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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s of the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shopping motivation, purchasing 
situation in store, experienced affection, and purchasing behavior.

We collected data from 430 consumers shopping in the apparel store of two department in Busan, and analyzed 
by factor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Purchasing situations which influenced consumers' apparel purchasing behaviors in apparel store were 

consisted of four factors such as Physical factor, Product factor, Inter-personal Factor and Salesmen factor.
2. Experienced affections in apparel store were consisted of four factors such as Pleasure, Ignorance, Superiority 

and Insecurity.
3. The main causal course of the apparel purchasing behavior was the shopping motivation — the purchasing 

situation in store （-* the experienced affection in store） —> the apparel purchasing behavior.
4. Shopping motivation appeared to be the most important variable determining purchasing behavior in apparel 

store. Especially, the superiority experienced in store appeared to be positive effects.
5. The causal relationships of purchasing behavior in apparel sto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wo 

relationships by shopping motivations.
In conclusion, this study showed that purchasing situation in apparel store effected on purchasing behavior with 

the different causal relationships by shopping motivations.
Key words : shopping motivation, purchasing situation, experienced affection, apparel purchasing behavior.

인으로 밝혀지면서 （박은주, 1992） 의복구매행동에

I. 서 론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점포내 구매상황, 소비자의

쇼핑동기 （Dawson 등, 1990; 박수경, 1996; 정명선, 1999） 
근래에 들어 의류제품 구매행동에 관련된 상황 연 와 선행상태 （고선영, 1993; 소귀숙, 1998）가 확인되

구에서 구매상황이 구매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 었으며, 의류점포와 관련하여 점포내에서의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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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연구에서 점포내 구매상황이 소비자행동의 인 

지적 측면뿐 아니라 감정적 측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유창조, 1996; Smith, 1997; 추호 

정, 1998; 소귀숙, 1998; 정명선, 1999). 지금까지 의류 

제품 구매행동 연구에서 구매상황에 관한 연구는 소 

비자 유형에 따른 상황변수의 영향 (선정희, 1994), 

구매상황에 따른 점포선택행동 (원미향, 1992), 구매 

상황에 따른 의류점포 애고행동 (안승철, 1998) 등이 

이루어져 왔고, 점포내 소비자행동 연구에서는 구매 

태도 (추호정, 1998), 재방문 의도 (김상희, 1994), 점 

포선호 (Dawson 등, 1990)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실제 의복 구매행동과 의류점포내에서의 구매상황 

과의 관계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의류점포내 구매상황이 쇼핑동기 

에 따라 소비자의 감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면서 

구매행동에 이르게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점포내 상황의 영향력을 실험실에서 회상에 의하여 

측정할 경우 연구대상자들의 다양한 감정 상태가 인 

위적으로 야기되거나 소멸될 가능성이 있고, 구매시 

점에서의 소비자 감정을 상세히 측정할 수 없기 때 

문에 본 연구에서는 현장조사를 시도하였다 (Smith, 

1997).

n. 이론적 배경

1. 쇼핑 동기

쇼핑행동이란 구매하기 위해 점포에 가는 과정, 

즉 구매결정을 내리기 전에 가격과 품질을 비교하기 

위하여 여러 점포를 방문하는 것 (Strand, 1962)으로 

정의되어 오다가, 다양한 심리적 요구에 의해 유발 

될 수 있으며 제품의 구매와 관련 없는 요구까지를 

포함한다는 주장이 대두하였으며 (Tauber, 1972), 근 

래에는 이러한 쇼핑행동의 개념을 확장하여 의도했 

던 제품을 구매하는 행동뿐 아니라 특별한 구매의도 

없이 기웃거리는 행동 (browsing)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기에 이르렀다 (Bloch 등, 1989). 확 

장된 쇼핑 행동의 개념에 의하면 소비자의 쇼핑동기 

는 구매동기 외에 다양한 심리적 요구에 의해 유발 

될 수 있으며, 주목할 것은 많은 소비자들이 방문 자 

체에서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점포나 몰을 방문한다 

는 것이다 (Bellenger와 Korgaonkar, 1980). 이에 근래 

에는 소비자 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소비의 즐거움, 

감각적 기쁨, 미적 즐거움, 여가활동으로서의 소비를 

고려하는 경험적 관점을 도입하고 있다. 의류제품의 

충동구매에 관한 연구에서 소비자들의 의사결정과 

정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의 내적 요인으로 의복의 

즐거움 추구, 의복의 감성 추구, 쇼핑의 즐거움 추구 

및 구매자체의 즐거움을 밝힌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소비자들은 이러한 다양한 쇼핑동기들로 인해 쇼 

