다. 예를 들면, Emmelhainz, Stock,

and Emmelhainz(1991)는 품절로 인하여 공

급업체는 50% 이상의 고객을 경쟁기업에게

빼앗기고, 유통업체는 최대 14%까지 고객

을 잃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Corsten

and Gruen(2003)은 전 세계에서 발간된 40

개의 품절에 관한 논문과 보고서를 분석한

연구에서 소비재상품의 품절율은 미국, 유

럽, 기타 지역에 따라 4.9%∼12.3%의 편차

를 보이지만 평균 8.3%에 달하는 것을 보

고하면서, 품절로 인해 발생하는 매출손실

은 지역별로 3.7∼4.0%의 범위 내에서 평균

3.9%임을 보여주었다.

유통업체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품절에 대한 마케팅에서의 연구 흐름을 정

리해 보면, 초기 연구는 주로 품절의 정의

와 품절을 경험한 소비자들의 반응과 측정

에 관한 연구(Walter and Grabner 1975;

Schary and Christopher 1979; Emmelhainz

et al. 1991; Verbeke, Farris, and Thurik

1998; Corsten and Gruen 2003), 품절의 결

과로 점포이미지(Schary and Chstiopher

1979; Zinszer and Lesser 1981), 시장점유

율(Schary and Becker 1978; Straughn

1991) 같은 점포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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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에 대한 연구는 근래 소비자반응에 대

한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고 검증한 Compo

et al.(2000)의 연구 이후부터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비자들

의 선택행위에 따라 달라지는 품절비용을

추정하는 연구(Campo et al. 2000, 2003),

품절시 소비자 특성, 제품특성, 상황적 특성

들이 소비자반응에 주는 영향(Zinn and Liu

2001, 2008; Sloot et al. 2005), 품절상품에

대한 개인적 몰입도와 의사결정난이도에 따

른 만족정도(Fitzsimons 2000), 브랜드자산

과 상품의 쾌락적 정도가 품절시 소비자반

응에 미치는 영향(Sloot et al. 2005) 등으로

품절에 대한 연구흐름을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품절에 대한 학문적 연구의

발전추세와 실무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

리나라 마케팅 및 유통 문헌에서는 아직 연

구가 별로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품절 관련 연구들(cf., Walter and Grabner

1975; Schary and Christopher 1979;

Emmelhainz et al. 1991; Zinn and Liu 2001;

Corsten and Gruen 2003)을 살펴 보면, 품

절에 대한 소비자 반응은 실증연구 별로 많

이 다르다. 예를 들면, 품절시 상품대체행동

에 대한 확률은 22.2%에서 73.0%의 범위를

보이며, 구매연기는 13.0%에서 32.0%, 점포

전환은 14.0%에서 47.9%의 분포를 보인다

(표 1 참조). 심지어 상품카테고리별로도 소

비자의 반응은 심한 차이를 보인다(Verbeke

et al. 1998). 그렇다면 품절결과 발생하는

소비자반응이 달라지게 되는 주요 결정요인

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한다면 품절시 발생하

는 유통업체의 손실과 소비자의 불만을 최대

한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유

통업체가 품절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미리

예측하여 대처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관리

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품의 이용가능성

상실, 즉 품절상황에서 소비자 대체선택행

동을 이끌어 내는 결정요인들을 파악하여,

이러한 변수들이 품절에 대한 소비자반응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구매환경

의 상황적인 특성(예: 구매 긴급성, 당황정

도), 점포 특성(예: 상품구색, 매장분위기),

소비자 특성(예: 브랜드애호도, 점포애호도)

등에 초점을 맞추어 이러한 요인들이 품절

시 소비자반응 즉 상품대체, 구매연기, 점포

전환 등의 대체선택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밝히는데 연구의 주요 목적이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비해

상품구색, 전반적인 점포가격 이미지, 매장

분위기 등의 점포특성 변수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소매환경에서 발

생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품절 상황에서 소

비자가 취할 수 있는 상품대체, 구매연기,

점포전환 등의 소비자 대체선택행동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들을 선택행위별로

각각 상호 연결시킴으로써 품절시 소비자반

응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또한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유통

업체는 품절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

는 머천다이징 계획, 재고 관리정책, 점포

내 촉진 등의 세부전술 등을 도출할 수 있

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할인점, 슈퍼마켓 등의 다양한 소매업

태에서 품절상황을 경험하고 나오는 353명

의 소비자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다항로



32  유통연구 16권 4호

Walter and
Grabner
(1975)

Schary and
Christopher

(1979)

Emmelhainz
et al.

(1991)

Zin and Liu
(2001)

Corsten and
Gruen
(2003)

Sloot et al.
(2005)

상품대체(S) 83.4 22.2 73.0 62.0 45 52

구매연기(D) 2.5 29.8 13.0 15.1 24* 26*

점포전환(L) 14.1 47.9 14.0 22.9 31 19

* : 구매취소를 포함

<표1> 품절시 소비자의 SDL 선택행위 비율 비교(%)

짓분석(multinomial logit analysis)을 이용

하여 연구모형과 연구가설들을 검증하였다.

Ⅱ. 문헌 연구 및 가설 설정

1. 품절상황에서의 소비자 반응

품절이란 ‘소매점포가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특정 품목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못하여 소비자들이 구매목적을 위해

점포를 방문했을 때 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개념적 정의를 내릴 수 있다(Levy

and Weitz 2009). 또한 품절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측정방법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

누어진다(Corsten and Gruen 2003). 첫째,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품절율은 소비자가

일정기간 동안 특정 시점에 매장을 방문했

을 때 매대에서 원하는 품목이 없었던 비율

로 측정된다. 두 번째 방법은 점포 스캐너

자료나 재고자료를 이용하여 실제 매장에서

특정품목이 품절된 비율로 품절율을 측정한

다. 이는 객관적인 정확성은 있으나 소비자

가 지각하는 품절율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단점이 있다.

품절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가장 고전적인 Walter and Grabner

(1975)의 SDL행동모델에 따르면, 품절상황에

서 소비자들은 브랜드, 단품 등의 특성에 따라

다른 상품으로 대체(Substitute)하거나, 다시

방문할 때까지 상품의 이용가능성이 확보되기

를 기대하며 구매를 연기(Delay) 하거나 또는

점포를 떠나(Leave) 품절된 상품을 찾아 다른

점포로 전환하는 세 가지 대체선택 행동범

위 내에서 구매활동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

다. 다른 연구들(Emmelhainz et al. 1991;

Campo et al. 2000)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

로 동일 브랜드 내 단품대체, 다른 브랜드

로 전환, 다른 상품카테고리 구매 등의 상

품대체와 구매연기, 점포전환, 구매취소 등

의 선택행위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Walter and Grabner의 SDL행동모

델을 근거로 품절 상황에서의 소비자 대응

행동을 상품대체, 구매연기, 점포전환으로

세분화하여 소비자 선택행동을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상품대체는 Corsten and Gruen

(2003)을 참고하여 동일 브랜드내의 단품

변경, 동일 상품카테고리에서 같은 품목이

지만 다른 브랜드로의 전환을 포함하는 개

념으로 본다.

<표1>에서 보듯이 품절상황에 직면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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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소비자들의 반응은 연구별, 상품카테고

리 별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소

비자 반응 중 상품대체는 22.2% - 83.4%,

구매연기는 2.5% - 29.8%, 점포전환은 14.0

- 47.9%의 범위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넓은 변동폭을 보이는 소비자 반응을 결정

하는 선행요인들을 파악한다면 좀 더 심층

적으로 품절에 대한 소비자반응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품절시 소비자 반응행동의 결정요인

품절시 소비자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들은 연구에 따라 다르지만, 크게 상황적

특성(cf., Schary and Christopher 1979;

Verbeke et al. 1998; Campo et al. 2000; Zinn

and Liu 2001; Sloot et al. 2005), 소비자 특성

(cf., Walter and Grabner 1975; Emmelhainz

et al. 1991; Campo et al. 2000; Sloot et al.

2005), 상품특성(cf., Campo et al. 2003; Sloot

et al. 2005), 그리고 점포 특성(cf., Zinszer

and Lesser 1981; Zinn and Liu 2001; Sloot

et al. 2005)으로 분류할 수 있다.

2.1. 구매상황적 특성

품절연구에서 소비자 행동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치는 상황적 특성으로는 시간압박으로

인한 구매의 긴급성(buying urgency), 품절

에 대해 당황하고 놀람(surprise with

stockouts), 소비자가 필요한 구매량(required

purchase quantity), 점포방문이전 계획구매

의도(pre-visit agenda) 등과 같은 요인들이

소비자 선택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2.1.1. 구매 긴급성

구매 긴급성이란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

이 소비자에게 얼마나 급하게 필요한 것인

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품절상황에서 구

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빠른 시간 내에 필요

한 것인지 또는 천천히 구매해도 되는 상품

인지에 따라 소비자들의 반응은 달라진다.

Park, Iyer, and Smith(1989)는 상황적 요인

과 시간 이용가능성이 점포 내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시간압박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점포에서의 상품탐색활동

을 방해받아 소비자들이 원래 의도한대로

구매를 하지 못하게 됨을 보여주었다. 그렇

다면 긴급하게 상품을 구매하고자 했던 소

비자가 품절상황을 직면했을 때 어떻게 반

응할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Emmelhainz et al.(1991)는 소비자가 품

절상황에 직면했을 때 구매의 긴급성은 소

비자의 상품대체 특히 브랜드전환 가능성을

높인다고 하였다. 또한 Campo et al.(2000)

도 소비자들이 시간압박을 받을 때 상품대

체행동을 더 많이 하고, 구매연기와 점포전

환행동은 더 적게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Zinn and Liu(2001)는 상품구매 긴급성이

큰 소비자는 구매시간의 제약 때문에 구매

연기를 하거나 다른 점포를 방문할 시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품절된 상품을 다른 대

안상품으로 대체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구매연기를 할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을 실

증하였다(<표2> 참조). 따라서 품절상황에

직면했을 때 상품구매 긴급성이 큰 소비자

는 상품대체행위를 더 많이 하고 구매연기

나 점포점환은 덜 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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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년도)

주요개념
및 변수

연구대상 방법론 내용 및 결과

Zinn and
Liu

(2008)

실제행동과
의도행동의

비교,
제품특성,

소비자특성,
상황변수

1차 514명의
출구조사, 한달 후

2차 222명의
전화면접

프로빗
(probit)

모델

∙품절시 구매연기를 의도한 소비자들 중 본인들의 시간
가치가 높다고 지각하는 29%는 실제 다른 경쟁점포로
전환

∙경쟁점포로 전환 의도 소비자 55%는 낮은 점포애호도,
사전구매목록, 낮은 상품독특성, 가격에 민감하지 않을
때 실제 경쟁점포로 전환

∙구매연기 의도 소비자 33%는 점포애호도, 낮은 점포가
격, 상품독특성, 사전구매목록 등의 이유로 실제 구매
연기를 함

Sloot,
Verhoef, and

Franses
(2005)

브랜드자산,
쾌락적 vs.

