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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의 식품 구매처 선택에 있어서 제품의 구색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다양한 제품 구색은 개인의 선호에 더 잘 맞는 제품을 제

공해 줄 수 있으며, 원스톱 쇼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쇼핑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게 해 준다. 따라서 제품 구색의 변화에 따른 

제품군의 판매성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대부

분의 연구에서 소비자 또는 매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제품구색 도입 전 구매특성과 매장의 특성

에 따라 새로운 제품 구색의 구매에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그리고 



제품 구색의 변화가 다른 제품군의 구매비중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친환경식품을 판매하는 한살림의 10개 

매장을 대상으로 신선육 코너 도입 전후의 소비자들의 품목군별 구

매비중, 구입액을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개인 수준의 특성(제

품군별 구매비중, 구매액, 연령, 가입기간)과 매장 수준의 특성(매장

의 넓이, 경쟁업체의 수)을 동시에 고려한 위계선형모형(HLM)을 활

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선육코너 도입 전의 전

체 구매액이 높을수록, 축산물, 간식/음료, 과일류, 해산물 구매비중

이 높을수록 신선육코너 이용액이 증가하였다. 둘째, 신선육코너 이

용액의 증가는 가공식품, 간편식/반찬, 건강식품 제품군의 구매비중 

변화량을 감소시켰지만, 과일, 해산물, 채소 구매비중은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구색의 증가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은 매장의 

특성과 경쟁 환경에 따라서도 변화하였다. 매장의 규모가 클수록, 

경쟁매장의 수가 적을수록 신선육 이용액이 커지며, 전체 구매액, 

축산물 구매비중이 신선육 이용액 증가에 미치는 영향력도 강해졌

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신규 제품 구색의 도입에 있어서 동일 제품군

의 구매 특성 뿐만 아니라, 타 제품군 구매패턴과의 상호작용 역시 

고려해야하여 매장의 특성 또한 중요한 고려요소임을 보여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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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Ⅰ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제품의 구색(product assortment)은 소매업체에서 소비자에게 판매

를 목적으로 진열되는 제품의 다양성을 의미한다. 제품 종류의 다양

성은 물론 동일한 품목 내에서의 브랜드, 규격의 다양성 또한 제품 

구색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이러한 제품 구색은 소비자의 식품 구매

처 선택에 있어서 저렴한 가격, 편의성 다음으로 중요한 고려 사항

이 되어왔다(Arnold et al, 1978). 하지만 산업화, 세계화에 따른 식생

활의 변화와 다양한 식품의 유입으로 소비자의 선호는 빠르게 변화

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제품 구색 전

략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국내의 경우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식품 구입처 선택에 있어서 상품의 다양성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이계임 외, 2015). 이는 미래 시장에서 제품 구색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다양한 제품 구색은 개인의 선호에 더 잘 맞는 제품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며, 원스톱 쇼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쇼핑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게 해 준다(Baumol & Ide, 1956; Betancourt & 

Gautschi, 1990; Kahneman et al, 1997; Messinger & Narasimhan, 

1997; Miller et al, 1999). 하지만 반대로 제품 구색이 너무 클 경우 

소비자에게는 정보과중으로 인한 선택의 어려움을, 매장에는 과도한 

비용 부담을 안기기도 한다(Gázquez-Abad & Martínez-López, 2015; 

Huffman & Kahn,1998 Bayus & Putsis, 1999; Chernev, 2011). 따라

서 과거에는 커다란 제품구색이 중요하다고 가정하고 규모를 확장

해오던 소매업체들은 점차 제한된 제품구색 안에서 효율성을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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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꾸고 있다(Oppewal & Koelemeijer, 2005). 구

색의 크기를 늘리는 것보다 최적의 제품구색을 갖추는 것이 주요 

이슈가 된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 필요성을 반영하여 제품 구색의 크기와 매장의 성

과를 연결시키는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제품 구색을 증가

시키거나 감소시켰을 때의 판매액 또는 판매빈도의 변화를 분석하

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Dreze et al, 1994; Broniarczyk et al, 

1998; Boatwright & Nunes, 2001; de Clerck et al, 2001; Borle et al, 

2005), 이와 더불어 구색 변화의 형태, 아이템 또는 제품군의 특징에 

따라 그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Tan 

& Cadeaux, 2010; Gázquez-Abad & Martínez-López, 2015).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첫째, 소비자 

또는 매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동일한 구색의 변화가 있더라

도 그에 대한 반응은 소비자의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

으며 매장이 처해있는 경쟁 환경과 매장의 규모, 쾌적성 등 내외부 

특성 역시 구색 변화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좀 더 

정확한 측정과 경영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구색의 변화가 해당 

제품군의 판매액에 미치는 영향만을 분석하는데 그치고 있다. 구색

의 증가는 소비자의 매장에 대한 로열티를 상승시켜 전체적인 방문

빈도와 구매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에 따라 다른 제품군의 구

매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Campo et al., 2000). 또한 제품간의 

대체 또는 보완 관계에 의해서도 타 제품군의 구매액이 변동될 수 

있다(Shocker et al, 2004; Seetharaman et al, 2005). 따라서 동일 제

품군에 대한 영향만을 고려한다면 제품 구색 변화에 대한 효과가 

과소평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형태의 구색 확장이 이루어졌을 때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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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특성,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에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새로운 제품의 구매가 다른 제품군의 

구매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여 구색 증가로 인한 소비의 변화

를 분석한다.

