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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퍼니싱 브랜드 소비자들의 쇼핑가치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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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conceptual constructs of shopping values and experiential marketing components 

of home furnishing brands as well as their impacts on the behavioral intention toward home furnishing 

goods. The mediating roles of experiential marketing were investigated in this research. A survey was per-

formed on female shoppers between the ages of 20 and 50 who have visited and shopped at home furnishing 

brand store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ere as follows. 1) The results to analyze the sub-dimension of shop-

ping values (Social, Differential, Utilitarian, Aesthetic, Entertaining, and Sustainable) and experiential mar-

keting components (Sense, Emotion, Coordination information, and Customer services) showed factorial struc-

tures. 2) Aesthetic, Differential, and Utilitarian shopping values showed significantly positive influences on 

behavioral intentions of home furnishing brand products; in addition, Sense, Emotion, and Coordination infor-

mation components of experiential marketing had a positive effect on behavioral intentions of home furnish-

ing brand products. 3) The Emotion and Sense components of experiential marketing had important medicat-

ing rol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hopping values and behavioral intentions of home furnishing brand 

products. This study highlighted that shopping values and experiential marketing components should be pro-

moted among consumers to increase behavioral intentions of home furnishing brand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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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   론

소득, 문화수준, 삶의 질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은 단순히 상품을 구매하는 것

이 아닌 개인의 개성 표현과 자기만족을 추구하며 일

상생활의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

러한 소비자들의 쇼핑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유통업

계에서는 다양한 카테고리의 제품들을 취급하며 가

치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에게 인테리어 및 생활

소품 트렌드를 제시하는 홈퍼니싱 제품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1인, 2인 가구가 급격하게 늘

어나는 주거문화까지 가세하여 가구, 인테리어 소품 

및 생활용품이 주를 이루는 홈퍼니싱 브랜드의 성장

세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홈

퍼니싱 시장규모는 2008년 7조 원에서 2016년 13조 

원으로 크게 늘었으며 2023년에는 약 18조 원까지 성

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Yoo, 2018). 

소비자들의 해외 여행과 거주 경험이 증가하고 유

통시장의 개방으로 인해 이케아(IKEA), 자라홈(ZA-

RA Home), 무인양품(MUJI)과 같은 해외 홈퍼니싱 브

랜드가 국내 시장에 진출하고 다양한 콘셉트를 기반

으로 한 생활용품이 들어오면서 백화점 내에서도 해

외 홈퍼니싱 브랜드 매장들이 적극적으로 입점하고 

있다(Lee, 2019). 단순히 상품을 나열하여 매장이 구

매의 공간적 역할만 수행하고 있는 국내 홈퍼니싱 브

랜드 매장과는 달리 해외의 홈퍼니싱 브랜드 매장에

서는 소비자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고 그들이 원하는 

다양한 체험요소들을 제안하면서 제품 구매를 유도

하고 있다. 높은 인지도와 명확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를 갖는 해외의 홈퍼니싱 브랜드에 비해 국내 홈퍼니

싱 브랜드의 인지도는 아직까지 낮은 수준으로 홈퍼

니싱 및 리빙 제품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는 타 매장과의 차별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Woo 

& Hwang, 2016). 국내 소비자들이 홈퍼니싱 브랜드 

제품을 쇼핑할 때 추구하는 가치를 명확히 파악하고 

소비자와의 접점인 매장에서 체험마케팅 요소를 구

축하여 긍정적인 쇼핑경험을 제공하고 나아가 지속

적인 고객 유치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해외 글로벌 브랜드에 대응할 수 있는 국내 홈

퍼니싱 브랜드의 전략 제안을 위해 홈퍼니싱 브랜드 

소비자들이 실제 쇼핑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체험마케팅 요소에 주목하였다.

최근 주거공간에서 삶의 가치를 찾으려는 소비 트

렌드 변화로 홈퍼니싱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

으며, 유통산업에서는 홈퍼니싱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홈퍼니싱 산업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상품만으로는 경쟁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

장 구매유도가 중요하며 매장 구성전략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출 증대를 위한 체험과 무형적 가

치를 느낄 수 있는 고객가치 중심 체험적 공간을 통해 

복합적인 경험의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체험마케

팅이 함께 실행되어야 한다(Koh & Choi, 2009). 또한 

홈퍼니싱 제품 쇼핑을 통해서 얻고자 욕구는 패션제

품 쇼핑과 다를 것으로 예측되며 특정 쇼핑양식을 다

른 쇼핑양식보다 더 우선시하는 신념인 쇼핑가치에 

대하여 홈퍼니싱 브랜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

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 집은 단순히 의식주를 해결

하는 공간을 넘어서 삶의 질과 행복을 결정하는 곳으

로 인식되고 있으며, 홈퍼니싱 브랜드 및 기업은 소

비자들의 쇼핑가치와 이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홈퍼

니싱 브랜드 매장 체험마케팅 요소에 대한 이해를 바

탕으로, 좋은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

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홈퍼니싱 브랜드의 소비

자가 가지고 있는 쇼핑가치의 특성과 소비자들의 지

각된 매장 체험마케팅 요소들을 살펴보고 쇼핑가치

와 체험마케팅 요소가 홈퍼니싱 브랜드 제품 구매의

도와 재방문이나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

는 것이다. 특히 홈퍼니싱 브랜드 소비자들의 쇼핑가

치와 행동의도 간 관계에서 체험마케팅 요소의 매개

효과를 밝혀 소비자들의 구매의도를 향상시킬 수 있

는 매장 체험마케팅 요소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

구의 결과는 홈퍼니싱 브랜드 기업들이 변화하는 유

통 트렌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홍보 및 매장 

구성 등의 실질적인 전략을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II.이론적배경

1. 홈퍼니싱 시장 및 연구동향

홈퍼니싱(Home Furnishing)이란 홈(Home, 집)과 퍼

니싱(Furnishing, 단장하는)의 합성어로 가구나 침구, 

벽지, 인테리어 소품, 카펫, 조명 등으로 집안을 꾸미

는 것을 말한다(Hwang & Han, 2015). Kim(2016)에 따

르면 집 꾸미기는 리빙, 홈퍼니싱 등의 단어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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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왔으며 가구는 물론 침구, 조명, 커튼과 벽지, 카

펫, 인테리어 소품, 부엌용품 등으로 집을 보기 좋게 

꾸미는 것을 의미한다. Lee and Jeon(2017)은 홈퍼니

싱을 스스로 집안을 꾸미는 셀프(self) 인테리어라고 

하였다. 즉 홈퍼니싱은 소비자가 주체적으로 진행하

여 집의 공간 구조를 바꾸지 않고 집을 꾸미는 것이

며 주거공간 꾸미는 데 사용하는 소품이 홈퍼니싱 제

품이라 할 수 있다. 최근 홈퍼니싱 브랜드의 소비가 증

가하고 있으며 홈퍼니싱 시장 성장의 이유로 국민소

득 3만 달러에 도달한 것을 들 수 있다(Lee, 2018). 또

한 홈퍼니싱에 대한 관심 급증의 배경으로 주 52시간 

근무제의 정착으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의 ‘소확행’과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벨’

이 확대될 것이라는 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았다(Sung, 2018). 홈퍼니싱에 대한 관심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삶의 편의에 대한 욕구

가 증대하고 자기만족형 소비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

기 때문이다(Kim, 2018).