실용적 상품군,
상품의 쾌락적

수준의
조절효과

8개 소매체인의
12개 슈퍼마켓,
749명의 소비자,
4개 쾌락적 상품
카테고리와 4개

실용적
상품카테고리

다항
로짓
분석

(MNL)

∙품절시 브랜드전환 34%, 구매연기 23%, 점포전환 19%,
단품전환 18%의 소비자반응을 보임

∙품절시 소비자들은 브랜드자산이 낮은 상품보다 높은
상품에 더 큰 애호도를 보임

∙쾌락적 상품군 품절시 더 높은 점포전환 경향을 보임
∙높은 브랜드자산/쾌락적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높은

브랜드자산/실용적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보다 구매연기
를 덜 하고, 동일 브랜드내 다른 상품을 대체구매하는
경향이 있슴

Zinn and
Liu

(2001)

소비자 특성,
상황적 특성,
점포 특성,
인구통계적

특성

4개의 지역유통
체인점에서 2주간
점두에서 230명의

소비자 면접

다항
로짓
분석

(MNL)

∙구매긴급성과 브랜드애호도가 상품대체에 유의한 영향
을 줌

∙점포제시가격이 낮을 때는 점포전환을 하지 않고, 상품
대체를 하거나 구매연기를 함.

∙사전계획을 한 상품의 품절시는 구매연기를 함
∙품절에 대한 놀람정도는 구매연기를 줄이고 점포전환

을 하게 함

Campo,
Gijsbrechts,
and Nisol

(2000)

상품 특성,
소비자 특성,
상황적 특성,

대체비용,
거래비용,
기회비용

대형슈퍼마켓체인
의 한 점포에서

2개의 상품
카테고리의

가상품절상황에
대한 설문지

경로
분석,
다항
로짓
분석

(MNL)

∙상품애호도가 높을 때에는 대체비용과 거래비용이 높
아지므로 상품대체를 하지 않으나, 대체안이 있을 때는
대체비용이 감소하므로 상품대체를 함

∙쇼핑시간의 제약은 거래비용을, 점포애호도는 대체비용
을 증가시킴으로써 점포전환을 감소시킴

∙구매량은 기회비용을, 시간제약은 거래비용을 증가시킴
으로써 구매연기를 감소시키나, 쇼핑을 즐기는 태도는
거래비용을 줄어들게 하여 구매연기를 하게 함

Verbeke,
Farris,

and Thurik
(1998)

선호브랜드의
품절,

경쟁점포의
영향, 일시적
품절, 구매량,
점포애호도

네덜란드 대형
슈퍼체인의 8개
점포, 590명의

품절경험 소비자,
5상품카테고리의

5NB에 대한
2주간

현장실험설계

카이스케
어

분석

∙품절시 브랜드별로 차이가 있지만 평균 55.2%의 소비
자는 브랜드 전환을 하였고, 24.5%는 점포전환을,
20.3%는 구매연기를 하였슴

∙인근 경쟁점포가 품절시 소비자의 SDL 반응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함

∙소량구매 소비자는 대량구매 소비자보다 브랜드전환보
다 구매연기를 더 많이 함

Schary and
Christopher

(1979)

점포 이미지,
브랜드애호도,

인구통계적
특성

영국의 2개의
슈퍼마켓

체인에서 434명의
소비자

카이스
케어
분석

∙품절시 22.2%의 소비자는 상품대체, 11.1%는 구매연기,
47.9%는 점포전환, 18.7%는 구매포기를 하였음

∙품절이 점포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브랜드애호도가 높은 소비자가 점포전환을 더 많이 함
∙품절시 NB구매자가 PB구매자보다 점포전환을 더 많이
함

<표2> 품절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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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년도)

주요개념
및 변수

연구대상 방법론 내용 및 결과

Emmelhainz,
Stock, and

Emmelhainz
(1991)

인지된 상품
위험, 구매

긴급성,
상품사용의도,

브랜드
구매패턴,

점포애호도

4일간
대형할인식료품점

에서 2810명의
소비자 인터뷰,

5개의 식품
상품카테고리

빈도
분석

∙품절시 41%의 소비자는 동일 브랜드내 다른 단품을 구
매하고, 32%는 브랜드 전환을 하고, 13%는 구매연기
를 하며, 14%의 소비자는 점포전환을 함

∙인지된 상품 위험이 높을 때 소비자는 상품대체를 덜
함

∙구매의 긴급성이 클수록 상품대체확률이 높아짐
∙특별한 사용용도보다 정규적 사용 용도일 때 상품대체

행위가 높아짐
∙점포애호도는 구매연기와 점포전환에 영향을 미침

Walter
and Grabner

(1975)

수익차이,
기대가치,

예상품절비용

10개의
주류점포에서

3일간 주말동안
1,433명의 소비자

품절
모형을
이용한
비용
추정

∙품절이 반복되면, 소비자의 24.6%는 브랜드대체를 하
고, 32%는 SKU변경을, 40%는 점포전환을 함

∙최초 품절시 품절비용은 평균 $1.26(평균소매가의
24.2%)이나, 품절이 반복되면 품절비용은 $2.49로
197% 늘어남

<표2> 품절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 결과

∙가설 1: 품절 상황 시 구매 긴급성은

소비자의 대체선택행동 중 상품대체는

증가시키고, 구매연기와 점포전환은 감

소시킬 것이다.

2.1.2. 품절에 대해 당황하는 정도

품절이 발생했을 때 일반적으로 소비자

들은 당황하여 놀라는 정도가 커지고 이는

구매의사결정의 어려움을 야기한다. 품절로

인해 구매의사결정의 어려움과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느끼는

불만족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Fitzsimons

2000)은 소비자들이 점포를 떠날 가능성을

높인다. Zinn and Liu(2001)는 소비자가 구

매시점에서 품절에 대해 놀라고 당황하는

정도가 클수록 구매를 연기할 가능성은 적

어지고 바로 점포를 떠나게 될 가능성은 높

아지는 것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품절시 놀

라는 정도의 한 단위가 커질 때 12.8%의

구매연기 확률이 감소하고, 대신 14.16%의

점포전환 확률이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이

것은 품절에 대해 놀라는 소비자의 지각이

점포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유발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유발은 점

포내의 대체상품들에 대한 지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품절에 대해 놀라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상품대체행위와 구매연

기 가능성은 줄어들고, 점포전환 가능성은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2: 품절 상황 시 품절에 대해 당

황하는 정도는 소비자의 대체선택행동

중 상품대체와 구매연기는 감소시키고,

점포전환은 증가시킬 것이다.

2.1.3. 구매하려는 상품의 양

구매하려는 상품의 양은 한번 쇼핑의 구

매량, 즉 쇼핑바구니의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Bell and Lattin 1988). Bell and Lattin

(1988)의 연구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양이 많은 대량구매자는 쇼핑품목들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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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낮은 것을 기대하며, 소량구매자는

빈번한 쇼핑을 통해 특정품목에 대한 가치

를 획득한다는 것이다. 점포를 자주 방문하

는 소량 구매자는 구매조건이 좋지 않을 때

구매연기를 하게 되고 반면에 대량 구매자

는 재방문 시 발생하는 비용 손실이 크기

때문에 구매연기를 할 가능성이 적어진다.

Verbeke et al.(1998)는 품절시 소량구매

소비자는 대량구매 소비자보다 브랜드전환

보다 구매연기를 더 많이 하는 것을 보고하

였다. 또한 Campo et al.(2000)은 소비자가

쇼핑 시 구매하려는 상품의 양이 높을수록

구매를 연기하는 비율은 낮아진다고 하였다

(<표2> 참조). 구체적으로 쇼핑 시 구매량

의 한 단위가 늘어날 때 7.13%의 구매연기

확률이 감소하고, 대신 5.64%의 상품대체

확률과 0.43%의 점포전환 확률이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구매하려는 상품의 양

에 따라 품절에 직면했을 때 소비자의 반응

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가

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3 : 품절 상황 시 구매하려는 상

품의 양이 커질 때 소비자의 대체선택

행동 중 상품대체와 점포전환은 증가

하고, 구매연기는 감소할 것이다.

2.1.4. 점포방문이전의 계획구매의도

점포방문이전의 계획구매의도를 가진 소

비자는 특정상품에 대해 특별한 욕구 또는

강한 애호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Zinn and Liu(2001)는 점포방문 전 사전 구

매의사결정을 한 소비자들은 점포 내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찾지 못했을 경우

품절에 대해 부정적 반응이 크고 또한 한번

결정한 구매의사를 쉽게 바꾸지 않기 때문

에 구매연기를 하거나 다른 점포로의 전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소

비자의 점포방문이전의 구매의도의 한 단위

가 늘어날 때 품절시 구매연기는 8.71% 증

가함을 보고하였다. Zinn and Liu는 후속연

구(2008)에서 품절시 경쟁점포로 전환하겠

다고 의도한 소비자들 중 55%는 사전 쇼핑

구매목록, 낮은 상품독특성 등의 이유로 실

제로 경쟁점포로 전환하여 구매행위를 함을

보여주었다.

Sloot et al.(2005)은 Zinn and Liu(2001,

2008)와는 다르게 사전 구매계획이 없이 즉

석에서 충동구매를 할 때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절시 상품대체나 점포전환을 하지

않고 구매연기를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구

체적으로 소비자의 충동구매 한 단위가 늘

어날 때 품절시 소비자들의 다른 점포로의

전환확률은 17% 감소하고 구매연기는 20%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충동구매를 하는 소

비자는 품절상황에 직면하더라도 브랜드대

체나 단품대체를 하여 원하는 상품을 굳이

구매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특정상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사

전구매계획을 세우고 점포를 방문했을 때

소비자가 품절을 경험한다면 소비자는 동일

점포에서 상품대체는 하지 않고, 구매연기

를 하거나 다른 점포로 전환할 것으로 유추

할 수 있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4 : 품절 상황시 점포방문이전의

계획구매 의도는 소비자의 대체선택행

동 중 상품대체는 감소시키고, 구매연

기나 점포전환은 증가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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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상품 및 점포 특성

품절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지각된 점포특성

에 의해 선택행동이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품절시 소비자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상품 특성은 상품구색(product

assortment)으로, 점포특성은 전반적인 점포

가격 이미지(overall store price image,

OSPI), 점포 편의성(store convenience), 판매

원 서비스(salesperson service)로 본다.

2.2.1. 상품구색

한정된 매장공간에서의 다양한 상품구색

은 평균적으로 특정상품의 진열 수를 줄이

고 이는 점포 내 매대에서나 창고에서의 상

품당 평균재고를 감소시킬 것이다. 다양한

제품구색은 매대에서 품절이 발생할 가능성

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유통업체 입장에서

는 적어도 점포전환으로 인한 판매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체상품을 마련해

야 할 것이다.

품절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반응은 대체상

품여부 또는 배치 등에 따라 달라진다. 품절

시 유통업체가 대안상품을 마련하였을 때는

소비자는 구매연기나 점포전환보다는 상품

대체행위를 더 많이 할 것이다. Emmelhainz

et al.(1991)은 품절시 소비자들은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확보될 때 구매연기나 점포전

환보다는 브랜드 전환이나 브랜드 내에서

상품크기를 통한 전환구매를 하는 것을 보

여주었다. 그러나 너무 많은 대체상품들이

있을 때는 소비자의 거래 및 탐색비용 증가

로 인해 구매연기나 점포전환을 할 수 있다

(Campo et al. 2000). 오히려 Zinn and

Liu(2008)는 점포가 제공하는 상품 독특성이

클 때 품절을 경험하더라도 소비자는 경쟁

점포로 전환하지 않고 구매연기를 하여 점

포로 돌아옴을 보고하였다.

일반적으로 품절상황에서 폭 넓은 상품구

색은 소비자에게 대안 상품의 선택 가능성

을 높이고 구매연기 가능성과 점포전환 가

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따

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5 : 품절 상황시 상품구색의 다

양성은 소비자의 대체선택행동 중 상

품대체는 증가시키고, 구매연기와 점포

전환은 감소시킬 것이다.