연구의 대상은 국내 최대 규모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인 한살

림의 친환경식품 전문매장 10곳이다. 2014~2015년 사이 새롭게 도입

된 신선육(fresh meat) 코너를 구색 증가의 사례로 선정하였으며, 도

입 전후 1년간 소비자의 제품군별 구매금액과 매장의 규모, 경쟁업

소 등의 정보를 활용하였다. 한살림은 전체 매장이 유사한 상품구색

을 가지고 있어 동일한 구색 변화에 대한 매장별, 소비자 특성별 차

이를 규명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또한 광고/프로모션 

활동이 드물고 제품의 가격 변동이 적어 구색 연구를 위해 상대적

으로 깨끗한 환경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제품 구색 확장의 효과가 매장과 상권, 그 매장

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즉, 어떤 환경을 가진 매장의 어떠한 구매특성을 가진 소비

자들이 신선육 제품을 많이 구입하는지, 그리고 신선육의 도입이 다

른 제품군의 구매비중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 

이는 향후 타 매장으로의 신선육코너 도입에 대한 의사결정에 도움

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소매업체에서는 본 연구의 틀

을 활용하여 축산물 외의 다른 제품군에서의 구색 변경효과 역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며, 소비자와 매장의 특성에 적합한 제품구색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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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목적 및 구성

본 연구의 목적은 제품구색 증가에 따른 구매 변화의 제품군간 영

향을 소비자, 매장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은 

신선육코너가 도입된 한살림의 식품매장 10곳으로 정하였다. 구체적

인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의 과거 구매특성과 신규제품구색 구매와의 관계를 분

석한다. 이를 위해 신선육 코너 도입 전 1년 동안의 총 구매금액, 

제품군별 구매비중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신선육 구매금액과의 

관계를 확인한다.

둘째, 신규제품 구입의 증가가 다른 제품군 구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즉, 신선육 구매금액과 타 제품군의 구매비중 변화량의 

관계를 파악한다.

셋째, 동일한 제품구색 변화에 대한 반응의 매장 특성에 따른 차이

를 규명한다. 이를 위해 매장의 규모와 경쟁자의 수가 구색증가에 

따른 변화의 정도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한다.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연구의 목적과 구성을 

기술하여 전체적인 논문의 방향성을 설명한다.

제 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고찰에서는 기존의 제품 구색

과 관련된 연구들을 검토함으로써 제품 구색 변화가 판매에 미치는 

영향과 조절효과를 갖는 변수들을 확인한다. 또한, 확장된 연구의 

설계를 위하여 제품군간의 대체, 보완관계와 관련된 문헌과 매장 성

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제 3장 연구 방법에서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확립된 본 연구

의 모델을 제시하고, 연구의 대상인 한살림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위계선형모형에 대한 방법론적 검토를 진행한 후 연구에 사용할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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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정의한다.

제 4장 실증분석 결과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기술된다. 1절에서는 

신규품목 구입액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며, 2절에서는 신규구색품목 구매에 따른 제품군간 영향 분석 

결과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제 5장 결론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실무적, 학

술적인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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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Ⅱ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제 1 절 제품 구색 변화가 판매에 미치는 영향

제품 구색의 크기는 소비자의 매장 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커다란 제품구색은 원스톱쇼핑을 가능하

게하고 더 많은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반대로 소비자에게 선택의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 따라서 제

품 구색의 변화가 판매에 실제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이루어져왔다. 이 시기는 이미 소매업

체들의 규모화가 상당히 진행된 후였으며, 그에 따라 구색 증가가 

판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일반적인 가정에 대한 검증보

다는, 구색의 감소가 오히려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Dreze et al.(1994)는 대형식품매장 30곳에서 8개 제품군의 진열방

식을 변화시키면서 10%의 비인기 SKU(Stock keeping unit)1)를 줄이

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평균적으로 4%의 매출이 증가하였

으며, 제품군에 따라 변화의 수준이 다르게 나타났다.

Broniarczyk et al(1998)은 선호도가 낮은 품목을 제외하면서 해당 

제품군의 진열 공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

과 소비자의 구색에 대한 인식과 매장의 선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도 54%까지 제품 종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

다.