핑행동 및 충동구매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선 

영, 1993). 최근 쇼핑동기에 관한 연구로 최수희 

(1997)는 의복구매의도와 구매행동의 불일치에 관하 

여 정성적 방법으로 연구한 결과, 다양한 동기 유형 

들이 복합적으로 소비자의 구매전 의도단계에서 형 

성됨을 알 수 있었는데, 필요에 의한 동기와 감정에 

의한 동기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정명선 (1999)은 

쇼핑동기를 구매시점에서 제품지향적 동기 즉, 제품 

구매 동기와 여가선용적 동기 즉, 제품구경 동기로 

분류하여 의류점포내 소비자 감정이 의류제품 쇼핑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소비자의 의류제 

품에 대한 쇼핑 동기는 제품지향적인 동기에 해당하 

는 실제 의류구매를 위한 동기와 경험적 동기로서 

특별한 구매의도 없이 점포를 기웃거리는 행동 (bro- 

wsing)까지 포함하는 구경을 위한 쇼핑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의류점포내 구매상황

의 류점 포내 구매상황이 란 구매 시 점상황 (상점 분 

위기/날씨/시간적 여유/기분), 제품특성, 디스플레이 

나 쇼핑동반자의 영향으로 정의되었다 (박은주, 

1992).
이러한 점포내 구매상황은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지만 (Do- 

novan과 Rossiter, 1982; Smith 등, 1997), 의복구매상 

황에 관한 연구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조사상의 

어려움 때문에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의류제품의 

구매와 관련된 구매상황은 점포분위기, 날씨, 기분과 

같은 구매시점 상황, 제품특성, 점포특성, 디스플레 

이나 쇼핑동반자의 영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 

한 구매상황은 의류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구 

매 여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상황변수임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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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박은주, 1992）. 한편 충동구매에 관련된 연구 

에서 충동구매의 발생원인으로 구매상황의 영향이 

나타났는더）, 이는 심리상태와 금전상태로 구성된 소 

비자 상황요인, 제품 상황요인, 저가/가격인하, 점포/ 

전시이미지, 재고고갈가능성, 판매원 권유의 마케팅 

자극 상황요인, 친구 （가족）권유, 제품위험의 기타 상 

황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충동구매에 영향을 미쳤 

다 （고선영, 1993）. 박은주와 선정희 （1994）의 연구에 

서는 의류제품의 구매에 관련된 구매상황이 소비자 

상황요인, 상점내 상황요인 제품의 유행성 및 신분 

상징성, 실용성 및 경제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구매유형에 따라 의복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구매상 

황이 변화하였다. 즉, 의복을 계 획구매하거나 비 계획 

구매할 때에는 소비자 상황요인이 구매에 중요한 상 

황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충동구매가 이루어질 때 

는 유행성 및 신분상징성과 같은 제품의 특성이 중 

요한 구매상황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에서 의류점포내 구매상황의 구 

성요소를 요약해 보면, 배경적 분위기, 쇼핑의 편의 

성, 인적 및 판매원 관련요인 점포정책 요인 그리고 

제품관련요인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3. 감정적 반응

소비자의 감정은 의식적으로 경험하게 되며 주관 

적으로 느끼는 상태로서 정서나 기분을 동반하는 일 

반적인 정신적 현상이다.

소비자행동에 있어서 감정은 광고, 점포내 분위 

기, 점포 시설, 판매원과의 커뮤니케이션 등과 같은 

점포내 구매상황이라는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 

난다. 환경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 감정상태 

를 측정 하기 위 한 수단으로 개 발된 Mehrabian과 Ru

ssell （1974）의 PAD 패러다임은 소비경험에 의한 감정 

분류에 적합하다는 연구결과와 함께 지금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Halvena와 Holbrook, 1986）. PAD 

패러다임은 Donovan과 Rossiter （1982）에 의해 환경 

심리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점포내에서 경험되어 

진 감정의 연구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후의 연구 

들은 이 PAD 이론을 실증적으로 재검토하여 즐거움 

과 각성차원은 다양한 상황하에서의 감정적 반응에 

적절한데 비해 지배성 차원은 적절치 않으므로 배제 

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Russell과 Pratt, 1980; 