2.2.2. 전반적인 점포가격 이미지

개별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가격지각에 대

한 연구는 많이 연구되어 있지만, 상대적으

로 전반적인 점포의 가격이미지에 대한 연

구는 많지 않다(Alba, Broniarczyk, Shimp,

and Urbany 1994; Desai and Talukdar

2003). 전반적인 점포가격 이미지는 소비자

가 점포에서의 개별 상품가격의 지각에 기

반을 두어 형성되어 있는 일반적인 점포가

격 이미지를 말한다(Desai and Talukdar

2003). 이는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상품의

수와 가격할인의 크기(Alba et al. 1994) 뿐

만 아니라 상품 소비기간, 단위당 상품가격,

구매크기(Desai and Talukdar 2003)에 따라

결정된다.

소비자는 품절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점포

가 제시하는 대안 상품에 대한 가격을 어떻

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선택행동이 달라진다

(Walter and Grabner 1975; Zinn and Liu

2001, 2008). 예를 들어 대안상품을 싸게 제

시하는 점포에서 품절에 직면한 소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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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연기나 점포전환보다는 대체행동을 취

할 가능성이 크고, 대체품을 비싸게 제시한

다고 지각하는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구매연

기나 점포전환을 할 가능성이 클 수가 있다.

또한 가격지향적인 소비자는 특정브랜드

보다는 상품들의 가격범위에 관심이 더 많

기 때문에 전반적인 점포가격 이미지가 낮

다고 지각하는 소비자는 품절시 기회비용

때문에 점포전환이나 구매연기는 회피하고

상품대체를 하는 경향이 커진다(Sloot et

al. 2005). Sloot et al.(2005)은 소비자의 가

격민감도의 한 단위가 늘어날 때 품절시 소

비자의 다른 점포로의 전환확률이 3% 감소

하는 것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품절상황에

서 소비자는 전반적인 점포가격 이미지가

저렴하다고 지각하면 점포전환 행위는 회피

하고 상품대체 또는 구매연기 등의 점포내

대체행동을 선호할 것이라 보고 다음과 같

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6 : 품절 상황 시 저렴한 점포가

격 이미지는 소비자의 대체선택행동

중 상품대체나 구매연기는 증가시키고,

점포전환은 감소시킬 것이다.

2.2.3. 점포 편의성

품절 문헌에서 점포 편의성을 소비자 선

택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실증한 연

구는 없지만, 일반적인 소매환경에서 점포

편의성은 소비자들의 구매활동에 중요한 영

향을 주는 요인이다(cf. Pan and Zinkhan

2006). 예를 들어 할인점이나 슈퍼마켓에서

는 고객동선의 편리함을 제공하는 매장 레

이아웃 등은 매장 내 체류시간과 구매욕구

증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상품을

탐색하기가 용이한 레이아웃, 눈에 쉽게 들

어오는 상품배치, 이동의 편리함과 같은 인

지적 측면의 점포 편의성은 품절상황이라

하더라도 대체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가

시성을 확보해줌으로써 긍정적인 인지적 점

포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점포편의성의 정서적 측면에서 구

매확률을 높일 수 있는 정서적 효과를 창출

하기 위해 점포환경을 디자인하는 것은 소

비자의 긍정적 감정경험을 통하여 소비자의

구매행위에 영향을 미친다(cf., Donovan

and Rossiter 1982; Pan and Zinkhan

2006). 깨끗하고 청결하며 세련되고 고급스

런 매장은 긍정적인 소비자 감정을 유발하

여 품절 상황에서 의사결정의 어려움에 처

한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Donovan and Rossiter(1982)의 연구에

서 소비자가 점포환경에 노출됨으로써 가지

게 되는 즐거움은 쇼핑금액, 쇼핑시간, 재방

문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비자들이 품절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점포환경이 긍정적으로 소비자에

게 지각된다면 품절로 인한 소비자들의 부

정적인 감정을 상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점포 편의성은 품

절시 점포전환행동과 구매연기 가능성을 줄

이고 점포 내 대체행동을 높일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7 : 품절 상황 시 점포 편의성은

소비자의 대체선택행동 중 상품대체는

증가시키고, 구매연기나 점포전환은 감

소시킬 것이다.



점포내 품절상황에서 소비자 반응행동유형별 결정요인  39

2.2.4. 판매원 서비스

서비스 접점에서 소비자와 직접 접촉을

하여 소비자의 구매활동을 도우는 판매원은

최근 고객만족을 제고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된다. 판매원 서비스는 점포성과를 높이

는 유의한 요인이다(Pan and Zinkhan 2006).

Bitner(1992)에 의하면 소비자와 서비스 제공

자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구매상황에서

판매원 서비스는 서비스품질 지각에 영향을

주며, Babin, Darden, and Griffin(1994)은 판

매원 서비스가 구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비자

들의 효용적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Schary and Christopher(1979)의 연구에

서 품절은 고객서비스 등의 점포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는데, 품

절에 직면한 소비자에게 판매지식과 경험을

통한 판매원의 서비스 노력은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감소시켜 상품대체 등의 소비자

반응을 유도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8 : 품절 상황시 판매원 서비스

는 소비자의 대체선택행동 중 상품대

체는 증가시키고, 구매연기나 점포전환

은 감소시킬 것이다.

2.3. 소비자 특성

품절상황에서 소비자 선택행동은 브랜드

애호도, 점포애호도와 같은 지각된 소비자

특성에 따라 다른 선택행동을 보인다.

2.3.1. 브랜드애호도

브랜드애호도는 특정 브랜드에 대한 우

호적인 태도이며 특정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구매성향을 말한

다. 품절은 브랜드애호도가 높은 소비자에게

는 불만족을 일으키고, 브랜드애호도가 낮은

소비자에게는 잠재적인 구매기회를 상실케

한다.

품절 연구에서 브랜드애호도가 소비자 반

응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먼저 브랜드애호도가 높은 소비

자는 선호하는 브랜드를 찾아 나서는 점포

전환행동을 하거나 품절이 해결될 때까지

구매를 연기하는 행태를 보인다. Sloot et

al.(2005)은 품절시 브랜드애호도의 한 단위

가 늘어날 때 브랜드대체 확률은 26% 감소

하고, 구매연기 확률은 21% 증가하며, 그리

고 점포전환 확률은 9% 증가함을 보고하였

다. 특히 NB 애호도가 높은 구매자가 PB

애호도가 높은 구매자보다 품절시 점포전환

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을 보였다(Schary and

Christopher 1979; Verbeke et al. 1988).

반면에 일련의 연구들(Emmelhainz et al.

1991; Zinn and Liu 2001)에서는 품절시 높

은 브랜드애호도를 지닌 소비자가 구매연기

나 점포전환보다는 동일브랜드 내에서 크기

나 종류가 다른 단품을 구매하는 상품대체

행동을 보이는 것을 보고하였다. Campo et

al.(2000)의 연구에서는 상품애호도(item

loyalty)가 높을 때에는 대체비용과 거래비

용이 높아지므로 상품대체를 하지 않고 동

일브랜드 내 다른 단품으로 변경하여 구매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Sloot et al.(2005)의 연구에서는 브랜드자

산이 높은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같은 브

랜드 내 단품전환을 하는 비율(21%)이 브

랜드자산이 낮은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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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브랜드 내 단품전환을 하는 비율

(14%)보다 유의하게 높음을 보여주었다. 뿐

만 아니라 Sloot et al.(2005)는 높은 브랜드

자산을 가진 쾌락적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가 높은 브랜드자산을 가진 실용적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보다 구매연기를 덜 하고, 동

일 브랜드내의 다른 단품을 대체구매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브랜드애호도는

품절에 직면한 소비자의 구매상황에 따라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본 논문에

서는 전자의 논리를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

을 설정한다.

∙가설 9 : 품절 상황 시 브랜드애호도

는 소비자의 대체선택행동 중 상품대

체는 감소시키고, 구매연기와 점포전환

은 증가시킬 것이다.

2.3.2. 점포애호도

품절을 경험한 소비자 선택행동에 있어 다

른 점포를 이용할 것인지 혹은 구매를 연기

할 것인지에 대한 구매의사결정은 특히 점포

애호도 요인과 관련이 크다(Emmelhainz et

al. 1991; Campo et al. 2000; Sloot et al.

2005). 점포애호도가 높은 소비자는 비록 품

절 상황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점포를 전환하

지 않고 점포 내에서 대체품을 구매하거나

경쟁점포를 이용하지 않고 다시 그 점포를

방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Emmelhainz et. al.(1991)의

연구에서는 대체행동을 취하지 않은 소비자

들 가운데 점포애호도가 큰 소비자들은 점

포애호도가 적은 소비자에 비해 구매를 연

기하는 행동 가능성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

다. 또한 같은 점포를 다시 이용할 확률도

점포애호도가 높은 소비자가 52%인 반면,

점포애호도가 낮은 소비자들의 단지 12.5%

만이 품절된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같은 점

포를 다시 이용할 계획을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Campo et al.(2000)에 의하면, 특정 점포

에 대한 애호도는 다른 점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제한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품절로

인해 점포전환행동을 한다면 탐색비용과 심

리적 비용이 증가하여 쇼핑효용이 감소할

것이라 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시리얼 상품

카테고리 품절시 점포애호도의 한 단위가

늘어날 때 상품대체 확률은 단지 0.65%, 구

매연기 확률은 0.72% 밖에 증가하지 않으

나, 반면에 점포전환 확률은 1.42% 감소함

을 보고하였다. 또한 높은 점포애호도는 구

매연기를 하거나 하지 않은 소비자 모두에

게 다른 점포로의 전환행동을 억제하는 결

과를 보여줌으로써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

고 있다.

Sloot et al.(2005)은 품절시 점포애호도의

한 단위가 늘어날 때 동일 점포에서 같은

브랜드 내 다른 단품 구매확률은 8% 늘어

나고, 다른 점포로의 전환확률은 6% 감소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반면에, 대부분의 실

증연구결과와 다르게 Verbeke et al.(1998)

의 연구에서는 점포애호도가 높은 소비자가

오히려 낮은 소비자보다 점포전환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비자들의

점포애호도에도 불구하고 점포가 구매하고

자 하는 상품을 갖추지 못한데 대한 일종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해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품절시 소비자들의 실제행동

과 의도행동을 비교한 Zinn and Liu(2008)

의 연구에서 점포애호도는 경쟁점포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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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상황적 특성

∙구매의 긴급성

∙품절에 대해 당황하는 정도

∙구매하려는 상품의 양

∙점포방문이전의 계획구매의도

상품 및 점포 특성

∙상품구색․점포가격 이미지

∙점포 편의성․판매원 서비스

지각된 소비자 특성

∙브랜드애호도

∙점포애호도

품절에 대한 소비자의 대체선택행동

∙상품대체(Substitute Item)

∙구매연기(Delay Purchase)

∙점포전환(Leave the Store)

<그림1> 제안 연구모형

하는 것을 방지하고, 구매연기를 통하여 점

포로 되돌아오게 하는 변수로 입증되었다.

예를 들면, 구매연기를 의도한 소비자 중

33%의 소비자가 점포애호도 등의 이유로

실제 구매연기를 하였고, 38%의 소비자는

실제 구매포기를 하였다. 따라서 위의 논의

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10 : 품절 상황 시 점포애호도는

소비자의 대체선택행동 중 상품대체와

구매연기는 증가시키고, 점포전환은 감

소시킬 것이다.