홈퍼니싱 산업이 국내에서 차세대 주요 시장으로 

자리잡으면서 국내 유통업계의 홈퍼니싱 브랜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국내에 진출한 대표

적인 글로벌 홈퍼니싱 브랜드로는 스웨덴 홈퍼니싱 

브랜드인 이케아, SPA 패션 브랜드이면서 현재 홈퍼

니싱 영역으로 라인을 확장하고 있는 자라홈과 에이

치앤엠 홈(H&M Home), 심플 라이프스타일을 콘셉

트로 하고 있는 일본의 무인양품이 대표적이다. 최

근 경기 침체로 매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화점 

업계는 홈퍼니싱에 대한 소비자 니즈와 트렌드 변화

를 인지하고 홈퍼니싱 매장 구성전략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Lee, 2019). 인간의 생활에 반드시 중

요한 요소인 의식주 중 백화점에서 패션 영역이 줄어

들면서 식품이 주목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리빙이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다. 이러한 트렌드 변화는 국내 백화점 내 생활상품

군 및 리빙 분야의 매출 상승세에서도 확인할 수 있

으며 이에 백화점은 홈퍼니싱 사업 확장에 집중하고 

있다. 주요 백화점의 홈퍼니싱 사업 확대 양상 및 차

별화 전략을 살펴보면(Jung, 2018), 롯데백화점의 경

우 강남점에 해외 직매입 홈퍼니싱 편집숍인 엘리든 

홈(Eliden Home)을 론칭하여 플래그십 스토어를 점

차 확대하여 프리미엄 홈퍼니싱 전문관을 구축하

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홈퍼니싱 브랜드 까사미아

(Casamia)를 인수하고 강남점 홈퍼니싱 매장 리뉴얼 

후 브랜드별 스토어 구획을 없애고 상품군별로 매장

을 구성하여 편집숍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획기적으

로 바꾸었다. 현대백화점은 가구브랜드인 리바트(Li-

vart)를 인수하고 미국의 유명 홈퍼니싱 브랜드인 윌

리엄 소노마(Williams Sonoma)와 독점적으로 계약

하여 런칭하였다. 

홈퍼니싱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홈퍼니싱 소비

자의 라이프스타일이 구매의향 등 행동의도에 미치

는 영향요인을 연구한 Kang(2019)은 광고브랜드 지

향적 라이프스타일이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되었으

며 다음으로는 스타일지향으로 나타났다. 이에 홈퍼

니싱 브랜드는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악

하여 브랜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실제 고객의 인테

리어 공간과 어울리는 스타일링에도 관심을 기울여

야 함을 지적하였다. 1인 가구의 소비성향 분석을 통

한 홈퍼니싱 제품전략 연구(Kim, 2016)에서는 국내 

소비자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가장 기본이 되는 의식

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짐에 따라 주(住)에 대한 관

심이 급증하였고 주거공간에 대한 패션화 경향을 밝

혔다. 즉 과거에는 의류나 소품으로 소비자의 개성

을 표현하였다면 현재는 주거공간을 통해 본인만의 

취향과 스타일을 표현하고자 하고 이에 따라 공간을 

장식하는 홈퍼니싱 제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

었음을 설명하였다. 홈퍼니싱 매장의 VMD 구성요

인을 분석한 연구(Kim, 2018)에 의하면, 국내 소비자

들은 홈퍼니싱 매장에서 유행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

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업체별 리빙 트

렌드와 유행을 선도하기 위해 시즌성이 느껴지거나 

새로운 사회적 이슈를 적용한 연출, 홍보와 캠페인

을 위한 이미지, 상품 진열방법 등의 주기적인 변화를 

주고 있기 때문으로 설명하였다. 고객과의 접점, 즉 

‘진실의 순간(Moment of truth)’인 매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판매전략이다. 즉 과거 단순 진열과 판매 

중심의 매장구성보다 사용자가 직접 라이프스타일

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 운영으로 고객가치 중심의 

제품 판매 및 서비스 전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 쇼핑가치

소비자들은 제품 정보를 얻기 위해서, 최상의 선

택을 위한 대안을 평가하기 위해 쇼핑을 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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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은 구매할 때나 구매하지 않는 경우에도 중요하

면서 복잡한 소비자 행동이다(Davis & Hodges, 2012). 

가치(value)란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추상적

인 평가 신념이며 소비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주는 

목표이다(Pitts & Woodside, 1984). Holbrook(1986)은 

가치를 소비 경험의 중요한 결과이며 쇼핑가치는 쇼

핑경험의 전반적인 가치(worth) 내지는 동기로 정의 

내렸다. 소비자 행동에서 쇼핑가치는 소비자의 시장 

선택, 즉 제품 구매를 결정하고 특정 상표를 선택하

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기준이나 목

표가 되는 개념이다(Sheth et al., 1991). 쇼핑가치에 

대한 국내 연구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쇼핑가치는 

소비자가 쇼핑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의 표

현이며 특정 쇼핑양식을 다른 쇼핑양식보다 더 우선

시하는 개인의 일관된 신념이다(Seo, 2010). Koo et al.

(2015)은 일반적인 가치가 개인의 삶을 움직이는 기

준이자 신념이라면, 소비자들의 가치는 개인이 ‘소비

생활’이라는 삶의 영역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준이자 신념이라고 설명하

였다. 또한 소비자들의 가치를 소비생활이라는 삶의 

한 영역에서 다양한 개별 소비상황 및 소비생활 전반

에 걸쳐 소비자의 행동과 태도를 움직이는 지속적이

고 보편적인 신념들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처럼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쇼핑가치 및 소비자들의 가치에 대

한 정의를 고찰한 결과, 쇼핑가치는 특정 제품에 대

한 구매와 사용의 동기이자 특정 브랜드를 선택하는 

이유이며 소비자 선택 및 구매행동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소비자들의 가치를 구분하는 의미 있는 차원을 밝

히고 측정할 수 있는 척도 개발을 위해 학계와 산업차

원에서 많은 노력이 있어왔다. 소비자들의 쇼핑가치

를 조사한 대표적인 연구자인 Sheth et al.(1991)은 인

간의 소비 활동과 관련된 가치를 다섯 가지로 설명하

였는데, 즉 기능적 가치(functional value), 사회적 가치

(social value), 감정적 가치(emotional value), 상황적 가

치(conditional value)와 탐험적 가치(epistemic value)

로 소비자들의 가치를 분류하였다. 이러한 다섯 가지 

가치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상품을 선택하고 구매

하는 행동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기능적 가치는 물리

적 성과를 주는 제품에 의해 지각되는 효용이며 사회

적 가치는 특정한 사회 집단 간의 관계 속에서 제품에 

지각되는 효용이다. 감정적 가치는 제품으로부터 특

정한 감정과 연관되어 소비 촉진이 이루어질 때 얻어

지는 효용을 말하며 상황적 가치는 소비자가 직면하

는 특정 상황의 결과로부터 얻어지는 효용이다. 마지

막으로 탐험적 가치는 참신함, 호기심, 지적 욕망 등

을 충족시킬 때 갖게 되는 효용을 말한다.