Donovan, 1994）, PAD 패 러 다임을 이용한 감정 연구에 

서 지배성 차원을 제외시키는 경향이 있다 （Donovan 

등, 1994; Sherman 등, 1997; 곽원일 등, 1999）. 한편 

Russell과 Pratt （1980）는 즐거움과 각성의 정도를 각 

각 가로축과 세로축으로 하는 좌표축을 가정하여 감 

정적 반응들을 2차원 공간에 배치하는 환형구조를 

제안하였는데, 이처럼 감정을 연속적인 차원으로 표 

현한 환형모델은 감정적 반응들이 독립적으로 존재 

하는 단극적 요소가 아니라 이차원의 양극적 공간에 

원형상으로 배치시킬 때 가장 잘 설명된다고 보았으 

며, 여러 선행연구 결과 의복구매행동과 관련된 감 

정이 두차원으로 이루어진 환형구조에 비교적 잘 맞 

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최선형, 1993; 김정아, 1997; 

추호정, 1998）.
의류학 분야에서 감정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의 

류제품에서 혹은 의류제품의 소비에서 느끼는 감정 

（최선형, 1993; 김정아, 1997）, 구매행동시 느끼는 감 

정 （최선형 • 이은영, 1990）, 광고 및 그 외 마케 팅 환 

경에 대한 감정적 반응 （양진옥 • 홍성순, 1997）, 그리 

고 점포내에서 느껴지는 감정 （김상희, 1994; 유창조, 

1996; 조선희, 1996; 추호정, 1998; 소귀숙, 1998; 정명 

선, 1999）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즉, 의류제품의 구매와 관련된 감정적 반응이란 의 

류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의류점포내 구 

매상황에 접했을 때 발생 하는 감정 적 반응을 말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의류점포내 소비자행 

동 연구에서 의복구매행동이란 의류점포내에서 여 

러 가지 구매상황 및 감정적 반응에 의해 의류제품 

을 구매하거나 구매하지 않는 행동을 말하며, 본 연 

구에서는 의복구매행동을 쇼핑동기와 관련지어 연 

구하고자 한다.

ID. 실증적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의류점포내 구매상황과 점포 내에서 

형성된 감정적 반응의 구조를 밝힌다.

연구문제 2 의복 구매행동과 제 변수들의 인과관 

계를 밝힌다.

연구문제 3 쇼핑 동기에 따라 의복구매행동에 대 

한 제 변수들의 인과관계의 차이를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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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방법 및 절차

1) 측정도구

(1) 쇼핑동기

쇼핑 동기에 대하여서는 조사 당일 소비자의 쇼 

핑동기가 의류제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나온 것인지, 

단순히 구경을 통하여 쇼핑 자체를 즐기기 위한 것 

인지에 대하여 1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정명선, 1999).

(2) 점포내 구매 상황

의류점포내 구매상황과 관련된 21문항 (점포내 

인적 • 물리적 배경, 판매원 및 제품에 의해 형성되 

는 구매상황 등)을 응답자가 오늘의 쇼핑에서 영향 

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1점 (매우 영향을 

받았다)에서 5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의 리커 

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주은 • 임숙자, 

1990; 박은주, 1992; 박은주 • 선정희, 1994; 이정수, 

1995; 박수경 • 임숙자, 1996; 추호정, 1998).

(3) 감정적 반응의 측정

선행연구 결과로부터 의류점포내 구매상황에서 

경험하는 감정문항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실시한 예 

비조사를 거쳐 즐거움, 우월감을 느끼는, 무시되는, 

불안감 등을 포함하는 21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5 

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최선형, 1993; 김상희, 

1994; 김정아, 1997; 추호정, 1998).

(4) 의복 구매행동

점포내 소비자 행동의 결과적 반응으로 의류제품 

구매 여부에 대하여 1문항으로 물었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3차에 걸친 예비조사를 바탕으로, 본 조사는 1999 

년 7월에서 8월까지 약 한 달 여 동안 부산 시내에 

있는 대형 백화점 L백화점과 H백화점 두 곳에서 평 

일 오후와 주말 동안 실시되었다. 응답자는 백화점 

의 여성 의류 코너를 쇼핑하고 나오는 고객을 대상 

으로 고객대기실에서 실시하였으며, 면접자는 응답 

자에게 의류 점포를 적어도 弗분 이상 쇼핑하였는지 

여부를 질문한 이후 '그렇다'고 대답하는 응답자에 한 

하여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2개의 점포에서 

총 460부의 설문지에 응답을 받아 이중 불성실한 답 

변 30부를 제외한 430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분석은 SPSSWIN VER 8.0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으며, 각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Pearson's 상관관계, 경로분석을 실시하 

였다.