3. 연구모형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소비자들이 품절

에 노출될 때 구매환경의 상황적 특성, 상

품 및 점포 특성, 소비자 특성 등의 선행요

인들이 상품대체, 구매연기, 점포전환 같은

소비자의 대체선택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

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품절시 소비자들이 경험하는 선행요인들과

소비자반응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

로 <그림1>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안할 수

있다.

Ⅲ. 실증 분석

1. 자료 특성

품절은 소매환경에서 흔히 발생하는 현

상이므로 할인점, 슈퍼마켓, 백화점, 편의점

등 다양한 소매업태에서 쇼핑을 마치고 나

오는 쇼핑객들을 대상으로 4주 동안 설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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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구
통
계
학
적
특
성

항목 구분 빈도 백분율(%) 항목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 118 33.4 맞벌이

유무

유 93 37.1

여 235 66.6 무 158 62.9

결혼
유무

미혼 102 28.9

직업

학생 44 12.5

기혼 251 71.1 주부 89 25.2

가족
수

1명 14 4.0 회사원 134 38.0

2-3명 146 41.4 공무원 31 8.8

4-5명 176 49.9 자영업 28 7.9

6명 이상 17 4.8 기타 27 7.6

연령

20대 107 30.2
월

가족
수입

100만 미만 23 6.5

100만-300만 203 57.530대 140 39.7

300만-500만 107 30.340대 80 22.7

500만 이상 20 5.750대 이상 26 7.4

품
절
상
품
경
험
특
성

카테고리 빈도(중복응답) 구분(%)
경험 카테고리별 선택행동 비율(%)

상품대체 구매연기 점포전환

가공식품 203

냉동식품 9.4

28.9 47.8 12.8 39.4
유가공식품 9.6

커피 및 차류 4.1

라면 및 면류 5.8

주생활
용품

111

주방용품 8.7

15.8 36.0 22.5 41.4
세제류 3.7

치약류 1.8

비누류 1.8

음료/
주류

118

과일음료 6.5

16.8 50.8 9.3 39.8
청량․이온음료 6.0

맥주 2.7

소주 1.6

신선식품 132

쌀 0.2

18.8 35.6 10.6 53.8
야채․채소류 10.7

육류 2.3

청과 5.5

기타상품 138

의류 10.6

19.7 25.4 33.3 41.3전자 7.4

기타 2.7

<표3> 표본 및 자료 특성

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응답자에게 2,000원 상당의 답례품

을 배포하였다. 총 379부의 설문지 중 품절

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12부와 불성

실하게 응답한 설문자료 14부를 제외한 353

부의 설문지가 자료분석을 위해 이용되었

다. 표본 및 자료 특성은 <표3>에 정리되

어 있다.

먼저 응답자들이 품절을 경험한 소매점

포는 할인점 40.2%, 슈퍼마켓 31.2%, 백화

점 11.9%, 편의점 7.3%, 기타 9.6%의 분포

를 보였다. 또한 품절상황에서 응답자들의

선택행동은 대체행동이 38.5%, 구매연기가

20.1%, 점포전환행동이 41.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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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표1>의 선행연구들에 대한

SDL 행동비율과 비교하여 볼 때 대형할인

점과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한 Corsten and

Gruen(2003)의 연구에서 나타난 선택행동

(상품대체 45%, 구매연기 24%, 점포전환

31%)과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품절을 경험한 소비자들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자 63.6%, 남

자 33.4%의 비율을 보인다. 연령 분포는 20

대가 30.2%, 30대가 39.7%, 40대가 22.7%,

기타 7.4%로 전체 연령층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

직업은 학생이 12.5%, 전업주부가 25.2%,

회사원이 38.0%로 나타났다. 특히 기혼여성

들의 경우 맞벌이 여성비율이 37.1%로 비

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는 맞벌이 부부의

시간 제약으로 인해 품절시 긴급성과 같은

상황적 특성이 구매선택행동에 유의한 영향

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또

한 가족 구성원의 비율에 있어서도 4명 이

상이 54.7%로 구매하려는 상품의 양이 품

절시 소비자선택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품절을 경험했던 상품으로는 가공식품 카

테고리(28.9%)에서는 유가공식품과 냉동식

품, 주생활용품 카테고리(15.8%)에서는 주방

용품과 세제류, 음료/주류 카테고리(16.8%)

에서는 과일음료와 청량․이온음료, 신선식

품 카테고리(18.8%)에서는 야채․채소류와

청과류, 그리고 기타상품 카테고리(19.7%)

에서는 의류와 전자제품에서 상대적으로 품

절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가공식품 카테

고리나 음료/주류 카테고리에서 품절을 경

험한 경우 상품대체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

았으며, 주생활용품 카테고리, 신선식품 카

테고리나 기타상품 카테고리에서 품절을 경

험한 경우 점포전환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측정

2.1. 변수 측정항목

2.1.1. 품절시 소비자반응의 선행요인

본 논문에서 품절상황에서 소비자 선택행

동에 영향을 미치는 구매상황적 특성, 상품

및 점포특성, 지각된 소비자특성 등의 선행

요인들에 대한 측정항목들은 7점 리커트 형

태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응답자들

이 경험한 품절여부는 Corsten and Gruen

(2003)의 연구를 참조하여 소비자가 일정기

간 동안 특정 시점에 점포를 방문했을 때

매장에서 원하는 품목이 다 팔렸거나 구비

되지 않아 구매하지 못한 경우의 경험여부

로 측정되었다.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도

출한 구체적인 측정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구매상황적 특성: 구매상황적 특성 중 구매

긴급성은 Emmelhainz et al.(1991), Campo,

et al.(2000), Zinn and Liu(2001) 등의 연구

를 참조하여 품절된 상품이 브랜드나 유행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도, 상품이

꼭 필요한 정도, 그리고 급히 사야 하는 정

도 등의 항목들로 측정되었다. 품절시 당황

하는 정도는 Zinn and Liu(2001)을 참고하

여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없을 때 소비자

들의 당황정도, 놀라는 정도, 그리고 화가

나는 정도 등의 항목들로 측정되었다. 구매

하려는 상품의 양은 Campo, et al.(2000),

Verbeke et al.(1998)을 참조하여 구매하려

는 상품의 소비 속도, 예비재고의 필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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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품절상품의 가족 소비량 정도, 쇼핑 시

한 번에 구매하는 상품의 양의 정도 등의

항목들로 측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점포방문

이전의 계획구매는 Sloot et al.(2005), Zinn

and Liu(2001)을 참조하여 점포방문이전에

구매계획을 세운 상품 여부, 쇼핑리스트를

만들어 구매활동을 하는 정도, 평상시 계획

없이 상품을 구매하는 정도, 그리고 품절상

품은 점포에서 충동적으로 구매하고자 했던

정도 등의 항목들로 측정되었다.

상품 및 점포 특성: 상품특성에서 상품구

색은 Emmelhainz et al.(1991), Campo et

al.(2000)을 참조하여 점포가 취급하는 상품

의 다양성, 브랜드의 다양성, 상품카테고리

의 다양성, 최신유행상품의 구비 여부 등의

항목들로 측정되었다.

점포특성은 품절에 직면한 소비자가 점

포 내에서 지각할 수 있는 점포속성들에 의

해 선택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변수

들을 말한다. 점포특성에서 전반적인 점포

가격 이미지는 Sloot et al.(2005), Desai

and Talukdar(2003), Walter and Grabner

(1975) 등을 참조하여 점포가 낮은 가격을

제시한다고 소비자들이 지각하는 정도, 품절

상품의 가격정도, 타 점포와 비교하여 소비

자들이 지각하는 점포가격 이미지, 점포가

제시하는 대안상품들의 가격정도 등의 항목

들로 측정되었다. 점포편의성은 Babin et

al.(1994), Pan and Zinkhan(2006), Donovan

and Rossiter(1982), Pan and Zinkhan(2006)

등을 참조하여 시간․거리 등에서 쇼핑이

편리한 정도, 주차의 용이성, 품절시 가시적

인 상품배치 및 진열로 인해 대안상품 탐색

의 편리성, 품절점포의 매장배치 및 동선에

익숙하여 타점포로 가는 것이 꺼려지는 정

도, 매장의 음악․조명 등이 제공하는 편안

한 느낌 정도, 매장이 깨끗하고 청결한 정

도, 매장의 고급스런 분위기, 매장의 혼잡성

정도 등의 항목들로 측정되었다. 마지막으로

판매원 서비스는 Schary and Christopher

(1979), Babin, et al.(1994), Pan and Zinkhan

(2006)을 참조하여 품절시 판매원의 설명이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영향을 준 정도, 원하

는 상품이 없을 때 주변에 판매원이 없어

불편했던 정도, 판매원의 친절한 서비스 등

의 항목들로 측정되었다.

지각된 소비자 특성: 브랜드애호도는 특

정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구매성향을 말한다. 브랜드애호도

는 Emmelhainz et al.(1991), Verbeke et

al.(1988), Zinn and Liu(2001), Sloot et

al.(2005)를 참조하여 원하는 상품이 없을

때 동일 브랜드 내에서 다른 상품을 구매하

는 정도, 품절시 다른 브랜드로 쉽게 전환

하는 정도, 원하는 브랜드가 없을 때 다른

브랜드를 구매하지 않는 정도, 품절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브랜드애호도 등의 항목들로

측정되었다. 점포애호도는 특정점포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 및 계속이용의사를 의미한

다. 점포애호도는 Emmelhainz et al.(1991),

Verbeke et al.(1988), Campo et al.(2000),

Sloot et al.(2005)을 참조하여 품절을 경험

한 점포에 대한 지속적인 이용의도, 쇼핑품

목들의 대부분을 품절경험점포에서 구매한

정도, 품절경험점포를 다른 소비자에게 추

천한 정도 등의 항목들로 측정되었다.

2.1.2. 품절에 대한 소비자 반응

품절에 대한 소비자반응은 모든 품절연구

의 원형모형인 Walter and Grabner(197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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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요인8 요인9 요인10 Cronbach α