Boatwright & Nuns(2001) 역시 제품 구색의 축소가 긍정적인 결과

를 가져다준다는 것을 온라인식료품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보여주

1) 상품 분류의 최하 단위이며 재고보관단위, 일반적으로 제품 구색의 정도를 SKU의 

수로 측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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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94%의 제품군에서 잘 팔리지 않는 품목을 제거했을 때, 2/3 

이상의 제품군에서 평균 11%의 판매가 증가하였다. 하지만 소비를 

늘린 가구는 전체의 75%로 일부 회원들은 구매를 줄이거나 중단하

였다. 이를 통하여 그는 소비자의 이질성이 구색에 대한 반응에 영

향을 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들의 연구는 많은 소매업체에서 제품의 다양성 수준이 이미 포

화상태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비교적 최근의 연구

들에서 오히려 제품구색의 감소보다 증가가 더 긍정적인 영향을 가

진다는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다.

Clerk et al.(2002)는 네덜란드 358개 슈퍼마켓의 63개 제품군에 대

한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품목의 추가와 제거가 제품군 판매액에 

미치는 영향과 조절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두 경우 모두 판매

가 증가하였으나, 품목을 추가했을 때가 2배정도 더 효과적이었으

며, 제품군과 품목의 특성이 매출 증가에 조절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Borle et al.(2005)은 온라인식품매장의 75개 제품군을 대상으로 자

연실험(natural experiment)을 수행하였다. 이는 과거의 연구들이 모

두 매장의 일부 제품군에 한정되었던 것에 비하여 매장 전체 제품

군의 판매액 변화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분석 결

과, 잘 팔리지 않는 품목 구색의 대규모 감축이 고객 리텐션에 부정

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구매빈도와 구매량

이 모두 감소하였는데 구매빈도가 더 큰 영향을 받았다. 영향의 정

도에는 제품군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자주 판매되던 제품군의 경우 

구색 축소로 인한 악영향이 덜했다. 이는 구색 축소가 판매에 긍정

적인 영향을 주었던 기존 연구들과는 상반되는 결론이지만, Dreze 

et al.(1994)과 Boatwright & Nuns(2001)의 연구에 사용되었던 제품군

만을 분석했을 경우에는 판매량이 증가하여 기존과 유사한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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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되었다. 이는 제품군에 따라 구색 축소의 효과가 달라지며, 어

느 하나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Tan & Cadeaux(2010)는 두 유기농 식품매장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구색 변화의 영향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제품구색이 큰 제품군일수

록 판매액이 커진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구색 다양성의 판매증가

에 대한 효과는 비식품보다는 식품에서, 저장성이 낮은 품목보다는 

높은 품목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구색을 증가시킬 경우에는 판

매 증가가, 구색을 감소시킬 경우에는 판매에 감소가 일어났으며 같

은 브랜드에서 SKU를 증가시킨 것보다 SKU대비 브랜드의 수를 증

가시키는 것이 효과가 있었다.

스페인 17,072개 슈퍼마켓의 구색 사이즈와 판매량에 대한 패널 데

이터를 활용한 Gázquez-Abad & Martínez-López(2015)는 8개의 제품

군을  구매비중과 빈도에 따라 Stables(구매비중과 빈도가 높은것), 

niches(구매비중낮고 빈도는 높음, variety enhancers(구매비중높고 

빈도 낮음), fill-ins(구매비중과 빈도가 낮음)의 네 분류로 나누었다. 

분석 결과 제품구색의 수가 증가할수록 모든 제품군에서 판매량이 

증가하였다. 그 관계는 내셔널브랜드(NB)에서보다 자체브랜드(PL)에

서 더 강하였으며, Staples와 Variety enhancer에서는 PL 판매가 더 

민감하게 반응했고, 다른 분류에서는 NB가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즉 

제품구색의 확장은 PL 증 구매빈도가 높은 제품군에서 가장 효율적

이었다.

이처럼 선행 연구 검토 결과 구색 변화에 따른 판매의 변화 방향

에 대해서는 일반화된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이는 구색 감소의 특

성, 매장의 환경 등 연구 조건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

상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을 통하여 구색 변화에 따른 판매의 

변화에 조절역할을 하는 품목 특성 또는 제품군의 특성이 확인되었

다. 품목의 특성으로는 품목의 독특성(uniqueness), 제조사 파워,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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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에 대한 지원, 품목의 맛, 구색의 변화가 PL 또는 NB 위주인지 