3) 표본의 특성

연구에 포함된 전체 응답자는 430명으로 응답자 

의 연령 분포는 20~23세가 56.5%를 차지하였으며, 

미혼자가 93.3%를 이루고 있었다. 의류비를 포함한 

한달 평균 용돈은 10만원~20만원이 가장 많은 분포 

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20대 초반의 학생들이 표본 

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사 

려 된다.

IV. 결과분석 및 논의

1. 의류점포내 구매상황과 감정적 반응

1) 의류점포내 구매상황의 구조

의류점포내 구매상황문항들에 대하여 Varimax 직 

각회전 방식을 사용한 주성분분석을 실시하였고, 

Scree-test와 고유치를 참고로 하여 네 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는〈표 1>과 같다.

요인 1은 점포내 색채나 조명, 실내장식, 점포내 

음악과 관련된 요인으로 '물리적 배경'이라 명명하였 

고, 요인 2는 제품의 가격, 입었을 때 돋보이게 하는 

정도 등으로 제품과 관련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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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점포내 구매상황 및 선행상태의 요인분석 결과

요인 및 문항 내용 요인 부하량 설명 변량 Cronbach's a

요인 1 물리적 배경

점포내의 색채나 조명

점포내 실내장식

점포내의 음악

디스플레이 한 것을 보고

.80

.74

.58

.54

26.3% .76

요인 2 제품 요인

제품의 가격

입어보니 나를 돋보이게 해서 

매장내 광고나 사은품 제시 

가격할인을 하고 있으므로

.72

.61

.57

.55

10.6% .62

요인 3 인적 배경

점포내의 소음

동료나 판매원의 권유

점포내 붐비는 정도

.68

.63

.62

9.3% .56

요인 4 판매원 요인

판매원의 인상이 좋아서 

반품정책이 좋아서 

판매원의 제품에 대한 지식

.81

.74

.56

6.8% .64

'제품요인이라 명명하였으며, 요인 3은 점포내 소음 

과 동료나 판매원의 권유, 그리고 점포내 붐비는 정 

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인적 배경'으로, 요인 4는 

판매원의 인상과 판매원의 제품에 대한 지식 등과 

관련된 요인으로 '판매원 요인'이라 명명하였다.

이상의 요인분석 결과는, 선행연구결과와 비교적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특이할 만한 것은 점포내 배경 

적 분위기와 관련된 요소가 두 개의 요인으로 나누 

어졌으며, 전체변량 중 설명비율도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소귀숙, 1998; 추호정, 1998; 정명선, 1999). 
이는 본 연구의 조사가 쇼핑현장인 의류점포내에서 

측정되었으므로 점포내 배경, 즉 점포내 인적 • 물리 

적 분위기와 같은 상황요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구매상황요인들은 고선영 (1993)의 연구결 

과에서 제시한 마케팅자극 상황요인에 해당되며, 추 

호정 (1998)의 연구결과에 비해 본 연구결과에서 인 

적 배경요인이 더 강조되었고, 의복 구매상황 중에 

서 구매시점에서의 점포분위기가 구매결정에 많은 

기여를 한다는 박은주 (1992)의 연구결과를 뒷받침 

해 주고 있다.

2) 감정적 반응의 구조

의류 점포 내에서 쇼핑하는 동안 경험하는 감정 

적 반응의 차원을 밝히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다. Varimax 직각회전 방식을 이용하였고, Scree-test 

와 고유치를 기준으로 4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이 

들 요인에 의해 전체 변량 중 54.2%가 설명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요인분석 결과는〈표 2〉와 같다.

요인 1은 즐거운, 들뜬, 행복한, 활기있는 등의 감 

정을 포함하고 있어 '즐거움이라 명명하였고, 요인 2 
는 무시되는, 지루한, 짜증나는 등의 감정으로 나타 

나 '무시감'이 라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우월감을 느끼 

는, 뿌듯한, 기쁜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우월감이라 

고 명명하였으며, 요인 4는 불안한, 긴장한, 어색한 

등의 감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불안감'이라고 명명하 

였다.