긴급성1 0.041 0.091 0.007 0.066 0.156 -0.061 -0.010 0.055 0.860 -0.048
0.739

긴급성2 0.027 0.010 0.053 0.022 0.167 -0.031 0.050 0.155 0.840 0.025

당황정도1 0.134 -0.006 0.034 0.001 0.861 0.053 -0.003 0.013 0.173 0.061

0.818당황정도2 0.101 -0.031 0.000 0.011 0.880 0.091 0.027 0.017 0.156 0.044

당황정도3 -0.050 0.045 0.034 0.047 0.787 0.010 0.013 0.067 0.016 0.083

구매량1 0.059 0.006 0.003 0.033 0.020 -0.074 0.096 0.866 0.048 -0.069
0.721

구매량2 0.063 -0.099 0.031 -0.023 0.081 0.063 0.068 0.843 0.165 -0.086

계획구매1 0.005 0.809 0.040 0.091 0.081 0.003 0.019 0.056 0.119 0.077

0.827
계획구매2 0.088 0.804 0.010 0.082 0.069 0.119 -0.011 -0.011 -0.007 0.029

계획구매3 -0.013 0.860 -0.080 0.099 -0.056 -0.067 0.001 -0.071 0.017 0.016

계획구매4 0.075 0.743 -0.089 -0.028 -0.072 0.080 0.034 -0.062 -0.018 0.028

상품구색1 0.805 0.036 0.119 0.177 0.086 -0.057 0.118 0.119 0.003 -0.034

0.861
상품구색2 0.851 0.031 0.112 0.165 0.053 -0.080 0.033 0.202 0.004 -0.044

상품구색3 0.859 0.045 0.103 0.166 0.063 0.037 0.117 0.027 0.003 -0.047

상품구색4 0.713 0.067 0.032 0.100 -0.007 0.143 0.096 -0.175 0.079 -0.056

점포가격이미지1 0.137 -0.075 0.873 0.047 0.048 -0.023 0.064 0.011 0.008 -0.017

0.847점포가격이미지2 0.058 -0.053 0.867 0.052 0.036 -0.033 0.058 0.059 0.026 -0.045

점포가격이미지3 0.117 0.008 0.849 0.058 -0.014 0.059 0.060 -0.033 0.029 0.091

점포편의성1 0.222 0.035 0.016 0.585 -0.001 0.117 0.080 0.042 0.203 0.202

0.736
점포편의성2 0.202 0.046 0.073 0.750 0.015 0.045 0.116 0.018 0.109 -0.056

점포편의성3 0.102 0.056 0.046 0.739 0.004 0.210 0.042 0.001 -0.053 -0.077

점포편의성4 0.099 0.114 0.037 0.775 0.050 0.071 0.108 -0.029 -0.085 -0.011

판매원서비스1 0.082 0.131 -0.054 0.022 0.089 0.843 0.035 0.025 0.008 -0.066

0.792판매원서비스2 0.012 0.048 -0.003 0.155 0.046 0.862 0.037 0.030 -0.012 0.012

판매원서비스3 -0.052 -0.041 0.059 0.221 0.013 0.752 0.024 -0.076 -0.085 0.037

브랜드애호도1 -0.076 0.058 0.032 0.019 0.129 0.015 0.042 -0.009 0.014 0.819
0.571

브랜드애호도2 -0.066 0.072 -0.007 -0.026 0.045 -0.034 -0.022 -0.136 -0.036 0.805

점포애호도1 0.211 0.007 0.110 0.172 0.048 0.031 0.826 0.003 -0.060 -0.063

0.786점포애호도2 0.082 -0.031 0.034 0.087 0.009 -0.034 0.881 -0.003 0.006 0.005

점포애호도3 0.052 0.069 0.052 0.069 -0.013 0.107 0.742 0.183 0.094 0.076

초기고유값 4.816 2.971 2.579 2.237 2.004 1.785 1.595 1.386 1.097 1.038

누적적재값(%) 9.64 18.59 26.35 34.04 41.59 48.88 55.93 61.45 66.90 71.70

Note: 측정변수는 부록을 참조

<표4> 소비자반응 선행요인들에 대한 신뢰성분석 및 탐색요인분석 결과

SDL 모델을 따라 상품대체, 구매연기, 점포

전환으로 소비자 선택행동을 측정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상품대체는 Corsten and

Gruen(2003)의 연구를 참조하여 동일 브랜

드내의 단품 변경과 동일 상품카테고리에서

같은 품목이지만 다른 브랜드로 전환한 것

을 상품대체에 포함하여 측정하였다.

2.2. 척도 평가

품절시 소비자반응에 대한 선행요인들의

측정변수들은 먼저 Cronbach-값으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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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수 ← 구성개념(요인)
표준요인
적재량

측정변수 ← 구성개념(요인)
표준요인
적재량

긴급성1 ← 긴급성 0.705 점포가격이미지1 ← 점포가격이미지 0.854

긴급성2 ← 0.835 점포가격이미지2 ← 0.793

당황정도1 ← 당황정도 0.861 점포가격이미지3 ← 0.772

당황정도2 ← 0.900 점포편의성1 ← 점포편의성 0.568

당황정도3 ← 0.600 점포편의성2 ← 0.714

구매량1 ← 구매량 0.618 점포편의성3 ← 0.659

구매량2 ← 0.914 점포편의성4 ← 0.669

계획구매1 ← 계획구매 0.744 판매원서비스1 ← 판매원서비스 0.748

계획구매2 ← 0.737 판매원서비스2 ← 0.856

계획구매3 ← 0.827 판매원서비스3 ← 0.646

계획구매4 ← 0.654 브랜드애호도1 ← 브랜드애호도 0.612

상품구색1 ← 상품구색 0.843 브랜드애호도2 ← 0.652

상품구색2 ← 0.865 점포애호도1 ← 점포애호도 0.870

상품구색3 ← 0.841 점포애호도2 ← 0.789

상품구색4 ← 0.577 점포애호도4 ← 0.582

(360df) =554.62, p-value<0.001, GFI=0.905, NFI=0.872, CFI=0.950, RMSEA=0.039

Note: 측정변수는 부록을 참조

<표5> 소비자반응 선행요인들에 대한 확증요인분석 결과

뢰성을 측정한 후 탐색요인분석을 하였다.

또한 확증요인분석을 통하여 추출된 요인들

의 수렴타당성 및 판별타당성을 검증하였

다. 이 과정에서 선행요인별 측정변수들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당초 측정

한 변수들 중 긴급성에서 1개, 구매량에서

2개, 점포가격이미지에서 1개, 점포편의성에

서 4개, 판매원서비스에서 1개, 브랜드애호

도에서 2개, 점포애호도에서 1개가 제거되

었다.

<표4>는 각 선행요인별 측정변수들에 대한

신뢰성분석을 위한 Cronbach-값과 총 30개

측정변수들에 대한 탐색요인분석 결과를 나타

낸다. 측정변수들에 대한 신뢰성은 브랜드애호

도를 제외한 9개 요인들에 대한 Cronbach-

값은 모두 0.7을 넘는 양호한 결과를 보인다.

브랜드애호도에 대한 Cronbach- 값은 0.571

로 다소 낮은 편인데, 이는 본 연구에서 다루

고 있는 대부분의 상품카테고리가 저관여제품

이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탐색요인분석

에서는 고유값 1을 기준으로 10개 요인이 추

출되었고, 누적적재값이 70%를 넘는 가운데

VARIMAX방식으로 직교회전시킨 요인축이

10개 선행요인들에 대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5>와 <표6>은 각각 각 선행요인들에

대한 확증요인분석 결과와 확증요인분석에

따른 타당성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확증요

인분석결과 전반적인 모형적합도는 표본수

의 영향을 받는 통계량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유의확률<0.001) 나타났으나, GFI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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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개념
(요인)

CR AVE

구성개념들 간의 상관계수

긴급성
당황
정도

구매량
계획
구매

상품
구색

가격
이미지

점포
편의성

판매원
서비스

브랜드
애호도

점포
애호도

긴급성 0.518 0.597 1

당황정도 0.604 0.637 0.381 1

구매량 0.503 0.609 0.338 0.145 1

계획구매 0.662 0.552 0.090 0.007 -0.122 1

상품구색 0.738 0.625 0.128 0.184 0.188 0.101 1

점포가격이미지 0.725 0.651 0.088 0.080 0.074 -0.094 0.286 1

점포편의성 0.572 0.429 0.120 0.102 0.036 0.216 0.466 0.185 1

판매원서비스 0.583 0.570 -0.059 0.146 0.042 0.117 0.051 0.004 0.366 1

브랜드애호도 0.435 0.400 0.009 0.191 -0.239 0.165 -0.175 0.005 -0.026 -0.016 1

점포애호도 0.625 0.573 0.052 0.069 0.146 0.033 0.344 0.213 0.363 0.113 -0.027 1

<표6> 확증요인분석에 따른 구성개념들에 대한 타당성분석 결과

CFI가 0.9 이상이며 RMSEA가 0.05 미만으

로 나타나 대체로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될

수 있다.

선행요인들에 대한 수렴타당성을 보기 위

한 통계량들 중 CR(Construct Reliability)

값은 긴급성, 구매량, 점포편의성, 판매원서

비스, 브랜드애호도 등에서 일반적 기준인

0.6에 미달하나, 각 요인들로부터 측정변수에

대한 표준요인적재량이 모두 0.5 이상으로

나타나고 AVE(Average Variance Extract)

값도 10개 중 8개 요인에서 0.5 이상으로 나

타나 수렴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

다. 조금 기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점포편

의성과 브랜드애호도에서도 AVE값이 0.4 이

상이 확보되었다. 선행요인들 간의 판별타당

성은 확증요인분석에 따른 요인간 상관계수

의 제곱이 해당 요인들에 대한 AVE값보다

작은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Fornell

and Larker, 1981).

이후의 분석을 위한 선행요인에 대한 추

정치는 직교회전을 통해 요인간 독립성을

확보한 탐색요인분석결과의 요인값을 이용

하고자 한다.

3. 분석 결과

3.1. 모델 추정

품절 상황에서 소비자 선택행동으로 나타나

는 SDL행동은 이산적인 자료로 측정되고 독

립변수들은 연속형 자료로 측정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다항로짓(multinominal logit,

MNL)모형을 이용하여 품절 상황에서 각 영향

요인들이 소비자의 SDL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MNL모형에서는 먼저 소비자의 선택대안

인 종속변수가 J개의 범주로 구성될 때, 소

비자가 특정범주(여기에서는 J번째 범주라

고 가정함) 대안을 선택할 확률(Pr )

과 나머지 J-1개의 범주 대안들 하나하나씩

을 선택할 확률(Pr   ,   ⋯ )

간의 선택확률비(odds ratio)에 로그(log)를

취한 값을 식 (1)에서와 같이 p개 영향요인

들에 의한 선형함수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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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Pr 

Pr  
   ⋯

,   ⋯ (1)

식 (1)에서  와 는 각각 소비자i의

영향요인k에 대한 요인값과 영향요인k가

소비자i의 j범주와 J범주 간 선택확률비의

로그값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의미하는

계수이다. 식 (1)과 소비자i가 J개 범주 각

각을 선택할 확률의 총합이 1이 된다는 점

을 이용하여 MNL모형식은 식 (2)와 같이

정의된다.

Pr     












 




 ⋯


  ⋯

   ⋯ 




 




 ⋯



   

(2)

식 (1)에서 선택확률비의 기준이 되는 범

주가 J범주에서 m범주(단, m은 j가 아닌 J

보다 작은 임의의 수)로 바뀐다면 소비자i

의 j범주와 m범주 간 선택확률비는 식 (3)

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lnPr 

Pr  

 ln
Pr 

Pr 

Pr 

Pr  

    ⋯ 

(3)

한편, MNL모형의 계수는 독립변수가 범

주형 값을 지니는 종속변수를 선택할 확률

을 구성하는 비선형식을 구성하고 있어 일

반적인 선형회귀식의 계수와 같이 독립변수

의 종속변수에 대한 한계효과(marginal

effects)로 직접 해석될 수 없다. 대신 MNL

모형에서 독립변수 가 종속변수 중 범주j

의 선택확률에 미치는 한계효과()는 식

(4)와 같이 정의된다.

 ∂

∂ Pr   
 Pr    jh k 

J
Pr    ,

  ⋯ (4)

<표7>은 식 (2)의 MNL모형을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된 353명의 응답자들이 품

절 상황에서 나타내는 SDL행동을 상수항

과 10개 선행요인들(긴급성, 당황정도, 구매

량, 계획구매, 상품구색, 점포가격이미지, 점

포편의성, 판매원서비스, 브랜드애호도, 점

포애호도)로 설명하기 위한 추정결과이다.