Moon and Choo(2008)는 여성 소비자들의 의복가

치 하위차원으로 기능적, 감정적, 진귀적, 사회적, 상

황적 가치 등 다섯 개의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이는 

Sheth et al.(1991)이 제안한 소비자 가치와 일맥상통

한 결과라 할 수 있다. Ju and Koo(2014)는 패션제품 

소비생활에서의 지각된 가치를 감정적 가치,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지적 가치 등 네 차원으로 도출하

였으며 아트 콜라보레이션 패션제품 구매의도에 미

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네 개의 가치가 모두 유의

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Cho(2015)는 Sheth 

et al.(1991)이 제시한 다섯 가지 소비자 가치 하위차

원 중 기능적, 사회적, 감정적 가치 등 세 개의 하위차

원을 도출하고 이들 가치가 대학생들의 친환경 패션

제품 구매의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능적, 

사회적, 감정적 소비가치 순으로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혔다. 쥬얼리 브랜드 쇼핑가

치를 기능적, 사회적, 감정적 가치로 나눈 Lee et al.

(2017)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쇼핑가치는 브랜드 애

착을 매개로 구매의도와 소셜미디어 구전의도에 긍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규명하였다.

홈퍼니싱과 관련된 연구로서 Lee and Hwang(2015)

의 라이프스타일 숍 구매행동 연구에서 소비자들의 

가치를 기능적, 진귀적, 쾌락적, 유행추구 가치로 총 

네 개의 하위차원으로 분류하여 어떠한 가치 차원이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진귀적 가치와 쾌락적 가치 차원이 라이프스타일 숍 

소비자들의 제품 구매의도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홈퍼니싱 소품 구

매의도에 영향을 미친 소비자 가치를 조사한 연구에

서(Duan, 2019) 심미지향가치, 자기표현가치와 타인

지향가치가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으며 그 중 심미지

향가치가 매우 강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Sheth et al.(1991)의 소비자 

가치 하위차원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제품에 따라 서로 상이한 쇼핑가치들이 구

매의도 등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홈퍼니싱과 가장 비슷한 특성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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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과 리빙 분야의 쇼핑가치와 구매의도의 상관관

계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진귀적, 쾌락적, 기능적, 감

정적, 사회적 가치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유의한 영

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홈퍼니싱 브랜드 관련하여 쇼핑가

치의 다차원성을 밝히고 어떠한 쇼핑가치가 홈퍼니

싱 브랜드 행동의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3. 지각된 체험마케팅 요소

체험이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소비하는 

과정(Holbrook & Hirschman, 1982)이며 마케팅에 적

용되어 구매 전 ·후의 마케팅 노력에 의하여 제공되

는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직간접적으로 체험한 브랜

드는 확실하게 기억되며, 구매행동에 이르도록 영향

을 줄 수 있다(Kim & Lee, 2014). 최근 소비자들은 단

순히 제품이나 서비스가 주는 효용보다 쇼핑을 통해 

얻게 되는 체험(experience)에 더 크게 반응함에 따

라, 기업은 소비자들이 쇼핑이나 제품 선택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능동적인 고객체험에 중점을 둔 전략

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Cachero-Martínez & Vázqu-

ez-Casielles, 2018; Singh & Soch, 2015; Woo & Hwang, 

2016). 체험은 유도될 수 있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기업은 적절한 매장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들의 능

동적인 체험을 유도하기 위한 자극을 제공해야 한다

(Kim & Lee, 2011). 즉, 기업은 소비자와의 접점인 매

장공간을 통해 소비자들 체험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

션 요소들을 구축하는 마케팅 활동이 요구된다. 이

처럼 매장 내에서의 체험마케팅은 브랜드에 대한 소

비자의 연상과 기억에 영향을 주고 다른 브랜드와는 

차별화된 인식을 제공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Kim et al., 2014), 체험가치를 통해 고객

만족을 높여 최종적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역할을 한

다(Shah et al., 2018). 따라서, 체험마케팅은 소비자들

의 의식주 라이프스타일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을 기

획하는 홈퍼니싱 기업과 브랜드 매장에게 필수적인 

전략이라 할 수 있다.

Pine II and Gilmore(1998)에 의하면, 어느 누구도 

같은 체험을 경험하지 않으며 각 체험은 한 개인이 혹

은 소비자가 타인이나 기업이 연출한 이벤트와 상호

작용하면서 생겨난다고 하였다. 이 연구자들은 리테

일 환경과 공간에서의 체험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

으며, 체험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류하였다. 엔터

테인먼트 체험(entertainment experience)은 매장에서 

소비자들이 쇼핑하는 동안 제공되는 모든 제품, 서비

스, 시설을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감각기관

을 통해 쾌락적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을 말하며, 교

육 체험(education experience)은 기업이나 제품에 대

한 정보를 알려주고 지식, 능력을 향상되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서 갖게 되는 체

험을 말한다. 그리고 현실도피적 체험(escapist expe-

rience)은 일상에서 벗어난, 집 혹은 직장이 아닌 ‘제3

의 장소’에서 즐기면서 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 경

험하는 것이며, 심미적 체험(esthetic experience)은 감

각기관을 통해서 쇼핑매장의 물리적 환경을 감상하

는 체험으로 조명, 음악, 마네킹, 집기 및 조명 등을 통

한 체험을 의미한다. 체험마케팅을 연구한 다른 대표

적인 연구자인 Schmitt(1999)는 체험을 제품을 쇼핑

하는 과정에서 겪는 경험, 제품을 사용하면서 겪는 

경험, 제품 사용 후 경험으로 나눠 설명하면서 체험

마케팅을 5가지 전략적 체험모듈로 구분하였다. 감

각적 체험(sense experience)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의 오감을 자극하면서 미학적 즐거움과 만족감

을 주는 것을 말하며, 감성적 체험(feel experience)은 

고객들에게 긍정적 감정부터 즐거움이나 자부심과 

같은 강한 감정을 갖게 하여 유도하는 것이다. 인지

적 체험(think experience)은 고객들에게 창조적이면

서 인지적 과정을 제공하여 기업 혹은 브랜드 인식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것으로 지성에 호소하면서 흥미

를 자극하는 것이며, 행동적 체험(act experience)은 타

인과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것이며 고객의 

장기적인 행동패턴으로 고객 라이프스타일과 관련

된 체험을 말한다. 관계적 체험(relate experience)은 

사회적 범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체험으로 문화적 가

치, 커뮤니티, 사회적 자아, 집단 소속감 등과 같은 사

회 집단과의 연결을 의미한다(Schmitt, 1999).