이와 같은 요인분석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면, 감정 구성요소와 각성의 수준에 있어서는 다 

소 차이를 보이는 반면, 즐거움 차원에서는 유사한 

분류를 나타내었다 (최선형, 1993; 김정아, 1997). 또 

한 추호정 (1998)의 연구결과에 비해 본 연구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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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감정적 반응의 요인분석 결과

요인 및 문항 내용
요인 

부하 량

설명

변량

Cronbach's
a

요인 1 즐거움

즐거운

들뜬

행복한

활기 았는

만족하는

.77

.71

.66

.61

.59

18.7% .80

요인 2 무시감 

무시되는 

지루한 

짜증나는 

재미없는 

허탈한

.78

.77

.76

.71

.61

17.3% .80

요인 3 우월감

우월감을 느끼는 

뿌듯한

기쁜

.80

.57

.57

9.5% .61

요인 4 불안감

불안한

긴장한

어색한

.73

.66

.52

8.7% .45

점포내 구매상황에서의 감정이 더욱 세분화되어 나 

타났고 부정적 감정이 더 많이 지각되었는데, 그 이 

유는 본 연구대상들이 세일기간을 이용한 백화점 고 

객들이었고 추호정의 연구대상자들은 번화한 상권 

의 의류전문 대형매장의 소비자이었기 때문에 나타 

난 결과로 추측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러한 연구 

들은 즐거움과 각성 의 두 차원으로 이루어 진 Russell 

과 Pratt (1980)의 환형 모델에 비교적 잘 맞고 있음 

을 볼 수 있다.

2. 의복구매행동과 제 변수들의 인과관계

의복구매행동에 대한 쇼핑동기, 의류점포내 구매 

상황, 감정적 반응의 인과적인 관계를 분석하기 위 

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로 사용된 구 

매행동은 구매/비구매의 명목척도로 되어 있으므로 

가변수化하여 분석한 결과〈그림 2〉와 같은 경로모 

형이 제시되었다.

결과에 의하면, 쇼핑동기가 구매행동에 가장 직접 

적이고 강한 변수로 작용하였고, 감정적 반응에 영 

향을 미치면서 구매행동에 이르는 간접적인 영향도 

보였다. 점포내 구매상황은 구매행동에 부적인 직접 

경로와 감정적 반응을 통한 간접 경로도 함께 나타 

내었다. 다시 말하면, 소비자들은 쇼핑동기 및 점포 

내의 여러 가지 구매상황이 감정적 반응을 통하여 

의 복구매행 동을 나타내 었 다

이러한 전반적인 경로모형을 바탕으로 변수들의 

각 요인별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의복구매행 

동에 대한 변수들의 요인점수를 이용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변수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는〈그 

림 3＞과 같다.

물리적 배경은 무시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제품요인은 즐거운 감정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현상으로 (유창조, 

1996; Belk, 1997), 제품의 가격이나 입어서 돋보이게 

함, 가격 할인 등의 요인이 소비자에게 즐거움을 주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적 배경은 무시감에 판매 

원 요인은 즐거움과 우월감에 의 미 있는 영 향을 미치 

고 있었는데, 이것은 점포내 소음이나 붐비는 정도 

등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무시되는 감정을 느끼게 하 

며, 판매원의 인상에서 호감을 갖거나 판매원의 제 

품에 대한 지식 등이 소비자들에게 즐거움을 갖게 

하고 그러한 판매원의 태도가 소비자들로 하여금 우 

월감을 느끼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점 

포내에서 발생하는 즐거움은 제품요인과 판매원 요 

인에 의해, 무시감은 물리적 배경과 인적 배경에 의 

해, 우월감은 판매원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 형성 

되었으며, 불안감은 점포내 상황요인에 의미있는 관 

계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의복 구매행동에 대해서는 쇼핑동기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점포내에서 느끼는 우월감도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물리적 배경과 무시감은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나타나 유창조 (1996)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였다. 즐거운 감정이 의복구매행동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판매원 등을 통 

해 얻은 우월감은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판매원의 기능적 • 기술적 서비스 

가 제품요인보다 구매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선 

행연구결과를 지지해 주었다 (Sweeley, 1997).
종합해 보면, 의복구매행동에 가장 직접적인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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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림 2> 의복구매행동에 대한 전반적인 경로모형