MNL모형의 적합도는 추정된 모형과 상

수항을 제외한 모든 계수를 0으로 고정한

제약모형간의 우도함수비(Likelihood Ratio)

를 이용한 -검정(자유도는 0으로 고정된

계수의 수)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표7>

의 품절상황에 놓인 소비자의 선택행동에

대한 MNL모형의 값은 144.63 (df=20, 유

의확률<0.001)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분석의  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McFadden의

pseudo-  통계량은 0.194로 대체로 만족

스런 수준의 적합도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McFadden,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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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상품대체 점포전환

계수 표준오차 (df=1) 유의확률 계수 표준오차 (df=1) 유의확률

상수항 0.782 0.194 16.21 <0.001 0.988 0.187 27.91 <0.001

긴급성 0.906 0.184 24.33 <0.001 0.526 0.159 10.96 <0.001

당황정도 -0.362 0.180 4.04 0.045 -0.090 0.163 0.31 0.580

구매량 0.842 0.182 21.32 <0.001 0.329 0.170 3.74 0.053

계획구매 -0.281 0.179 2.46 0.117 0.120 0.172 0.49 0.485

상품구색 0.116 0.178 0.42 0.515 -0.409 0.164 6.23 0.013

점포가격이미지 -0.010 0.174 0.00 0.953 -0.450 0.159 7.96 0.005

점포편의성 0.088 0.179 0.24 0.624 0.228 0.165 1.92 0.165

판매원서비스 -0.190 0.176 1.16 0.281 -0.206 0.161 1.63 0.201

브랜드애호도 -0.997 0.186 28.77 <0.001 -0.415 0.169 6.03 0.014

점포애호도 0.102 0.178 0.33 0.566 -0.345 0.160 4.69 0.030

(df=20) = 144.63, 유의확률 < 0.001, McFadden's Pseudo   = 0.194

<표7> 다항로짓모형을 이용한 품절시 소비자 선택행동 추정결과(구매연기행동 기준)

3.2. 가설 검증

본 연구에서는 Ⅱ장에서 설정한 가설들

을 검증하기 위하여 <표7>의 MNL모형 추

정결과와 한계효과(식 (4))를 함께 분석하

였다.

먼저 구매연기행동을 기준으로 제시된

<표7>의 MNL모형 추정결과는 보다 효과

적인 가설 검증을 위해 <표8>에서 기준행

동을 달리하여 기준행동과 선택행동의 모든

조합에 대해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계

수들을 제시하였다.

<표8>에서와 같이 상품대체 대비 구매연

기 선택확률에는 당황정도와 브랜드애호도

가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고 긴급성과

구매량은 유의한 부(-)의 영향을 주며, 상

품대체 대비 점포전환 선택확률에는 계획구

매와 브랜드애호도가 유의한 정(+)의 영향

을 주고 긴급성, 구매량, 상품구색, 가격이

미지, 점포애호도는 유의한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구매연기

대비 상품대체 선택확률에는 긴급성과 구매

량이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고 당황정도

와 브랜드애호도는 유의한 부(-)의 영향을

주며, 구매연기 대비 점포전환 선택확률에

는 긴급성만이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고

상품구색, 가격이미지, 브랜드애호도, 점포

애호도는 유의한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점포전환 대비 상

품대체 선택확률에는 긴급성, 구매량, 상품

구색, 가격이미지, 점포애호도가 유의한 정

(+)의 영향을 주고 계획구매와 브랜드애호

도는 유의한 부(-)의 영향을 주며, 점포전

환 대비 구매연기 선택확률에는 상품구색,

가격이미지, 브랜드애호도, 점포애호도가 유

의한 정(+)의 영향을 주고 긴급성만이 유의

한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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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상품대체기준 구매연기기준 점포전환기준 가설

기대부호
가설채택

여부구매연기 점포전환 상품대체 점포전환 상품대체 구매연기

긴급성
-0.906

(<0.001)
-0.380
(0.013)

0.906
(<0.001)

0.526
(<0.001)

0.380
(0.013)

-0.526
(<0.001)

+-- 채택

당황정도
0.362

(0.045)
․

-0.362
(0.045)

․ ․ ․ --+ 부분채택

구매량
-0.842

(<0.001)
-0.514

(<0.001)
0.842

(<0.001)
․

0.514
(<0.001)

․ +-+ 부분채택

계획구매 ․
0.401

(0.006)
․ ․

-0.401
(0.006)

․ -++ 부분채택

상품구색 ․
-0.525

(<0.001)
․

-0.409
(0.013)

0.525
(<0.001)

0.409
(0.013)

+-- 부분채택

가격이미지 ․
-0.440
(0.002)

․
-0.450
(0.005)

0.440
(0.002)

0.450
(0.005)

++- 채택

점포편의성 ․ ․ ․ ․ ․ ․ +-- 기각

판매원서비스 ․ ․ ․ ․ ․ ․ +-- 기각

브랜드애호도
0.997

(<0.001)
0.582

(<0.001)
-0.997

(<0.001)
-0.415
(0.014)

-0.582
(<0.001)

0.415
(0.014)

-++ 채택

점포애호도 ․
-0.447
(0.002)

․
-0.345
(0.030)

0.447
(0.002)

0.345
(0.030)

++- 채택

Note: 1. 각 회귀계수는 기준행동 값을 0으로 할 때 각 선택행동의 경향정도를 표시
2. ․표시는 원 모형 추정에서 유의하지 않은 계수 값을 삭제한 결과임

3. ( )안의 값은 각 셀에 제시된 계수값에 대응되는 통계량에 대한 유의확률을 나타냄
4. 가설에서의 기대방향은 상품대체, 구매연기, 점포전환 순으로 기대되는 계수의 부호를 의미함

5. 가설 채택여부는 유의수준( ) 0.05를 기준으로 함

<표8> 다항로짓모형 분석결과 요약 및 가설검증 결과

<표9>는 <표7>과 같이 추정된 품절시

소비자 선택행동에 대한 MNL모형에 식

(4)를 적용하여 10개 영향요인들의 평균값

에서 도출한 한계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즉,

<표9>는 각 영향요인들의 평균값 수준에서

각 영향요인들이 한 단위 증가할 때 기대되

는 품절시 소비자의 SDL행동 각각이 발생

될 확률의 변화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품절시 구매량 한 단위가 늘어날 때

14.1%의 상품대체 확률이 증가하고, 반면에

7.9%의 구매연기 확률과 6.2%의 점포전환

확률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계획구매 정

도의 한 단위가 늘어날 때는 상품대체 확률

은 8.6% 줄어들고, 대신 점포전환 확률이

7.8% 늘어남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비자의

브랜드애호도의 한 단위가 늘어날 때 상품

대체 확률은 16.2% 감소하고, 대신 구매연

기 확률은 9.6%, 점포전환 확률은 6.7%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표8>을 중심으로 유의수준을 0.05

로 정하여 구체적인 가설별 검증여부를 살

펴보고자 한다. 먼저, 구매상황적 특성들과

관련된 가설들을 검증하면, 구매의 긴급성

은 모든 경우의 상품대체확률을 유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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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상품대체 구매연기 점포전환

계수 표준오차 유의확률 계수 표준오차 유의확률 계수 표준오차 유의확률

상수항 0.014 0.033 0.660 -0.127 0.010 <0.001 0.112 0.034 0.001

긴급성 0.122 0.033 <0.001 -0.098 0.021 <0.001 -0.024 0.032 0.453

당황정도 -0.069 0.031 0.028 0.030 0.022 0.171 0.039 0.031 0.201

구매량 0.141 0.031 <0.001 -0.079 0.022 <0.001 -0.062 0.031 0.043

계획구매 -0.086 0.032 0.007 0.008 0.022 0.706 0.078 0.032 0.016

상품구색 0.097 0.031 0.002 0.025 0.022 0.259 -0.121 0.031 <0.001

점포가격이미지 0.074 0.031 0.016 0.036 0.021 0.092 -0.110 0.030 <0.001

점포편의성 -0.018 0.031 0.555 -0.023 0.022 0.288 0.042 0.030 0.171

판매원서비스 -0.009 0.031 0.764 0.028 0.021 0.188 -0.019 0.031 0.542

브랜드애호도 -0.162 0.031 <0.001 0.096 0.022 <0.001 0.067 0.030 0.028

점포애호도 0.083 0.032 0.010 0.020 0.021 0.340 -0.103 0.031 <0.001

Note: 각 영향요인들의 평균값에서 각 요인들의 변화가 유발하는 소비자 선택행동별 선택확률의 변화를 표시

<표9> 각 영향요인들의 소비자 선택행동 선택확률에 미치는 한계효과(Marginal Effects)

증가시키고, 모든 경우의 구매연기확률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며, 상품대체 대비 점포

전환확률은 유의하게 감소시키나 구매연기

대비 점포전환확률은 유의하게 증가시키므

로 가설 1은 채택될 수 있다. <표9>의 한

계효과에서도 구매의 긴급성은 상품대체확

률을 유의하게 증가시키고 구매연기확률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황정도는 구매연기 대비 상품대체확률

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며, 상품대체 대비 구

매연기확률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며, 한계효

과에서도 상품대체확률을 유의하게 감소시

키므로 가설 2는 부분채택될 수 있다. 구매

량은 모든 경우의 상품대체확률을 유의하게

증가시키고, 상품대체 대비 구매연기확률과

상품대체 대비 점포전환확률을 유의하게 감

소시키며, 한계효과에서도 상품대체확률을

유의하게 증가시키고 구매연기확률을 유의

하게 감소시키므로 가설 3은 부분채택될 수

있다. 사전 계획구매의도는 점포전환 대비

상품대체확률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며, 상품

대체 대비 점포전환확률을 유의하게 증가시

키며, 한계효과에서도 상품대체확률을 유의

하게 감소시키고 점포전환확률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므로 가설 4는 부분채택될 수 있다.

다음으로 점포특성들과 관련된 가설들을

검증하면, 상품구색의 다양성은 점포전환

대비 상품대체확률과 점포전환 대비 구매연

기확률을 유의하게 증가시키고, 모든 경우

의 점포전환확률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며,

한계효과에서도 상품대체확률을 유의하게

증가시키고 점포전환확률을 유의하게 감소

시키므로 가설 5는 부분채택될 수 있다. 품

절에 직면했을 때 점포의 전반적인 가격이

미지는 점포전환 대비 상품대체확률과 점포

전환 대비 구매연기확률을 유의하게 증가시

키고, 모든 경우의 점포전환확률을 유의하

게 감소시키므로 가설 6은 채택될 수 있다.



52  유통연구 16권 4호

한계효과에서도 전반적인 가격이미지는 상품

대체확률을 유의하게 증가시키고 점포전환확

률을 유의하게 감소시키고 있다. 점포편의성

요인과 판매원서비스 요인은 모든 경우의 모

든 선택행동확률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지

않아 가설 7과 가설 8은 기각되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특성들과 관련된 가설

들을 검증하면, 소비자의 선택행동에 대한

브랜드애호도는 모든 경우의 상품대체확률을

유의하게 감소시키고, 모든 경우의 구매연기

확률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며, 구매연기 대비

점포전환확률은 유의하게 감소시키나 상품대

체 대비 점포전환확률은 유의하게 증가시키

고, 한계효과에서도 상품대체확률을 유의하

게 감소시키고 구매연기확률과 점포전환확률

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므로 가설 9는 채택될

수 있다. 점포애호도 요인은 점포전환 대비

상품대체확률과 구매연기확률을 유의하게 증

가시키고, 모든 경우의 점포전환확률을 유의

하게 감소시키며, 한계효과에서도 상품대체

확률과 구매연기확률을 유의하게 증가시키고

점포전환확률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므로 가설

10은 채택될 수 있다.