패션브랜드 플래그쉽 스토어의 체험적 요소를 조

사한 Kim and Kim(2011)은 매장 VMD와 체험요소가 

패션브랜드에 대한 호감이나 만족감 혹은 신뢰감 등 

전반적인 브랜드 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 체험요소는 브랜드 태

도와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mitt(1999)의 체험모듈을 바탕으로 S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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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의 체험마케팅 요소를 분석한 Woo and Kim

(2012)은 SPA 패션브랜드 공간에서는 소비자에게 단

지 공간과 상품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에 

대한 다양한 경험까지 제공하여 소비자가 매장을 방

문한 이후로도 긍정적 영향을 주어 재구매를 유도하

고 최종적으로 브랜드와 소비자 간 지속적 관계를 형

성하고 있음을 밝혔다. 최근의 연구로 Kim(2018)은 

전략적 체험모듈(Schmitt, 1999)을 적용하여 홈퍼니

싱 전문 매장과 백화점 홈퍼니싱 매장의 VMD(Visual 

merchandising and display)와 체험마케팅 요소에 관하

여 사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홈퍼니싱 전문 브랜

드는 체험요인 중 감각과 감성요인을 체험마케팅의 

중점적인 전략요소로 내세웠으며 백화점 내 홈퍼니

싱 브랜드 매장은 감성과 행동 체험요소가 낮게 평가

되었다. 그 외에 연구로 Jang and Seo(2014)는 Pine II 

and Gilmore(1998)의 체험요소를 바탕으로 외국인 방

문객의 국내 쇼핑 체험요소들과 만족도 간의 인과관

계를 규명하였으며 Lee et al.(2015)은 푸드 플래그쉽 

스토어의 체험요소가 재방문이나 추천의도와 같은 

행동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밝혔다. 이처럼 

체험마케팅 요소를 기반으로 한 마케팅 전략은 고객

의 구매의도, 재방문의도, 추천의향 등 행동의도를 

높여 브랜드의 경쟁력을 갖추게 해주는데 중요한 역

할을 한다. 본 연구는 리테일 체험에 적합한 Pine II 

and Gilmore(1998)의 연구와 브랜드 체험 창출에 적

합한 Schmitt(1999)의 체험마케팅 요소 분류법(Kim & 

Lee, 2014; Sands et al., 2008)을 바탕으로 체험마케팅 

요소를 구성하고 쇼핑가치가 체험마케팅 요소가 매

개로 소비자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고

객 중심 체험마케팅 전략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4. 행동의도

행동의도란 소비자가 향후 행할 것으로 예측되는 

개개인의 의지이며(Lee, 2008), 특정 제품이나 서비

스 혹은 장소를 경험한 후 새로운 구매의도 및 사용

의도, 재구매 및 재이용의도, 재방문할 의도를 측정

하기 위해 활용하는 변인이다(Woo & Hwang, 2016). 

구매의도는 태도와 행동 간의 중간 변수이며 마케팅 

분야의 학자와 실무자들이 소비자의 미래행동을 예

측하기 위해서 사용해왔다. Fishbein and Ajzen(1975)

에 의하면, 구매의도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 태도와 

구매행동의 중재 변수이며 미래 구매행동에 대한 소

비자들의 생각을 의미한다. 즉, 구매의도를 가진 소

비자가 향후 제품을 구매하는 행동으로 바뀌는 상관

관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ngel et al.(1995)

은 구매의도를 소비자의 계획된 미래행동으로 정의 

내렸으며 특정 상품을 선택하고자 하는 개인의 신념

이 실제 구입으로 옮겨질 확률이고 소비자의 구매행

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결정요소로 설명하였

다. 소비자의 미래 행동의도 중 재방문의도는 매장

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반복하여 같은 매장

을 방문할 가능성을 말하며(Son et al., 2011), 소비자

의 만족과 관련성이 있는 변수이자 고객유지와 더불

어 기업의 이윤창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Ettis, 2017). 추천의도는 쇼핑이나 구매에 

대한 만족이 충족되었을 때에만 일어날 수 있는 호의

적인 구전효과로서 제품 및 구매만족과 관련성이 높

으며 향후 잠재소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변수이

다(Blodgett et al., 1993).

매장에서의 제품 구매의도 등 행동의도에 미치

는 영향변수들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Kim

(2013)에 의하면, SPA 패션브랜드의 플래그쉽 매장

에서 소비자들이 인식한 감성적, 인지적, 행동적, 관

계적 체험요소가 재구매의도와 구전의도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났다. Kim(2009)은 호기

심 자극, 제품 신뢰, 브랜드 이미지 전달력 등의 패션

매장 내 체험요소와 VMD 속성이 구매의도와 재방

문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매

장 체험요소와 적합성, 정보성 등 VMD 속성이 행동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밝혔다. 소비자들의 

쇼핑가치(Albayrak et al., 2016)와 매장에서 쇼핑할 때 

인지하는 체험마케팅 요소(Arnold & Reynolds, 2012)

에 따라 행동의도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홈퍼니싱 브랜드 쇼핑가치, 체험마케팅 요소와 행동

의도 간의 관련성을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홈퍼니싱 브랜드 매장을 방문한 경

험이 있는 소비자의 행동의도인 구매의도, 매장 재

방문의도와 추천의도를 문항으로 선정하여 어떠한 

쇼핑가치와 홈퍼니싱 매장에서 지각된 체험마케팅 

요소가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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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연구방법

1. 연구문제 

홈퍼니싱 브랜드 소비자들의 쇼핑가치와 지각된 

체험마케팅 요소가 홈퍼니싱 브랜드 제품 구매의도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쇼핑가치와 제품 구매의

도 간 관계에서 체험마케팅 요소의 매개적 역할을 규

명하고자 한다. 이에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

였다.

연구문제 1. 홈퍼니싱 브랜드 소비자들의 쇼핑가

치와 지각된 체험마케팅 요소의 하위

차원을 규명한다.

연구문제 2. 홈퍼니싱 브랜드 소비자들의 쇼핑가

치가 홈퍼니싱 브랜드 제품 구매의도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연구문제 3. 홈퍼니싱 브랜드 소비자들의 지각된 

체험마케팅 요소가 홈퍼니싱 브랜드 

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다.

연구문제 4. 홈퍼니싱 브랜드 소비자들의 쇼핑가

치와 제품 구매의도 간 관계에서 홈

퍼니싱 브랜드에 대한 지각된 체험마

케팅 요소의 매개효과를 밝힌다.