여부, SKU 수 대비 브랜드의 수(Boatwright & Nunes, 2001;de 

Clerck et al, 2001;Tan & Cadeaux, 2010;Gázquez-Abad & 

Martínez-López, 2015) 등이 거론되었다. 제품군의 특성으로는 제품

군의 SKU 개수, 집중도(다양성의 중요도가 낮은 정도), 저장성, 구색

변화정도, 제품군의 구매비중/구매빈도, 식품/비식품여부(de Clerck 

et al, 2001;Tan & Cadeaux, 2010;Gázquez-Abad & Martínez-López, 

2015)를 들 수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매장의 특성이 매출 변화의 

방향과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Tan & 

Cadeaux(2010)는 유기농매장에서는 구색 수 증가가 매출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이유를 관행슈퍼마켓에 비해 낮은 SKU의 포화도로 추

측하였다. Gázquez-Abad & Martínez-López(2015)는 소매업체를 대

형, 중형 슈퍼마켓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매장의 면적 

또한 구색 변경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에서는 아래와 같은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구색변화의 효과는 매장이 위치한 상권과 구매자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영향이 고려된 연구가 많지 않다. 

현대의 마케팅에서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매스마케팅(Mass 

marketing)보다는 세분화된 고객,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마케팅 전

략을 수립하는 마이크로마케팅(Micro marketing)이 중요하다(Kotler 

& Keller, 2006). 따라서 어떠한 특성을 가진 소비자가 구색의 변화

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지, 어떤 매장 환경에서 구색 전략이 더 효

과적인지를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될 수 있다,

둘째, 특정 제품군 구색 변화가 다른 제품군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제품구색의 증가나 감소는 매장 

선택에 영향을 주므로 다른 제품군 매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추가 또는 감소된 품목이 타 품목의 대체재 또는 보완재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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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할 수 있다. 즉 한 제품군의 사이즈 증가가 다른 제품군의 판매

를 잠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Tan & Cadeaux, 2010).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동일한 조건의 구

색변화에 대하여 매장,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구매변화에 어떠한 차

이가 발생하는지를 제품군간 영향을 고려하여 분석한다. 이를 위하

여 다음 절에서는 제품군간의 대체, 보완관계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본다.

제 2 절 제품군간 구매(multicategory purchase) 관련 

연구

제품군간의 대체-보완관계에 대한 연구는 오랜기간 지속되어왔다. 

어떤 제품의 가격 하락(증가)이 다른 제품의 판매를 증가(감소)시킬 

때, 그 제품들은 보완관계(대체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Bucklin, Russell, & Srinivasan 1998; Russell & Petersen 2000).

대체-보완관계는 프로모션 효과 연구에서 활용되기도 하였다. 즉 

어떤 제품에 대한 프로모션을 진행하였을 경우 그 제품과 보완관계

가 있는 제품의 판매가 증가할 수 있으며, 반대로 대체관계에 있던 

제품들의 판매는 영향을 받아 감소하게 된다(Walters, 1991; Mulhern 

& Leone, 1991).

이는 제품들 자체간의 보완적인 성격(e.g., 면도날과 면도기, 우유와 

시리얼) 때문일 수도 있지만, 제품간에 특별한 관계가 없더라도 구

매 주기가 비슷하거나(co-occurence) 소비자의 이질적인 특성에 

따른 요인에 의해 동시 구매가 발생하기도 한다(Manchanda et al., 

1999).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최근의 제품군간 구매 관련 연구들

에서는 소비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또는 구매패턴을 변수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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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관찰되지 않은 잠재적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

을 고려하였다.

Manchanda et al.(1999)은 두 쌍의 보완관계를 가진 제품군에 대

한 패널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가격 또는 프로모션의 변화가 연관된 

제품군의 구매발생(purchase incidence)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검

증하였다. 또한, 가족 수, 방문횟수와 같은 관찰된 소비자의 이질성

(Observed Heterogenity)과 잠재적 이질성이 제품군 간 구매에서 가

격 변화에 대한 민감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혔다.

Chib et al.(2002)은 300가구의 12개 제품군에 대한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제품군간 구매발생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소

비자의 잠재적 이질성을 무시할 경우에는 제품군간 상관관계를 과

대 추정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Duvvuri et al.(2007)은 소비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잠재적 이질

성을 고려하여 보완관계에 있는 세 쌍의 제품들간의 가격 프로모션

에 대한 민감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가격 할인시 가구들에 대한 타

겟팅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수익을 얻기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Russel & Petersen(2000)과 Boztuğ & Hildebrandt(2008)의 연구에서

는 소비자의 특성을 기존의 구매데이터를 통하여 변수화 하였다. 제

품군에 대한 로열티(category royalty), 구매간격, 평균 장바구니 크

기가 변수로 사용되었다. Dippold & Hruschka(2013)와 

Hruschka(2016) 역시 마케팅변수들이 제품군간 구매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는 데에 소비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잠재적 이질성을 

반영하였다. 그는 제품군간의 영향을 무시할 경우 프로모션에 따른 

판매 이익의 변화를 너무 낙관적으로 예측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

였다.