Ⅳ. 결론

1. 요약 및 논의

소매점 경영에서 핵심 역량 중의 하나는

점포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의 이용가

능성이다. 소매점은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

서 소비자가 요구하는 상품을 제공하면서

소비자 만족도와 점포애호도를 높일 수 있

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상

품의 이용가능성이 상실될 때 즉, 소비자들

이 품절상황에 직면했을 때 소비자들은 구매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점포에 대한 불

만을 가질 소지가 크고, 이로 인해 소매점은

단기적인 판매 손실 및 장기적인 고객이탈과

같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품절상황에 직면한 소비자의 선택행동은

크게 점포 내에서 대체상품을 구매하는 상

품대체, 다시 점포를 방문할 때까지 구매를

미루는 구매연기, 그리고 원하는 상품을 찾

아 다른 점포를 방문하게 되는 점포전환행

동의 세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유통업체

는 품절발생시 고객들이 점포전환을 하거

나, 구매연기를 하거나 또는 구매취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품절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을 강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품

절시 구매연기를 하거나 점포전환을 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줄이면 유통업체는 점포매

출을 늘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품절을 경험한 이

러한 소비자들의 선택행동을 이끌어내는 변

수들을 확인하고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지 않

았던 결정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에 따라 선행연구에서 소비자들의 선택행동

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으로 알려진 상

황적 특성 중 구매의 긴급성, 품절시 당황

정도, 요구되는 구매량, 계획구매 요인, 상

품 및 점포특성에서는 상품구색, 점포가격,

점포편의성, 판매원 서비스 요인, 그리고 지

각된 소비자 특성으로는 브랜드애호도, 점

포애호도를 중심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소비자 선택행동에 대한 MNL모델 추정

결과 품절상황에서 상품대체, 구매연기, 점

포전환행동에 대해 구매의 긴급성, 품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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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정도, 구매량, 사전 계획구매, 상품구색,

전반적 점포가격 이미지, 브랜드애호도, 점

포애호도 요인들이 소비자 선택행동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고, 점포편의성과 판매원 서

비스 요인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분석결과를 살

펴보면, 품절상황 시 소비자의 점포 내 상

품대체행동을 이끄는 결정요인으로 구매의

긴급성, 품절시 당황정도, 구매량, 사전 계

획구매, 상품구색의 다양성, 저렴한 점포가

격이미지, 브랜드애호도, 점포애호도 등이

유의하였으며, 구매연기를 유도하는 결정요

인으로 구매의 긴급성, 구매량, 브랜드애호

도 등이 중요하게 판명되었다. 품절시 소비

자가 다른 점포로 전환하게 되는 요인으로

구매의 긴급성, 구매량, 사전 계획구매, 상

품구색의 다양성, 저렴한 점포가격이미지,

브랜드애호도, 점포애호도 등이 파악되었다.

먼저 소비자의 상황적 특성을 살펴보면,

소비자들은 구매하려는 다급함이 높을수록

점포 내에서 구매상품을 대체(12.2% 증가)

하거나 구매연기(9.8% 감소)와 점포전환

(2.4% 감소)을 할 가능성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Campo et al.(2002)와

Zinn and Liu(2001)의 연구에서 구매의 긴

급함이 클수록 상품대체행동 가능성은 높고

구매연기의 가능성은 낮다는 연구결과와 동

일한 결과를 나타낸다. 또한 품절에 대한

당황 정도가 한 단위 증가할 때는 소비자가

점포 내에서 구매상품을 대체할 확률이

6.9% 낮아졌지만 구매연기와 점포전환으로

유의하게 연결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소매

점은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생필품이나 인기

상품은 떨어지지 않도록 재고관리를 하여

품절시 소비자의 당황정도로 인한 매출액

손실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Campo et al.(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

게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량이 많은 소비자는

품절에 직면하더라도 상품대체행동(14.1% 증

가)을 하였다. 소비자에게 요구되는 쇼핑바

구니 즉 구매량이 클 때는 품절상황에서 구

매연기나 점포전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각

비용 및 손실이 크기 때문에 소비자가 점포

내 상품대체행위를 하게 된다고 유추할 수

있다. 또한 계획구매를 하지 않은 소비자들

은 품절상황에서 상품대체행동을 할 가능성

이 크며 반면에 계획구매를 하는 소비자들

은 점포전환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계획구매를 하는 소비자들은 점포

방문이전에 특정상품에 대한 구매욕구를 가

지고 점포를 방문하기 때문에 품절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른 상품으로 대체할 가능성

(8.6% 감소)은 적고 다른 점포로 자신이 계

획했던 상품을 구매하러 갈 가능성(7.8%

증가)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Zinn and

Liu(2001)에서는 계획구매가 구매연기에 대

해 유의한 영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구매연기에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는 않았다.

상품 및 점포 특성 요인 중에서 소비자

가 품절 경험 시 상품구색이 다양할 때 소

비자는 점포전환 확률을 12.1% 낮추고 점

포내에서 다른 상품을 대체구매할 확률을

9.7%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점포전

환으로 인한 판매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품의 다양성을 통한 상품구색이 충족되어

야 한다고 제안한 Schary and Christopher

(1979)와 Emmelhainz et. al(1991)의 연구에

대한 실증적 뒷받침이 된다. 또한 점포가격

이 싸다고 소비자들이 인식할수록 점포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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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감소)보다는 상품대체행동(7.4% 증

가)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 Zinn

and Liu(2001)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점포편의성은 대부분

의 점포이미지 연구들(cf., Lindquist 1974;

Sirgy and Samli 1985)에서는 소비자들의

구매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품절상

황에서는 점포 편의성은 소비자들의 선택행

동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일반적인 소매환경에서 매장 내 긍

정적 자극으로 작용하여 점포 내 구매행동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판매원

서비스 또한 품절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선택

행동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소비자 특성 중 브랜드애호도는

Emmelhainz et. al(1991)의 연구와 일치하

게 구매를 연기(9.6% 증가)하거나 선호 브

랜드를 찾아 나서는 점포전환행동(6.7% 증

가)을 보여 주었다. 뿐만 아니라 점포애호도

는 Campo, et al.(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

하게 품절상황 시 소비자 상품대체행동

(8.3%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탐색

비용 증가로 인해 타 점포로의 전환행동을

억제(10.3% 감소)하는 역할을 하였다.

위의 연구 결과들을 활용하여 소매점에

응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소매관리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품절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구매 긴급성이 클수

록, 당황정도가 낮을수록, 요구되는 구매량

이 많을수록, 사전 계획구매의 정도가 낮을

수록, 상품구색의 다양성이 클수록 그리고

점포가 제시하는 가격이 저렴하다고 느낄수

록 점포 내에서 상품대체행동을 할 가능성

은 더욱 커진다. 또한 소비자의 브랜드애호

도와 점포애호도가 높을수록 점포전환보다

는 점포내 대체행동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

아진다. 따라서 소매 점포는 품절로 인한 소

비자의 점포전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품

절상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대에

서 같은 크기와 종류, 브랜드에 대한 상품구

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상품구색

은 소비자들이 품절상황을 맞이하더라도 대

안상품을 선택하는 비용에 비해 점포전환에

대한 비용이 더욱 크다고 느끼기 때문에 점

포 내에서 대안상품을 선택할 가능성을 높

일 수 있다. 또한 브랜드애호도가 높은 소비

자의 경우 점포전환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

기 때문에 동일 브랜드내 대체행동을 유발

하기 위하여 동일 브랜드내 다양한 상품구

색 확보는 점포전환으로 나타나는 손실을

막을 수 있는 효율적인 소매전략일 것이다.

둘째, 소매점포는 품절 직면시 소비자가

매장내에서 구매긴급성을 적게 느끼게 할수

록, 구매량이 적을수록, 전반적인 점포 가격

이 저렴하다고 느끼게 할수록, 그리고 높은

브랜드애호도와 점포애호도를 형성하게 할

수록 소비자가 다른 점포로 전환하는 대신

에 구매연기를 해서라도 동일 점포를 계속

이용하게끔 하는 소매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매점포는 소비자의 시간

압박에 의한 구매긴급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편안한 매장분위기 등을 연출하여 소비자들

의 쇼핑경험을 즐겁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매점포는 점포애호도 강화를 통

해 품절이 발생하더라도 소비자들의 선택행

동을 점포내 상품대체행동이나 구매연기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함으로써 품절의 부

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경쟁점포로의 전

환행동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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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브랜드애호도가 높으면서 점포애호도

가 낮은 소비자들은 충분히 경쟁점포로의

전환행동을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소매 점

포는 품절에 대한 보상으로 할인권, 레인체

크 등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점포애호

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매 점포는 제품이용가능성

제고를 통한 소비자의 애고행동과 소매성과

를 증가시키기 위해 위에서 언급했던 품절

상황에서 소비자 선택행동의 유의한 결정요

인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품절을 줄

이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2. 한계점 및 미래 연구방향

품절에 대한 학문적 연구의 발전추세와

실무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마케

팅 및 유통 문헌에서는 품절에 대한 연구가

별로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품절분야에 대한 효시적 논문으로 소비자들

이 쉽게 경험하는 품절 상황에서 소비자들

의 대체선택행동을 이끌어내는 결정요인을

파악하고, 쇼핑고객들이 품절에 어떻게 반

응하는지를 분석하는데 논문의 큰 의의가

있다. 더 나아가 각각의 선택행동 간의 관

계를 상호 연관시킴으로써 품절로 인한 부

작용을 줄일 수 있는 점포관리 대응방안을

시사하는데 논문의 공헌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헌점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품절에 대한 탐색적 연구로 다음과

같은 한계점들을 지니고 있다. 첫째, 소비자

선택행동의 결정요인들이 비록 동종업종이

라 할지라도 업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업태를 혼합하

여 분석하였다. 특정 소매업태에 따라 품절

율과 소비자의 품절에 대한 반응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미래연구에서는 소매업태별로

소비자집단을 세분하여 품절상황 시 선택행

동에 대한 연구결과를 비교분석해 볼 필요

가 있다.

둘째, 선택행동의 결정요인 및 브랜드애호

도 등에 대한 측정개념의 한계를 들 수 있

다. 일반적인 소매환경에서 구매선택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에 대한 측정항목은 풍부한

편이나 반면에 아직까지 품절 관련 연구에

서는 포괄적인 측정항목들이 개발되지 않고

있다. 특히 품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

황적 특성에 관한 측정항목들이 상대적으로

적어 좀 더 세련되고 적합한 측정항목들의

개발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본 연구에서는

브랜드 대체(brand switch)와 브랜드내 단품

대체(item switch)를 구분하지 않고 상품대

체로 분류하였다. 또한 상품대체행동을 대부

분의 선행연구처럼 동일 브랜드내에서 다른

크기나 형태를 구입하거나 또는 다른 브랜

드를 구입한 것 까지를 포함하여 측정하였

으나 엄밀하게는 구분하여 연구해 볼 필요

가 있다.