2. 측정도구

홈퍼니싱 브랜드 소비자 구매행동에 대하여 이론

적으로 고찰한 결과, 홈퍼니싱 브랜드 소비자들의 

쇼핑가치 문항 개발을 위해 Sheth et al.(1991)과 Moon 

and Choo(2008)의 연구를 참고하여 쇼핑가치 17문항

을 구성하였다. 홈퍼니싱 브랜드 체험마케팅 요소를 

측정하기 위해 Pine II and Gilmore(1998)와 Schmitt

(1999)의 연구를 참고하고 Lee and Hwang(2015)에서 

사용된 문항들을 수정, 보완하여 총 13문항을 사용하

였다. 홈퍼니싱 브랜드 제품 구매의도는 Ajzen(1991)

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참고하여 총 3문항을 사

용하였다. 모든 문항들은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

les, 1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

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홈퍼니싱 브랜

드 방문경험자인 20~50대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2017년 3월 10일부터 3월 19일까지 온라인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227부의 응답이 최종 데이터

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으로는 SPSS Sta-

tistics 22.0 통계 패키지와 AMOS 22.0 프로그램을 활

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빈도분석, 요인들 간의 차원과 신뢰도 및 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과 확

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변인들 간 관련

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상관관계분석을 실행하였으

며, 변인들 간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단계적 다

중회귀분석과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실시하였다. 표

본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골고루 분

포되었으며(20대=55명, 30대=57명, 40대=57명, 50대

=58명) 기혼이 140명(61.7%)이고 최종학력의 경우 대

학교 졸업 이상이 82.0%으로 최종학력이 높은 편이

었다. 직업은 사무직이 43.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주부(24.0%), 기술전문직(9.3%) 순이었으며 월평균

가수소득의 경우 500만 원 이상이 40.5%으로 나타났

다.

IV. 결과및논의

1. 연구변인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각 변수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탐색

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Cronbach's α값을 확인하

였다. 홈퍼니싱 브랜드 소비자들의 쇼핑가치 하위차

원을 알아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행하였으

며 주성분분석법, 고유치 1.00 이상 기준으로 Varimax 

회전법을 적용하여 실시하였다. 그 결과<Table 1>, 

홈퍼니싱 브랜드 소비자들의 쇼핑가치는 여섯 개 요

인으로 도출되었으며 사회적, 진귀적, 실용적, 유희

적, 심미적, 윤리적 쇼핑가치로 명명하였다. 총분산 

설명력이 72.83%로 나타났으며, 요인의 내적 일관성

을 확인하기 위한 Cronbach's α값 역시 .70 이상(Nun-

nally, 1978)으로 신뢰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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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인테리어 소품이나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라이

프스타일 매장 쇼핑 시 소비자들의 가치를 기능적, 

진귀적, 쾌락적, 유행추구 가치 등 네 개의 차원으로 

밝힌 연구(Lee & Hwang, 2015)와 일맥상통한 연구결

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홈퍼니싱 브랜드 매장에서 소비자들이 지각한 체

험마케팅 요소 13문항에 대한 하위차원을 밝히기 위

해 주성분분석과 Varimax 회전법에 의한 요인분석

을 실행하였으며 요인선정 기준은 고유치 1.00으로 

설정하였다. 신뢰도에 저해되는 1문항을 삭제한 후 

다시 요인분석한 결과, <Table 2>와 같이 총 4개의 요

인이 도출되었으며 이들 요인의 총분산은 65.70%, 신

뢰도는 모두 일반적인 수요기준치인 .70을 넘어 내적 

일관성이 검증되었다. 요인 1은 홈퍼니싱 매장 내 디

스플레이 코디네이션에서 새로운 영감을 받음, 최신 

트렌드와 제품에 대한 유용한 정보 습득, 코디된 진

열제품에 대한 주목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코디네이션 정보’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매장 내 

음악, 향기, 컬러 분위기 관련 체험마케팅 요소에 대

한 내용으로 ‘감각’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매장 

내 제품과 서비스로 인해 브랜드에 대한 새로운 사실 

인지, 매장 내 프로모션 캠페인으로 인해 좋은 이미

지 인식, 매장 점원의 고객응대 등에 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고객서비스’라고 명명하였으며, 요인 4는 

Factor name Item for shopping values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umulative 

variance %)

Cronbach's α

Social

I consider whether products I choose can show my social status to 

others when I shop.
.885

6.68
31.82

(31.82)
.90

When I shop, I choose high-end brands that I can show my achie- 

ved recognition
.877

When I shop, it is important that the products or brands can exp- 

ress my social status.
.816

Differential

I choose unique and differentiated products rather than general 

and simple ones.
.786

2.73
12.98

(44.80)
.86

I consider whether products can express my own personality when 

I shop.
.747

When I choose products, it is important that the products are new 

and have never been seen before.
.700

Utilitarian

When I choose products or brands, I consider their' values to price 

ratio important.
.785

2.05
9.75

(54.55)
.85

I think the products' utility is important. .774

I think the products' economic perspective is important. .743

Entertaining

I think that it is important that shopping gives me pleasure. .858

1.75
8.35

(62.90)
.84

I think that it is important to have enjoyment of shopping and buy- 

ing products.
.800

Shopping and looking around stores are the enjoyable pastime for 

me.
.645

Aesthetic
I think that the product design is important when shopping. .841

1.16
5.03

(67.93)
.81

I think that products' image and style are important. .722

Sustainable

I choose socially responsible products when I shop. .853

1.05
4.90

(72.83)
.79

I prefer to buy products of companies which consider labor rights 

important. 
.836

I choose eco-friendly product when I shop. .774

Table 1.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test for shopping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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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내 체험으로 유쾌한 감정, 즐거움, 몰입하는 느

낌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감정’으로 명명하였

다. 생활 및 인테리어 소품을 판매하는 라이프스타일 

숍의 체험마케팅 요소로서 엔터테인먼트 체험, 교육

적 체험, 현실도피 체험, 미적 체험의 4개 요인으로 도

출된 연구(Woo & Hwang, 2016)에서의 결과와는 다

소 달리 제품의 코디네이션 정보 제공과 고객서비스

와 같은 실질적이면서 체감할 수 있는 요소들이 홈퍼

니싱 브랜드 매장 체험마케팅 요소로 도출되었다.

제품 구매의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Table 3>, 총

분산 설명력이 80.10%로 나타났으며, 요인들의 내적 

일관성을 위해 Cronbach's α값을 확인하였으며 모두 

.90 이상으로 신뢰성에 문제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홈퍼니싱 브랜

드 소비자들의 쇼핑가치와 체험마케팅 요소, 제품 구

매의도의 판별타당성과 수렴타당성을 검증하기 위

하여 측정모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다(Table 4).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χ 2에 대

한 p값(>.05), CFI(>.90), AGFI(>.80), NFI(>.80), RMR

(<.08), RMSEA(<.08)를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확인

Factor name Item for experiential marketing components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umulative 

variance %)

Cronbach's α

Coordination 

information

I was offered a novel inspiration of interior and furnishing for my 

home by in-store display coordination at this home furnishing 

store.