이와 같이 가격 및 프로모션에 대한 제품군간의 영향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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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신제품 출시가 동일제품군의 다른 제품

에 미치는 자기잠식효과에 대한 연구도 존재한다(Bultez et al., 1989; 

Lomax, 1996; Srinivasan et al, 2005). 하지만 새로운 품목의 도입이 

다른 품목군의 판매에 미치는 영향은 여태까지 연구되지 않았다.

식품의 제품주기가 빨라지면서 제품구색 전략은 어느 때보다 중요

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제품의 도입으로 인한 제품군간 

영향 관계는 향후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

서는 가격 변화, 프로모션에 따른 제품군간 영향 연구에서와 같이 

구색 변화에 따른 제품군간 구매패턴 변화 분석에 있어 소비자의 

이질성을 고려하고자 한다.

제 3 절 매장 성과 영향 요인

제품 구색의 변화에 따른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매장 차원에서의 

요인은 선행 연구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매장 성과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하여 검토함으로써 연구 

모형 개발에 필요한 변수를 선정하였다.

매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매장의 특성과 상권의 특

성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서상윤 외(2013)은 과거의 연구들을 종합하여 경영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장의 특성으로 매장의 면적, 주차편의성, 인테리어 등

의 물리적 요인, 제품의 구색과 진열, 마케팅 요인, 종업원의 동기부

여와 직무만족, 직무능력으로 설명되는 인적 요인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상권의 특성으로 접근성과 유동인구, 차량통행량, 대중교통

과의 거리 등 입지 요인과 경쟁업체 매장의 수, 경쟁 매장의 면적과 

거리, 자사 매장과의 거리 등으로 대표되는 경쟁자요인을 제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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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ampo et al.(2000)은 매장의 규모, 지역의 특성과 매장의 제품군별 

진열 비중에 따라 해당 지역 소비자들이 슈퍼마켓에서 구입하는 제

품군별 구매비중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것이 매장의 수익에도 영향

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활용하여 지역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젊은 가족”, 

“저소득 1인가족”, “중산층”, “한자녀가족” 네 분류로 나누었

으며, 그 밖의 변수로 지역의 도시화율, 직장인구, 경쟁 슈퍼마켓의 

수, 제품군별 경쟁자의 수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주목할만한 

또 하나의 발견은 경쟁 슈퍼마켓이 많은 곳에서의 성과가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매장의 성과가 높은 지역은 경제

적인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이 새로운 

경쟁자를 유인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다.

김지연 외(2016)의 연구는 화장품 매장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유

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는 해당 지역에 동일한 제품 종류를 판

매하는 매장들이 집중되어 있을 경우 군집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소비자들이 

해당 지역의 여러 매장에서 다양한 제품들을 경험해보고 비교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쟁자의 수가 성과에 주는 영향에 대한 연구의 결과는 하

나로 모아지지 않는다. 일반적인 통념과 같이 경쟁의 심화가 매장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역시 많다(Cleeren et al., 

2006; Cottrell, 1973; Hoch et al.,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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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상세 내용

입지 요인 접근성, 유동인구, 차량통행량, 대중교통 거리

경쟁자요인
주변지역 경쟁업체 매장의 수, 자사 매장의 수,

경쟁매장의 면적과 거리
매장 면적과 

주차 시설
매장 면적, 주차 대수

물리적 요인
인테리어, 내부진열,

계산대 대기시간, 감각적 자극(조명, 음악)

제품 요인 상품의 구색, 상품 진열

마케팅 요인 프로모션, 광고

인적 요인 종업원의 동기부여와 직무만족, 직무능력

<표 1> 매장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서상윤 외., 2013)

Campo & Gijsbrechts(2004)는 Campo et al.(2000)의 연구를 발전시

켜 매장의 형태에 따른 지역화된 전략을 제시하였다. 매장은 지역 

시장의 상황에 맞게 제품군의 공간 구성을 적용해야한다. 슈퍼마켓

의 경우 핵심 제품군인 식품을 우선적으로 지역 시장에 맞도록 구

성해야하며, 대형할인점(hypermarket)의 경우에는 반대로 비식품 제

품군을 지역 시장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 이는 지역의 특성

에 따라 특정 제품군이 해당 지역의 소비자들에게 좀 더 또는 덜 

매력적일 수 있다는 Grewal et al.(1999)의 연구를 뒷받침한다.