49***

〈그림 3> 의복구매행동에 대한 제변수들의 경로 모형

이 되는 요인은 쇼핑동기였고, 그 다음으로 판매원 

요인에 영향을 받은 우월감이 구매행동에 직접적으 

로 영향을 미쳤다. 한편, 점포내 물리적 배경은 무시 

감에 영향을 미치면서 구매행동에 부적인 직접적 영 

향을 미쳤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의류점포 

의 구매상황에서 점포내 색채나 조명, 점포내 실내 

장식 등이 소비자들에게 무시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구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유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3. 쇼핑동기에 따른 의복구매행동과 제변수들의 

인과관계

1) 쇼핑동기가 실제 구매 목적일 경우

실제로 의류제품을 구매할 목적으로 쇼핑을 나선 

소비자의 경우 의복 구매행동에 대한 점포내 구매상 

황요인, 감정적 반응의 인과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 

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그림 4〉와 같다.

결과에 의하면, 실제 의류제품 구매를 목적으로 

쇼핑을 나선 소비자들은 앞에서 제시되었던 의복구 

매행동에 대한 전반적 경로모형과 유사하였다. 자세 

히 살펴보면, 물리적 배경은 즐거움과 무시감에 각 

각 영향을 미쳤고, 인적배경은 모든 감정적 반응에 

영향을 미쳤으며, 판매원에 의하여 즐거움과 우월감 

의 긍정적인 감정적 반응이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점포내 구매상황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감정적 반응 

은 의복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쳤는데, 먼저 인적배경 

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무시감은 의복구매행동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역시 인적배경과 판매원으 

로부터 영향을 받아 경험된 우월감은 구매행동에 강 

한 예측변수로 작용하였다. 한편, 인적배경 및 판매 

원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즐거움은 의복구매행동에 

까지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실제 

의복구매를 목적으로 쇼핑을 나선 소비자라 할지라 

도 쇼핑과정에서 획득된 즐거움만으로는 구매행위 

를 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종합해 보면, 의류제품을 실제로 구매하기 위해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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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복구매 

행동

〈그림 4> 쇼핑동기가 구매목적인 소비자의 의복구매행동에 대한 요인별 경로모형

핑을 나선 소비자의 경우 제품요인보다는 물리적 배 

경과 판매원 및 인적배경에 의해 점포내 감정적 반 

응에 영향을 받았으며, 무시감은 의복구매행동에 부 

적으로 작용하였고, 인적배경과 판매원에 의해 형성 

된 우월감은 의복구매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 

음을 알 수 있었다.

2） 쇼핑동기가 구경을 위한 쇼핑일 경우

구경을 위해 쇼핑을 나온 소비자의 경우에 있어 

서 점포내 구매상황요인, 그리고 감정적 반응이 의 

복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경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그림 5>와 같다.

분석 결과, 전반적 의복구매행동의 경로모형과 유 

사한 경로모형을 나타내며, 구경을 위해 쇼핑을 나 

선 소비자라 할지라도 점포의 물리적 배경 등이 소 

비자를 만족시키지 못하였을 경우 구매에 부적으 

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유창조, 1996）. 구경을 하 

기 위해 쇼핑을 나온 소비자들은 점포내 물리적 배 

경에 의해 형성된 우월감이 의복구매행동에 정적으 

로 영향을 미쳤으나, 제품에 의해 형성된 즐거움의 

감정은 의복구매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즉, 구경을 위해 쇼핑을 하는 소비자들은 인적배 

경과 판매원에 상관없이 점포의 물리적 배경이나 

제품에 의해 감정적 반응이 형성되었으며, 점포내에 

서 우월감을 느꼈을 경우 의복구매행동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쇼핑동기가 의류제품을 

구매하기 위한 소비자의 경우와도 유사한데, 결국 

의류점포내에서 우월감의 감정적 반응이 가장 의복 

구매 행동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쇼핑동기별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쇼 

핑동기에 따라 점포내에서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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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요한 변수들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구매가 목적인 소비자는 점포내 인적배경과 판매원 