.766

4.83
40.25

(40.25)
.89I got useful information related to latest trend issues and products 

from this home furnishing store that led to improving my lifestyle.
.744

I think that the display style of product coordination at this home 

furnishing store attracted my attention.
.696

Sense

I think that the background music of this home furnishing store 

made me feel comfortable when shopping.
.771

1.13
09.42

(49.67)
.82

I think that the scent in this home furnishing store made a nice 

place for shopping.
.743

I think that color and atmosphere in this home furnishing store 

made an attractive place for shopping.
.504

Customer

service

I am newly aware of this home furnishing brands by in-store 

products and services.
.806

1.09
08.37

(58.04)
.80

I became to have a good image of this brand by in-store events 

and campaigns.
.797

Employees have good knowledge of what they sell and the expe- 

rience that the product and service provide
.744

Emotion

I had a pleasant feeling in this home furnishing store. .863

1.01
07.66

(65.70)
.77I enjoyed shopping at this home furnishing store. .705

I felt like I have been immersed in this store while shopping. .673

Table 2.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test for experiential marketing components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ronbach's α

I have an intention to buy products in this home furnishing brand 

store. 
.912

2.40 80.10 .93I am willing to revisit this home furnishing brand store later. .910

I am willing to recommend this home furnishing brand store and pro- 

ducts to others around me.
.864

Table 3.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test for behavioral intention of home furnishing brand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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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인분석(CFA) 결과, 모든 적합도 지수는 만족스

러우며 각 요인에 대한 측정항목의 구성이 타당하다 

할 수 있다. 설문의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고 신뢰도를 

보여주는 기준인 평균분산 추출지수(AVE)값이 .50 

이상이고 개념신뢰도(CR)값이 .70을 넘어야 집중타

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며, 본 연구결과 AVE값의 

Construct Items
Standardized 

factor loading
t AVE CR

Shopping 

values

Social

Social 1 .96 -a

.79 .91Social 2 .88 21.51

Social 3 .81 17.77

Differential

Differential 1 .75 -

.56 .82Differential 2 .79 10.65

Differential 3 .70   9.58

Utilitarian

Utilitarian 1 .72 -

.52 .86Utilitarian 2 .70   7.25

Utilitarian 3 .75   8.04

Entertaining

Entertaining 1 .82 -

.53 .85Entertaining 2 .81 11.02

Entertaining 3 .52   7.33

Aesthetic
Aesthetic 1 .76 -

.65 .88
Aesthetic 2 .85 10.39

Sustainable

Sustainable 1 .82 -

.65 .88Sustainable 2 .93 13.69

Sustainable 3 .65 10.39

Experiential 

marketing 

components

Coordination information

Coordination 1 .75 -

.50 .85Coordination 2 .70   9.84

Coordination 3 .68   8.60

Sense

Sense 1 .67 -

.51 .81Sense 2 .71   6.23

Sense 3 .75   6.93

Customer service

Customer service 1 .74 -

.53 .81Customer service 2 .70   8.65

Customer service 3 .75   8.11

Emotion

Emotion 1 .68 -

.53 .87Emotion 2 .74   8.87

Emotion 3 .75   9.25

Behavioral intention

Intention 1 .87 -

.71 .94Intention 2 .89 15.64

Intention 3 .75 13.06

χ2 = 661.234, df = 409, CFI = .92, AGFI = .84, NFI = .85, RMR = .03, RMSEA = .05

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CR: Composite Reliability

a: Unstandardized estimates were fixed by a value of one, so a t-value is not given.

Table 4.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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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가 .50~.79이고 CR값은 .81~.94로 나타나 집중타

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 판별타당성 분석 및 연구변인들의 상관관계

와 일반적인 경향

본 연구에서는 도출된 11개의 잠재요인이 서로 다

른 잠재요인과의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 여

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도출된  

잠재변수의 AVE값과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를 활용

하였다. AVE값이 다른 구성개념들 간의 상관계수의 

제곱값보다 큰 가의 여부로 판별타당성을 검증한다. 

본 연구에서는 AVE값이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의 제

곱값보다 모두 큰 것으로 나타나 모든 잠재요인의 판

별타당성이 입증되었다(Table 5).

변인들간 관련성을 검토하기 위해 피어슨 적률 상

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연구변인들의 일반적인 경

향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통한 평균값을 

살펴보았다. 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 실용적 소비

가치와 진귀적 소비가치 간 관계를 제외하고 모두 p

<.01 혹은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

(+)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쇼핑가

치 여섯 차원에 대한 전체 응답의 결과, 실용경제적

(평균=4.2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심미적

(평균=4.15), 유희적(평균=4.04), 윤리적(평균=3.57), 

진귀적(평균=3.51), 사회적(평균=3.04) 순으로 나타

났다. 홈퍼니싱 브랜드 체험마케팅 요소에 대한 전

체 응답결과, 코디네이션 정보(평균=3.89)가 가장 높

았으며 감정적(평균=3.81), 감각적(평균=3.63), 고객

서비스(평균=3.51) 요소 순으로 나타났다. 홈퍼니싱 

브랜드 제품 구매의도(평균=4.01)의 평균값을 살펴

본 결과, 5점 척도의 평균값인 3.00점보다 높게 나타

Variables
Correlation Coefficient

Means
1 2 3 4 5 6 7 8 9 10 11

1 Utility .79a 4.24d

2 Aesthetic
.08b

.56 4.15
.29**c

3 Entertain
.09 .27

.52 4.04
.30** .52**

4 Sustainable
.10 .02 .04

.53 3.57
.31** .14* .19**

5 Different
.01 .21 .13 0.14

.65 3.51
.09 .46** .36** .37**

6 Social
.03 .12 .10 .10 .26

.65 3.04
.16* .35** .31** .31** .51**

7
Coordination

information

.05 .12 .10 .04 .12 .05
.50 3.89

.23** .34** .32** .19** .35** .23**

8 Emotion
.04 .12 .05 .03 .11 .02 .26

.51 3.81
.20** .34** .22** .17* .33** .14* .51**

9 Sense
.08 .04 .04 .06 .08 .05 .27 .18

.53 3.63
.29** .20** .19** .24** .29** .23** .52** .42**

10
Customer 

service

.04 .07 .07 .04 .10 .16 .29 .17 .26
.53 3.51

.19** .26** .27** .19** .32** .40** .54** .41** .51**

11
Behavioral

intention

.05 .11 .04 .04 .09 .06 .13 .12 .13 .11
.71 4.01

.22** .33** .21** .19** .30** .24** .36** .35** .36** .33**

*p<.05, **p<.01

a: 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b: Squared correlations between any pair of constructs, c: Correlation coefficients, d: Mean score

(1 = strongly disagreement, 5 = strongly agreement)

Table 5. Discriminant validity and means of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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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응답자들이 홈퍼니싱 브랜드에 대한 구매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홈퍼니싱 브랜드 소비자 쇼핑가치가 제품 구

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2에 따라 쇼핑가치의 6개 하위차원들이 

홈퍼니싱 브랜드 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홈퍼니싱 브랜드 제품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쇼핑가치는 심미적(β=.26), 진귀적(β=.19), 실

용적(β=.14) 쇼핑가치로 나타났다(Table 6). 세 개의 

쇼핑가치 차원의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살펴보았을 

때, 심미적 쇼핑가치, 그 다음 진귀적, 실용적 쇼핑가

치 순으로 제품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홈퍼니싱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할 때 행동의도에 

소비자의 심미적 쇼핑가치 요인이 가장 크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심미성(제품디

자인, 브랜드 이미지), 진귀함(차별성, 개성, 새로움), 

실용적인 요소(관리용이, 실용성, 적절한 가격)를 추

구하는 소비자일수록 홈퍼니싱 브랜드 쇼핑 시 제품 

구매의도가 높으므로 중요목표고객의 특성임을 예

측 가능하다 할 수 있다. 홈퍼니싱 및 리빙 브랜드 구

매행동에 대한 여러 가지 영향요인(소비가치, 라이

프스타일, 소비성향, 서비스 품질)을 조사한 연구들

(Kang, 2019; Kim, 2016; Lee & Hwang, 2015)과 마찬

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다차원적인 쇼핑가치가 홈퍼

니싱 브랜드 제품에 대한 소비자 구매의도에 긍정적

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혔다.

