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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중국의 대형할인점과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점포이미지, 고객만족, 구매의도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모형을 수립하고, 이들 

변수들 간의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었다.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분석 결과를 통하여 대형할인점과 전통시장의 공통점

과 차이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마케팅이론은 물론 실무적인 측면에서 할인점과 전통시장의 마케팅전략 수립에 활

용할 수 있는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I. 서론

  현재 중국에서는 대형할인점의 성장으로 전통시장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대형할인점들은 쾌적한 쇼

핑환경, 저렴한 가격, 기타 각종 편의시설을 도입하여 전

통시장과 차별화된 점포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형할인점과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

들에게 점포의 이미지와 고객만족 및 구매의도간의 관계

를 파악하기 위하여 문헌고찰과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Ⅱ.이론적 배경

1. 점포이미지와 고객만족의 관계

  Martenson(2007)는 점포를 브랜드화 함으로써 소비자

에게 점포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입증 하였다. 즉 

호의적인 점포이미지는 소비자의 점포에 대한 지각에 영

향을 미침으로써 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1]. 조광행, 

박봉규(1999)의 연구에서 점포이미지는 전환장벽과 점포 

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고객만족에는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2].  

2. 고객만족과 구매의도의 관계

  이유재(2000)의 연구에 따르면 만족한 고객은 주변사람

들에게 긍정적인 구전을 하며, 재구매의도와 점포충성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불만족한 고객은 더 강도 

높고 폭 넓은 부정적인 구전활동과 다양한 유형의 불평행

동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3]. Taylor & Baker(1994)

의 연구에서는 서비스 품질 및 소비자의 만족도가 소비자

의 구매의도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소비자

의 만족이 서비스 품질과 구매의도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

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

Ⅲ. 실증연구 설계

  이상의 문헌고찰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

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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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연구모형

Ⅳ.실증분석 결과

1. 분석결과 요약 
  

  대형할인점 소비자의 경우 7가지 점포이미지 구성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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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신뢰성, 분위기 및 서비스가 고객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고객만족은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전통시장 소비자의 경우 점포이미지 요인 중 명성, 

분위기, 편리성이 고객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고객

만족은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대형할인점 고객과 전통시장 고객간에 점포이미

지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

었다. 

Ⅳ. 결론

  첫째, 소비자의 점포이용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대형

할인점과 전통시장 모두 공통적으로 고객의 만족도를 증

대시켜야 한다.

  둘째, 대형할인점과 전통시장의 마케팅전략 수립에 있

어 점포이미지요인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차이를 반영해야 

한다. 즉, 대형할인점의 경우 점포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인 

중 신뢰성, 분위기 및 서비스를 중시해야하며, 전통시장에

서는 점포의 명성과, 분위기 그리고 이용편리성 요인을 집

중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조광행, 박봉규, “점포 충성도에 대한 전환장벽과 고객만

족의 영향력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영학연구 제28권 

1호, P.5, 1999.

[2] Martenson, R. “Corporate Brand Image, Satisfaction 

and Sore loyalty”. International Journal of Retail 

& Distribution Management 35(7), pp. 544-555, 

2007.

[3] 이유재, “만족 연구에 관한 종합적 고찰” 소비자학연구, 

11(2), pp139-166, 2000.

[4] Taylor, S. A. and T. L .Baker, “An assess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ervice quality and 

customer satisfaction in the formation of 

consumers' purchase intentions”, Journal of 

Retailing, 70(2), pp.163-178, 19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