에 의해 감정적 반응이 많은 영향을 받아 구매행동 

을 한 반면, 구경이 목적인 소비자는 점포내 물리적 

배경이나 제품에 의하여 감정적 반응에 영향을 받아 

구매행동이 이루어졌다. 다시 말하면, 구매를 하고자 

쇼핑을 나온 소비자들은 점포내 소음이나 혼잡함 등 

에 의해 계획했던 구매를 포기하기도 하고 동료나 

판매원 등에 의해 우월감이 형성되었을 경우 구매를 

하기도 하며, 쇼핑을 즐기고 구경하기 위해 나온 소 

비자들은 점포내 색채나 조명, 실내장식이나 음악과 

같은 물리적 배경과 제품에 의해 우월감이 형성되었 

을 경우 이것이 충동구매까지 이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의류점포에서 실제 쇼핑을 하고 

나오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쇼핑동기에 따 

라 어떠한 점포내 구매상황이 영향을 받고 어떠한 

감정적 반응이 형성되어 의복구매행동을 이루게 되 

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실증적 연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류점포내에서 소비자들의 구매행동에 영 

향을 미치는 구매상황은 물리적 배경, 제품요인, 인 

적 배경, 판매원 요인의 4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의 

류점포내에서 쇼핑을 하는 동안 경험하는 감정적 반 

응은 즐거움, 무시감, 우월감, 불안감의 4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의복구매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변수 

는 쇼핑동기, 감정적 반응, 점포내 구매상황이었으 

며, 특히 점포내 구매상황 중 물리적 배경이 감정적 

반응 중 무시감과 우월감이 의복구매행동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쇼핑동기가 구매목적일 경우 점포내 구매상 

황에 의해 형성된 감정적 반응이 의복구매행동에 직 

접적 영향을 미쳤으며, 구경목적의 쇼핑인 경우 점 

포내 구매상황 특히 물리적 배경과 점포내에서 경험 

된 우월감이 의복구매행동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였 

다 즉, 쇼핑동기가 구매목적일 경우 무시감, 우월감 

같은 감정적 반응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 구경목적 

일 경우에는 물리적 배경과 우월감에 영향을 많이 

받아 의복구매행동이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최종적인 구매 

여부는 쇼핑 동기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받 

았으며, 점포내에서 경험된 감정적 반응 중에서 우 

월감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밝혀졌고, 쇼 

핑동기에 따라 점포의 물리적 배경 및 무시감이 의 

복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의류점포와 관련된 마케터들은 점포내 

구매상황을 구성할 때 판매원이 좋은 인상을 형성하 

도록 하고 제품에 대한 지식을 갖추게 하여 소비자 

가 우월감을 갖도록 유도하며, 점포내의 소음이나 

지나친 판매원의 권유 및 점포내 혼잡 등 무시감을 

형성할 수 있는 요소를 지양하도록 하며, 점포내의 

밝은 색채나 조명 및 고급스런 실내장식 등을 조화 

시켜 소비자의 우월감을 형성하도록 분위기를 조성 

해 주어 구매행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 

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의 실증적 조사는 부산시내 

에 소재하는 두 대형 백화점 의류점포에서 여성 의 

류코너를 쇼핑하고 나오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루 

어졌으며, 본 연구의 대상이 20대 여성으로 국한되 

었으므로 결과의 확대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 

이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첫째, 점포내 쇼핑행동의 

결과를 구매행동뿐 아니라 점포내 구매행동과 관련 

된 다른 요소들 즉, 구매비용, 구매 후 혹은 구매 관련 

쇼핑시간 등을 측정하여 보다 포괄적인 고찰이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구매 후 감정의 변화가 제품 

및 쇼핑에 대한 불만족, 불평행동을 야기할 수 있으 

므로 쇼핑이 끝나고 일정시간이 흐른 이후에 한번 

더 측정하는 종적인 연구방법이 필요하리라고 생각 

되어진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감정적 반응 

중 즐거움이 실제 의복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 

지 않았는더L 이는 선행연구와는 다소 다른 결과로 

후속연구에서 구매시점 측정 및 정성적인 연구방법 

을 통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 

는 쇼핑동기를 의류제품의 실제 구매동기와 구경을 

위한 쇼핑동기의 두 가지만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쇼핑동기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쇼핑동기에 따른 의류점포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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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환경의 영향과 감정적 반응 및 구매행동을 살펴보 

아야 할 것이다.

검색어 : 쇼핑동기, 구매상황, 경험되어진 감정, 

의복구매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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