4. 홈퍼니싱 브랜드 체험마케팅 요소가 제품 구

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3에 따라 홈퍼니싱 브랜드 체험마케팅 

요소의 하위차원들이 홈퍼니싱 브랜드 제품 구매의

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홈퍼니싱 브랜드 제품 구매의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체험마케팅 요소는 감

각(β=.20), 감정(β=.19), 코디네이션 정보(β=.16) 체험

마케팅 요소로 나타났다(Table 7). 체험마케팅 요소 

세 차원의 표준화 회귀계수를 살펴보았을 때, 감각

적 체험마케팅 요소, 그 다음 감정, 코디네이션 정보 

순으로 제품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홈퍼니싱 브랜드에서 음악, 향기, 브랜드 이미지와 

같은 매장의 감각적 체험마케팅 요소와 매장 체험에

서 얻는 재미와 신나는 기분 등의 감정적 요소, 매장 

내 디스플레이에서 영감을 얻거나 최신 트렌드 코디

네이션 정보 획득과 같은 교육적 체험마케팅 요소를 

지각했을 때 소비자들은 홈퍼니싱 브랜드 제품을 구

매하고자 하는 의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즉 소비

자들은 홈퍼니싱 브랜드 쇼핑 시 감각적인 분위기의 

매장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으면서 정보까지 얻을 수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β t Adjusted R2 F

Behavioral intentions

Aesthetic .26     3.96***

.27 38.37***Differential .19  2.98**

Utilitarian .14 1.98*

*p<.05, **p<.01, ***p<.001

Table 6. Regression analysis for predicting the effect of shopping values on behavioral intention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β t Adjusted R2 F

Purchase intentions

Sense .26     3.96***

.27 38.37***Emotion .19  2.98**

Education .14 1.98*

*p<.05, **p<.01, ***p<.001

Table 7. Regression analysis results for predicting effects of experiential marketing components on purchase 

int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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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구매도 하고 재방문할 의향을 갖게 된다는 것

이다. SPA 패션브랜드 매장의 체험요소들 중에 감각

적 요소가 재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

구(Kim, 2013)결과와는 달리 홈퍼니싱 브랜드 매장

에서는 감각적인 체험마케팅 요소가 소비자들의 구

매의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홈퍼니싱 브랜드 체험마케팅 요소의 매개효과 

검증

홈퍼니싱 브랜드 소비자의 쇼핑가치와 행동의도 

간 관계에서 지각된 체험마케팅 요소의 매개효과 검

증을 위해 Cohen et al.(2013)의 매개효과 검증과정을 

참고하였다. 매개효과 검증단계에서 잠재변수 간 경

로를 제약한 제약모델과 비제약모델을 설정하여 비

제약모델이 제약모델보다 적합도가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개선되는지 두 모델의 χ 2값 차이를 살펴보았

다. 제약모델과 비제약모델 간 자유도 차이가 1.00이

면서 χ 2값 차이가 유의한 수준 3.84 이하(p<.05)이고 

매개변수를 거치지 않는 경로가 비유의적으로 나타

날 경우 완전매개로 설명된다. 반면 두 모델 간 χ 2값 

차이가 3.84 이상(p<.05)이면서 예측된 경로가 모두 

유의하면 부분매개가 된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밝히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방법

(N=5,000, confidence intervals=95%)(Shrout & Bolger, 

2002)을 수행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보았다.

홈퍼니싱 브랜드 소비자의 쇼핑가치와 행동의도 

간 지각된 체험마케팅 요소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

과, 두 개의 경로에서 체험마케팅 요소의 매개효과

가 나타났다(Table 8). 심미적 쇼핑가치-감정적 체험

마케팅 요소-행동의도 경로에 대한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심미적 쇼핑가치와 행동의도 경로 제약모델과 

비제약모델 간  χ2값의 차는 6.84이며 3.84 이상(p<.05)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심미적 쇼핑가치와 행동

의도 간 경로(b)는 t=2.61(p<.001)로 유의하게 나타났

으며 다른 경로(a, c)도 유의하게 나타나 감정 체험마

케팅 요소는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9). 

심미적 쇼핑가치는 감정 체험마케팅 요소를 매개로 

홈퍼니싱 브랜드 제품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미적 쇼핑가치가 감정 체

험마케팅 요소를 통해 간접효과는(β=.16, p<.01) 유

의하고 이때 심미적 쇼핑가치가 제품 구매의도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심미적 쇼핑가치와 홈퍼니

싱 제품 구매의도 간에 감정 체험마케팅 요소는 부분

매개 하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심미적 쇼핑가치가 

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23이고 간접효

과는 .16이며 총효과는 .39이다. 즉 심미적 쇼핑가치

가 클수록 감정 체험마케팅 요소는 증가하고 이로 인

해 제품 구매의도에 이르는 직접효과에 비해 총효과

는 증가하였다.

진귀적 쇼핑가치-감각 체험마케팅 요소-행동의

Path
Constrained 

model χ2

Unconstrain

ed model χ2

Differences of χ2 between 

constrained model and 

Unconstrained model 

Indirect 

effects

Mediation 

effect

Aesthetic (X) → Emotion (M) → Intention (Y) 22.81 (18) 15.97 (17) 6.84 .17** Partial

Differential (X) → Sense (M) → Intention (Y) 31.90 (25) 28.56 (24) 3.34 .15** Full

**p<.01

Table 8. Results of mediating effect

Structural paths Estimates S.E. t Path label

Aesthetic (X) → Emotion (M) .38 .08 4.98*** a

Aesthetic (X) → Intention (Y) .23 .09 2.61*** b

Emotion (M) → Intention (Y) .43 .12 3.68*** c

 ***p<.001

Table 9. Path analysis for analyzing mediating roles of emotion experiential marketing components in the rela- 

tionship between aesthetic shopping values and behavioral intentions of home furnishing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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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경로에 대한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진귀적 쇼핑

가치와 감각 체험요소 경로를 제약한 모델과 비제약

모델 간 χ 2값 차이는 3.34이며 3.84(p<.05) 이하로 산

출되었다(Table 8). 즉 진귀적 쇼핑가치와 행동의도 

간 경로(b)는 t=1.56으로 비유적으로 나타났으며 다

른 경로(a, c)는 유의하게 나타나 감각 체험요소는 진

귀적 쇼핑가치와 행동의도 사이를 완전매개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Table 10). 진귀적 쇼핑가치가 감각 체

험마케팅 요소를 매개로 하여 제품 구매의도에 이르

는 간접효과는(β=.15, p<.01) 유의하였으며 이때 진

귀적 쇼핑가치가 제품 구매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진귀적 쇼핑가치와 제품 구매의