매장이 속한 지역의 지리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제품 가격 변동이나 

프로모션에 대한 반응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Hoch et al. 1995, 

Montgomery 1997, Mulhern et al., 1998). 본 연구에서는 매장과 상

권의 특성이 제품구색에 대한 반응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 가정하고 

매장의 규모와 경쟁자 요인을 주요 변수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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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Ⅲ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 모형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와 매장의 

특성을 활용하여 구색 증가에 따른 변화를 분석한다.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번째는 소비자의 과거 구매특성과 신규제품구색 구매와의 관계

를 밝히는 것이다. 신선육 코너 도입전 1년(T1) 동안의 총 구매금액, 

제품군별 구매비중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신선육 구매금액과의 

관계를 확인한다(그림 1).

두번째는 신규 제품구입의 증가가 다른 제품군 구매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소비자의 연령과 가입기간, 신선육 도입 전

의 해당 제품군의 구매비중을 통제한 상태에서 신선육 구매금액과 

타 제품군의 구매비중 변화량의 관계를 파악한다(그림 2).

두 연구에는 공통적으로 매장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를 투입하여, 매

장의 규모와 경쟁자의 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한다.

<그림 1> 소비자의 과거 구매특성과 신규제품구색 구매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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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신규 제품구입 증가가 다른 제품군 구매에 미치는 영향

제 2 절  조사 대상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한살림은 국내 최대(조합원 수 1위)의 소비

자생활협동조합으로 조합원이 낸 출자금으로 운영되며, 조합원이 스

스로 운영하는 조직이다. 한살림은 생명을 살리고 지구를 지키는 

‘생명운동’을 지향하며 그 일환으로 친환경농업을 짓는 생산자와 

조합원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운영하고 있다. 2016년 현재 전국 204

개 매장과 온라인/전화 주문을 통하여 계약된 생산자의 물품을 공급

하고 있다. 한살림 물품은 가입비와 출자금을 납부한 조합원만 이용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살림은 식생활의 변화에 발맞추어 제품의 구색을 꾸준히 확장해

가고 있다. 최근의 큰 변화는 신선육 코너와 즉석빵 코너의 오픈이

다. 2016년 12월 현재, 17개 매장에 신선육 코너가 11개 매장에 즉

석빵 코너가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에는 냉동육과 공장에서 

가공된 빵으로 구성되었던 제품 구색이 확장되었으며, 그 품질 또한 

향상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신선육 코너가 도입된지 1년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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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한 10개 매장에서 수집되었다. 해당 매장의 신선육 도입은 2014

년 2월 25일에서 2015년 9월 14일 사이의 기간동안 이루어졌으며, 

도입 전후 1년 동안의 매장 모든 소비자의 일단위 구매기록을 수집

하였다.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실제 이용 소비자층으로 판단되는 월 

평균 1회 이상 구매기록이 있는 소비자 10,632명의 데이터를 추출하

였다. 이는 해당기간 총 소비자 수의 40%에 해당되며, 총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제 3 절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수준의 변수와 매장 수준의 변수가 동시에 

설명변수로 사용된다. 소비자들은 10개의 매장에 위계적으로 소속되

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층자료 분석에 적합한 위계선형모

형(Hierarchical linear model)을 사용하였다. 위계선형모형은 다층적

인 데이터의 구조를 무시한 채로 분석을 했을 경우에 집단 내 소속

된 개인들의 동질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다. 동일 집단의 개인 특성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인 상호독립성이 위배될 수 있어 

이분산 또는 자기상관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 위계선형모형에서는 

<그림3>에서와 같이 집단에 따라 기울기와 절편이 달라지는 모델을 

구현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위계선형모형에서는 그룹의 특성과 개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각 수

준별 개별 방정식을 구성한 뒤 이를 하나로 통합한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세부 주제인 소비자의 과거 구매특성과 신규제품구색 구매와

의 관계 분석을 예시로 모형의 구조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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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위계선형모형의 세 가지 모델

1수준(개별소비자)  

 ～ 
     (식 1)

2수준(매장)

   ～     (식 2)

                         (식 3)

여기서 1수준의 종속변수인 는 j번째 매장의 i번째 소비자의 

신선육코너 이용액을 의미한다.  는 1수준의 절편과 개인특성

에 대한 회귀계수이며 는 개별 소비자의 특성요인을 나타낸다. 

은 1수준의 무선효과(random effect)로서 신선육이용액의 잔차이

다. 이는 신선육 구매액의 차이에 있어 소비자의 잠재적인 이질성을 

의미한다. 2수준의 식에서 는 j 매장의 특성요인이며,  은 2

수준의 절편,  은 2수준 특성에 대한 회귀계수이다. 는 2수

준의 무선효과로 매장수준의 잔차이다.

이를 결합한 모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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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모형

    (식 4)

위의 식에서 볼 수 있듯이 (식 1)의 계수 값들이 (식 2)의 종속변수

가 되면서 결합모형에서는 매장수준의 변화가 개인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위계선형모형의 모수 추정에는 최대우도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 사용된다. 하지만 이 경우 샘플 수가 작아지면 표준오

차가 하향 편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rowne & Draper(2000)에 의해 6~12개의 집단에서도 적합한 분산 

추정치가 도출된다고 밝혀진 Restricted ML(RML)을 사용하였다.