셋째, 브랜드애호도 구성개념에 대한 척

도 검증에서 수렴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구성개념신뢰도 및 평균분산추출 값이 다른

요인들의 측정항목들에 비해 다소 만족스럽

지 못하게 측정되었다. 이는 부분적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상품카테고리들이 대

부분 저관여제품들인데 저관여제품들을 대

상으로 브랜드애호도를 측정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주

관적 평가가 아닌 실제 구매시 동일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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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반복구매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도 고

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품절율 측정에 있어서도 주관적인

평가보다도 POS 등을 이용한 실제 매장에

서 발생한 품절율을 계산하여 품절율과 소

비자 구매행태를 연관시켜 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소비자의 품절 경험 후 행동에

영향을 중 수 있는 상품카테고리 특성변수

들을 상품구색을 제외하고는 충분히 고려하

지 못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

료가 쇼핑을 마치고 점포를 나온 쇼핑객들

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해 측정됨으

로써 품절상품 카테고리별로 정확한 소비자

반응을 측정하지 못한 한계에도 일부 기인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향후 연구에서는

POS 등을 이용해 수집된 패널자료를 바탕

으로 품절상품 카테고리별 소비자반응을 분

석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상품의 실

용적, 쾌락적 효용가치를 고려한다든지 상

품의 category captain 여부 등을 감안한

심층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여섯째, 요즘은 소비자들이 쇼핑할 때 한

번에 여러 점포를 돌아다니면서 좀 더 저렴

한 가격에 원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cherry

picking'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주점포 외에 다른

점포에서 구매하는 경우와 인근 경쟁점포의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미래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품절의 소비자반

응을 연구하면 훨씬 풍부한 연구결과를 얻

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품절문제가 전통적 환경을

넘어 최근 온라인 유통시장에도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

고 있는 소비자들이 품절을 경험하게 될 때

어떠한 반응행동을 보이는지 또한 그러한

온라인 시장에서 소비자들은 어떠한 요인들

에 의해 선택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동일한 쇼핑

객들의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품절과 그에

대한 반응행동을 오프라인 점포의 연구결과

와 비교분석해 본다면 좀 더 심층적이고 포

괄적인 품절에 관한 연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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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측정변수

변수명 측정 문항 비고

긴급성1 품절된 상품은 급히 사야하는 상품이었다

긴급성2 품절된 상품은 브랜드나 유행측면에서 나에게 중요한 상품이었다

당황정도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없었을 때 나는 매우 당황했다

당황정도2 원하는 상품이 없었을 때 나는 매우 놀랐다

당황정도3 원하는 상품이 없었을 때 나는 화가 났다

구매량1 품절된 상품은 자주 소비해서 소비속도가 빠른 상품이다

구매량2 품절된 상품은 예비재고가 필요한 상품이다

계획구매1 품절된 상품은 점포에서 충동적으로 구매하고자 했던 상품이다 역척도

계획구매2 나는 일반적으로 쇼핑리스트를 만들어 쇼핑하는 편이다

계획구매3 품절된 상품은 점포를 방문하기 이전에 사려고 계획했던 상품이다

계획구매4 나는 계획없이 충동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편이다 역척도

상품구색1 품절을 경험한 점포는 상품의 종류가 다양한 편이다

상품구색2 품절을 경험한 점포는 상품의 브랜드가 대체로 다양하다

상품구색3 품절을 경험한 점포는 상품의 구색이 다양하다

상품구색4 품절을 경험한 점포는 최신유행상품을 구비하고 있다

점포가격이미지1 품절을 경험한 점포의 상품가격은 전반적으로 싼 편이다

점포가격이미지2 품절을 경험한 점포가 취급하는 대안상품의 가격은 저렴하다

점포가격이미지3 품절을 경험한 점포의 가격은 타점포의 상품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점포편의성1 품절을 경험한 점포는 주차시설이 편리하다

점포편의성2
품절을 경험한 점포의 매장배치 및 구조에 익숙하여 타 점포에 가기
가 꺼려진다

점포편의성3 품절을 경험한 매장은 깨끗하고 청결했다

점포편의성4 품절을 경험한 매장은 세련되고 고급스럽다

판매원서비스1
품절을 경험했을 때 판매원의 친절한 서비스가 구매행동에 영향을 주
었다

판매원서비스2 품절을 경험했을 때 판매원의 설명이 나의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판매원서비스3
원하는 상품이 없을 경우 판매원이 충분한 설명과 노력을 기울여 주
었다

브랜드애호도1 나는 품절을 경험했던 상품에 대해 브랜드 애호도가 높은 편이다

브랜드애호도2 원하는 브랜드상품이 없을 경우 다른 브랜드를 쉽게 구매하는 편이다 역척도

점포애호도1
비슷한 점포가 많지만 내가 이용하는 점포에서 주로 구매를 하는 편
이다

점포애호도2
원하는 상품이 품절되었더라도 내가 이용하는 점포를 계속 이용할 것
이다

점포애호도3
내가 구매한 대부분의 상품들은 품절을 경험했던 점포에서 구매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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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ants of Consumer Responses to Retail

Out-of-Stocks

2)

Chun, Dal Young***

Choi, Jong Rae***

Joo, Young Jin***

Overview of Research

Product availability is one of important competences of store to fulfill consumer needs.

If stock-outs which means a product what consumer wants to buy is not available

occurs, consumer will face decision-making uncertainty that leads to consumer's

negative responses such as consumer dissatisfaction on store. Stockouts was much

studied in the field of academia as well as practice in other countries. However,

stock-outs has not been researched at all in Marketing and/or Distribution area in

Korea.

The main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find out determinants of consumer responses

such as Substitute, Delay, and Leave(SDL) when consumer encounters out-of-stock

situation and then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se factors on consumer responses.

Specifically, this study focuses on situational characteristics(e.g., purchase urgency and

surprise), store characteristics (e.g., product assortment and store convenience), and

consumer characteristics (e.g., brand loyalty and store loyalty). Then,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relationships these factors with consumers behaviors such as

product substitution, purchase delay, and store switching.

<Figure 1> shows the research model of this study. To accomplish above-mentioned

research objectives, the following ten hypotheses were proposed and verified :

∙H 1 : When out-of-stock situation occurs, purchase urgency will increase product

substitution but will decrease purchase delay and store switching among consumer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Kumho Trading Co.

***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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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s.

∙H 2 : When out-of-stock situation occurs, surprise will decrease product

substitution and purchase delay but will increase store switching among consumer

responses.

∙H 3 : When out-of-stock situation occurs, purchase quantities will increase product

substitution and store switching but will decrease purchase delay among consumer

responses.

∙H 4 : When out-of-stock situation occurs, pre-purchase plan will decrease product

substitution but will increase purchase delay and store switching among consumer

responses.

∙H 5 : When out-of-stock situation occurs, product assortment will increase product

substitution but will decrease purchase delay and store switching among consumer

responses.

∙H 6 : When out-of-stock situation occurs, competitive store price image will

increase product substitution and purchase delay but will decrease store switching

among consumer responses.

∙H 7 : When out-of-stock situation occurs, store convenience will increase product

substitution but will decrease purchase delay and store switching among consumer

responses.

∙H 8 : When out-of-stock situation occurs, salesperson services will increase

product substitution but will decrease purchase delay and store switching among

consumer responses.

∙H 9 : When out-of-stock situation occurs, brand loyalty will decrease product

substitution but will increase purchase delay and store switching among consumer

responses.

∙H 10 : When out-of-stock situation occurs, store loyalty will increase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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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titution and purchase delay but will decrease store switching among consumer

responses.

<Figure 1> Research Model

Analysis

Data were collected from 353 respondents who experienced out-of-stock situations in

various store types such as large discount stores, supermarkets, etc. Research model

and hypotheses were verified using multinomial logit(MNL) analysis.

Results and Implications

<Table 1> is the estimation results of MNL model, and <Table 2> shows the marginal

effects for each determinant to consumer's responses(SDL).

Factor

reference:
Substitute

reference: Delay reference: Leave Expected
Sign

Hypotheses
Test

Delay Leave Substitute Leave Substitute Delay

Urgency
-0.906

(<0.001)
-0.380
(0.013)

0.906
(<0.001)

0.526
(<0.001)

0.380
(0.013)

-0.526
(<0.001)

+-- Accept

Surprise
0.362

(0.045)
․

-0.362
(0.045)

․ ․ ․ --+
Partially
Accept

<Table 1> Results of Multinomial Logit Estimation & Hypothese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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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reference:
Substitute

reference: Delay reference: Leave Expected
Sign

Hypotheses
Test

Delay Leave Substitute Leave Substitute Delay

Quantities
-0.842

(<0.001)
-0.514

(<0.001)
0.842

(<0.001)
․

0.514
(<0.001)

․ +-+
Partially
Accept

Plan ․
0.401

(0.006)
․ ․

-0.401
(0.006)

․ -++
Partially
Accept

Assortment ․
-0.525

(<0.001)
․

-0.409
(0.013)

0.525
(<0.001)

0.409
(0.013)

+--
Partially
Accept

Price Image ․
-0.440
(0.002)

․
-0.450
(0.005)

0.440
(0.002)

0.450
(0.005)

++- Accept

Convenience ․ ․ ․ ․ ․ ․ +-- Reject

Salesperson ․ ․ ․ ․ ․ ․ +-- Reject

Brand Loyalty
0.997

(<0.001)
0.582

(<0.001)
-0.997

(<0.001)
-0.415
(0.014)

-0.582
(<0.001)

0.415
(0.014)

-++ Accept

Store Loyalty ․
-0.447
(0.002)

․
-0.345
(0.030)

0.447
(0.002)

0.345
(0.030)

++- Accept

Note: 1. Coefficients are estimated with zero  restrictions to reference response.
2. Cells with “․” contain insignificant results.

Factor
Substitute Delay Leave

Coeff. S.E. p-value Coeff. S.E. p-value Coeff. S.E. p-value

constant 0.014 0.033 0.660 -0.127 0.010 <0.001 0.112 0.034 0.001

Urgency 0.122 0.033 <0.001 -0.098 0.021 <0.001 -0.024 0.032 0.453

Surprise -0.069 0.031 0.028 0.030 0.022 0.171 0.039 0.031 0.201

Quantities 0.141 0.031 <0.001 -0.079 0.022 <0.001 -0.062 0.031 0.043

Plan -0.086 0.032 0.007 0.008 0.022 0.706 0.078 0.032 0.016

Assortment 0.097 0.031 0.002 0.025 0.022 0.259 -0.121 0.031 <0.001

Price Image 0.074 0.031 0.016 0.036 0.021 0.092 -0.110 0.030 <0.001

Convenience -0.018 0.031 0.555 -0.023 0.022 0.288 0.042 0.030 0.171

Salesperson -0.009 0.031 0.764 0.028 0.021 0.188 -0.019 0.031 0.542

Brand Loyalty -0.162 0.031 <0.001 0.096 0.022 <0.001 0.067 0.030 0.028

Store Loyalty 0.083 0.032 0.010 0.020 0.021 0.340 -0.103 0.031 <0.001

Note: Marginal effects are computed at the sample averages of the factors.

<Table 2> Marginal Effects for each Factor to Consumer Responses(SDL)

Significant statistical results were as follows. Purchase urgency, purchase quantities,

pre-purchase plan, product assortment, store price image, brand loyalty, and 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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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yalty were turned out to be significant determinants to influence consumer alternative

behaviors in case of out-of-stock situation. Specifically, first, product substitution

behavior was triggered by purchase urgency, surprise, purchase quantities, pre-purchase

plan, product assortment, store price image, brand loyalty, and store loyalty. Second,

purchase delay behavior was led by purchase urgency, purchase quantities, and brand

loyalty. Third, store switching behavior was influenced by purchase urgency, purchase

quantities, pre-purchase plan, product assortment, store price image, brand loyalty, and

store loyalty. Finally, when out-of-stock situation occurs, store convenience and

salesperson service did not have significant effects on consumer alternative responses.

Key Words: Out-of-Stocks(OOS), Product Unavailability, Situational-Store-Consumer

Characteristics, Substitute-Delay-Leave(SDL) Behavior, Consumer Respons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