도 간 관계에서 감각적 체험마케팅 요소는 완전매개

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구매의도에 대한 진

귀적 쇼핑가치의 직접효과는 .15이고 간접효과는 .15

이며 총효과는 .31이다. 즉 진귀적 쇼핑가치가 클수

록 감각적 체험마케팅 요소는 증가하고 이로 인해 제

품 구매의도에 이르는 직접효과에 비해 총효과는 증

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홈퍼니싱 제품을 구매할 때 디자인

과 스타일 등 심미적인 요소를 중요하게 여기는 소비

자가 홈퍼니싱 브랜드 매장에서 갖게 되는 유희적인 

감정을 중요하게 여길수록 행동의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나만의 개성, 차별화된 제품 등 진귀함

을 중요하게 여기는 소비자들이 매장의 음악, 향기 

등 감각적인 체험요소를 중요하게 여길수록 행동의

도가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V. 결론및제언

본 연구는 고객의 니즈에 초점을 맞춘 홈퍼니싱 

브랜드 매장전략을 위해 소비자들의 어떠한 쇼핑가

치와 체험마케팅 요소가 긍정적인 행동의도를 유도

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쇼핑가치, 체험마

케팅 요소, 홈퍼니싱 브랜드 행동의도 간 관계를 알

아보기 위해 먼저 쇼핑가치와 체험마케팅 요소의 하

위차원을 살펴본 결과, 홈퍼니싱 소비자들의 쇼핑가

치는 사회적, 진귀적, 실용적, 유희적, 심미적, 윤리

적 쇼핑가치로 6개의 하위차원이 도출되었다. 그리

고 홈퍼니싱 브랜드 체험마케팅 요소로는 코디네이

션 정보, 감각, 고객서비스, 감정 등 4개의 차원으로 

나눠졌다.

홈퍼니싱 소비자의 쇼핑가치가 행동의도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홈퍼니싱 브랜드에서 제품 

구매의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

는 쇼핑가치는 심미성, 진귀성, 실용성 순으로 나타

났다. 이는 홈퍼니싱 브랜드에서 상품 및 매장 구성 

시 디자인, 브랜드 이미지 등 심미적인 부분과 소비

자 호기심을 자극하는 차별적 요소, 실용성과 경제

성을 모두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홈퍼니싱 

소비자의 체험마케팅 요소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본 결과, 감각, 감정, 코디네이션 정보가 유

의하게 긍정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즉 홈퍼

니싱 브랜드 소비자에게는 감각적, 감정적, 코디네

이션 정보 체험마케팅 요소를 적용한 매장 구성과 제

품 홍보전략이 필요하다. 매장의 향기, 음악, 분위기,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고 소비자에게 영감을 줄 수 있

는 제품 코디네이션, 감각적 디스플레이 활용, 소비

자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함으로써 제품 구매를 유도

해야 할 것이다. 홈퍼니싱 브랜드는 매장의 감각적

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재미를 느낄 수 있으면서 정보

까지 얻을 수 있는 전략구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홈퍼니싱 브랜드 소비자의 지각된 체험마케팅 요

소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심미적 쇼핑가치는 

감정의 홈퍼니싱 브랜드 체험마케팅 요소를 매개로 

Structural paths Estimates S.E. t Path label

Differential (X) → Sense (M) .20 .05 3.86*** a

Differential (X) → Intention (Y) .12 .06     1.56 (N.S) b

Sense (M) → Intention (Y) .58 .15 3.86*** c

 ***p<.001

 N.S. = Not significant

Table 10. Path analysis for analyzing mediating roles of sense experiential marketing components in the rela- 

tionship between differential shopping values and behavioral intentions of home furnishing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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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퍼니싱 브랜드 제품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홈퍼니싱 브랜드 매장 내 감

정적 체험마케팅 요소는 소비자들의 구매의도와 재

방문의도와 같은 행동의도를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체험요소라는 점에서 홈퍼니싱 체험마케팅 전략을 

제안하자면 패셔너블한 상품 구색을 갖추거나 유행

을 따르고 미적 감각에 충실한 매장을 연출하여 소비

자의 감성을 자극하고 구매욕구를 갖도록 해야 한

다. 또한 진귀적 쇼핑가치는 감각 체험마케팅 요소

를 매개로 행동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홈퍼니싱 브

랜드만의 스타일과 시즌별 테마를 보면서 지속적인 

연출 관리를 통해 소비자로 하여금 새로움을 느끼게 

하며 소비자들의 오감을 충족할 수 있도록 매장 컬러 

코디, 향기, 음악, 조명 등 체험공간에 대한 차별화되

고 독특한 느낌을 제공해야 한다(Kim & Moon, 2011). 

즉 소비자가 홈퍼니싱 소비를 통하여 미적 감각과 취

향을 추구하면서 매장에서 감성적 체험을 경험했을 

때 제품 구매로 이어지며 독특하고 개성적이면서 차

별화된 가치를 추구하면서 오감을 만족시키는 감각

적 체험을 경험했을 때 제품 구매로 이어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심미적, 진귀적, 실용적 쇼핑가치와 감각적, 

감정적, 코디네이션 체험마케팅 요소가 홈퍼니싱 브

랜드 제품 구매의도 및 방문의도에 긍정적으로 유의

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쇼핑가치와 체험마케팅 

요소를 중요하게 여기는 소비자일수록 홈퍼니싱 브

랜드의 제품을 구매할 확률이 높다고 예측할 수 있

다. 이처럼 타깃 고객층과 잠재적 소비자의 프로파

일 분석을 바탕으로 고객 중심 매장 구성과 커뮤니케

이션 전략이 필요하다.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홈퍼니

싱 라이프스타일 제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

고 있는 시점에 초기 전략을 효과적으로 구축하여 기

업의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 본 연구는 홈퍼니싱 

브랜드이라는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제품 구매의도 향

상을 위한 소비자 중심 요인분석으로 매장 기획전략

의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를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수도권 거주 성인 여성 소

비자로 제한하였으며 이는 정량적 연구표본의 대표

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추후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

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소비자군(지역, 성별)

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본 연

구는 행동의도의 영향변인으로 소비자들의 쇼핑가

치, 매장 체험요소 관련 내용 중심으로 조사하였는

데 소비자의 체험이나 행동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으로 구매동기, 라이프스타일, 문화적 자본 등 소비

자 심리적 요인이나 상황적 요인(이사, 결혼, 기존 제

품 고장, 제품 변형), 혹은 제품 특성(가격, 스타일)을 

고려한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한편, 소셜미디어의 

발달과 확산으로 소비자의 정보 탐색과 소비행동이 

변화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SNS를 통해 자신의 집을 

공개하게 되면서 집도 꾸며야 할 사회적 공간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다(Duan, 2019). 이처럼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과 집(home)이 SNS를 통해 게시되고 

소비와 관련된 정보가 공유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

서 사용한 설문조사법과 더불어 홈퍼니싱 시장에 대

하여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빅데이터 연구가 향

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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