분석 도구로는 R 3.3.1과 HLM7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 R 3.3.1

은 데이터의 추출 및 병합,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HLM7은 위계선형모형 분석을 위하여 사용되

었다. 

제 4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선행 연구의 검토를 통하여 소비자의 이질성과 매장, 상권의 특성

을 설명할 수 있는 변수들을 선정하였다.

1. 소비자의 과거 구매특성과 신규제품구색 구매와의 관계 연구

소비자의 구매데이터로부터 T1(신선육 도입 전 1년) 시점의 전체 

식품 구매액과 구매빈도, 각 제품군별 구매비중을 계산하여 활용하

였다. 소비자의 연령과 가입기간은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매장의 특성과 관련된 변수로는 매장의 규모, 1km 내 상권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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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친환경 매장의 수, 대형마트/백화점의 수, 슈퍼마켓의 수를 선

정하였다. 여기서 친환경 매장으로는 한살림, 아이쿱, 두레생협, 행

복중심생협 등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매장과 초록마을, 

올가홀푸드, 우리생협, 무공이네 등 체인형태의 친환경전문점을 포

함하였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소매업체 중 면적 3,000㎡ 이상

의 매장을 갖춘경우‘대규모점포’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경쟁자를 3,000㎡의 규모를 갖춘 경우 대형마트/백화점

으로, 그 미만의 규모인 경우 슈퍼마켓으로 구분하였다. 단, 친환경

전문점의 주 판매품목인 신선식품(채소, 과일류)의 판매를 하지 않거

나 판매비중이 매우 낮은 소형 매장과 편의점은 제외하였다. 상권의 

평균소득과 경쟁 매장의 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상권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활용하였다.

앞선 연구에서 매장의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성으로 주차편

의성, 물리적요인, 제품의 구색과 진열, 마케팅 요인 등 다양한 요인

들이 제시되었으나, 한살림의 매장들은 통일된 방식으로 운영이 되

고 있어 대부분의 요소들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였다. 

종속변수는 제품 구색증가로 인한 소비자의 반응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T2시점의 신선육코너 구입액으로 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T1 시점에 어떤 제품군을 주로 이용하던 소비자가 신

선육 구색의 도입에 반응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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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 제품구입의 증가가 다른 제품군 구매에 미치는 영향

두 번째 연구는 신규 도입된 신선육이 다른 제품군과 대체 또는 

보완관계를 가지는지 확인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제품군

별로 독립된 위계선형모형을 구성하였다.

신선육코너 도입 전후의 제품군별 구매비중 변화를 측정하여 종속

변수로 활용하였다. 구매비중은 전체구매액에서 축산물 구매금액을 

뺀 후의 비중으로 계산하여, 축산물 구매비중 증가(감소)로 인한 자

동적인 감소(증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였다.

설명변수로는 신선육 구매금액을 선택하여, 신선육 구매금액에 따

른 타 제품군의 구매비중 변화량에의 영향을 측정하였다. 앞의 연구

와 동일하게 소비자의 연령과 가입기간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였으며, 

T1 시점의 해당 제품군의 구매비중을 추가적으로 통제하였다. 이는 

T2시점의 구매비중 변화량이 T1시점의 구매비중 수준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매장차원의 특성 변수들은 첫 번째 연구와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변수 각각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표 2]와 같다.



- 22 -

분류 변수명 설명

개인

수준

변수

Meat* 신선육코너 총 구입액

M T1시점의 식품 구매액

F T1시점의 구매 빈도

age 신선육 도입 시점의 연령

peri 신선육 도입 시점의 한살림 가입기간

CPk

T1시점의 제품군 k의 구매비중

(k=가공식품, 간식/음료, 간편식/반찬, 건강식품, 곡

류, 과일류, 해산물, 채소류, 축산물)

ΔCPk**

제품군 k의 구매비중 변화량(T2-T1)

(k=가공식품, 간식/음료, 간편식/반찬, 건강식품, 곡

류, 과일류, 해산물, 채소류)

매장

수준

변수

size 매장의 면적(실제 쇼핑공간)

income 배후상권 1km의 평균 소득수준

comp_org 1km 내의 친환경전문점의 수

comp_ret 1km 내의 대형마트, 백화점의 수

comp_sup 1km 내의 슈퍼마켓의 수

*Study1 종속변수; **Study2 종속변수

<표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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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Ⅳ 장 실증분석 결과

제 1 절 신규품목 구입액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요

인 분석

1. 분석 절차

위계선형모형을 통한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수준 변수만을 활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한 후, VIF 테스

트를 통해 다중공선성이 의심되는 변수를 제거한다.

(2) 개인수준, 매장수준의 특성 변수를 포함하지 않은 기초모형

(basic model) 분석을 수행하여, 집단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지 확인한다.

(3) 기초모형에 개인수준의 특성변수만을 포함하여 개인 특성이 신

선육 구매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4) (3)의 모형에 매장수준의 특성변수를 추가하여 매장의 특성이 

신선육 구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개인특성과의 상호작용

을 확인한다.

2. 매장별 기술통계량

<표 3>은 매장별 개인수준 특성에 대한 평균을 요약한 것이다. 제

품군별 구매비중에는 매장에 따른 큰 차이가 보이지 않지만, T2 신

선육 구입액과 T1 일평균구매액 등에서는 매장별 편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는 매장 및 상권 특성에 대한 측정결과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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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T1

일평균

구매액

T1

평균

구매

빈도

연령
가입

기간

T1 제품군별 구매비중 T2

신선육

구입액

평균

총 ID

개수

신선육

구입

ID수가공

식품

간식/

음료

간편

식/

반찬

건강

식품
곡류 과일

해산

물
채소 축산

개신 4364.2 0.126 50.1 6.8 16.7% 13.1% 9.8% 3.1% 4.3% 9.5% 8.3% 11.9% 17.2% 208365.6 625 488

관저 4571.5 0.114 46.2 3.4 16.5% 16.2% 10.0% 4.1% 4.8% 8.2% 7.7% 10.8% 14.2% 230158.0 714 600

마두 5469.3 0.152 48.9 5.7 15.6% 13.7% 9.9% 3.8% 6.2% 9.7% 6.8% 12.8% 16.7% 223880.4 1045 881

목동 3981.3 0.152 51.5 7.4 16.7% 13.2% 9.9% 4.3% 5.1% 8.4% 5.9% 14.8% 17.6% 260214.2 1488 1202

봉천 3837.0 0.120 48.5 5.5 17.4% 14.7% 8.9% 3.3% 5.8% 8.3% 7.8% 13.6% 14.7% 120144.0 1027 720

서초 5494.4 0.127 51.5 6.6 14.8% 17.0% 8.7% 3.7% 7.4% 9.3% 6.4% 13.5% 15.6% 336833.0 1132 1005

수지 3760.3 0.139 48.5 5.5 17.0% 14.3% 10.3% 3.9% 5.8% 8.0% 7.5% 13.4% 15.5% 147879.4 1756 1316

압구정 4842.8 0.137 51.3 4.8 14.6% 14.0% 7.3% 3.4% 7.9% 10.4% 7.2% 16.2% 15.6% 257432.4 786 663

장안 5051.7 0.136 45.3 4.6 16.1% 14.7% 10.2% 3.4% 5.3% 7.7% 7.8% 11.6% 16.7% 283230.2 476 397

중계 4254.5 0.132 47.8 6.1 17.0% 15.5% 10.5% 4.3% 6.3% 6.5% 6.3% 12.3% 15.6% 199956.4 1583 1227

전체 4452.6 0.135 49.2 5.8 16.4% 14.7% 9.7% 3.8% 6.0% 8.4% 7.0% 13.3% 15.9% 219503.8 10632 8499

<표 3> 매장별 개인특성 변수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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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명
규모

(평)

지역

평균소득

경쟁매장

: 친환경

경쟁매장

: 대형마트

/백화점

경쟁매장

: 슈퍼마켓

신선육

오픈시점

개신매장 34 310.4 2 1 48 20150824

관저매장 27 315.1 2 2 13 20150905

마두매장 44 355.7 3 3 46 20140609

목동매장 35 383.2 6 4 17 20150914

봉천매장 30 311.7 4 0 62 20150825

서초매장 45 398.2 0 1 15 20140225

수지매장 29 396.3 4 3 30 20150812

압구정매장 20 407.4 2 2 9 20141127

장안매장 30 334.3 4 1 23 20150629

중계매장 35 328.4 3 0 39 20150721

<표 4> 매장 및 상권 특성

타낸 것이다. 모든 변수에서 편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표 5>는 개인특성 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에 대한 

결과이다. 구매금액과 구매빈도의 상관관계가 0.7 이상으로 매우 크

게 나와 구매빈도 변수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기타 변수간에는 유

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3. 다중회귀분석 결과

변수간의 다중공선성 확인을 위하여 개인수준 변수만을 활용한 다

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독립변수간 스케일이 다른 변수가 많아 

Z-score 표준화를 실시한 후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추정식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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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구매
액(T1)

구매빈
도(T1)

연령
가입

기간

T1시점 구매비중

가공
식품

간식/
음료

간편식/
반찬

건강
식품

곡류 과일류 해산물 채소류 축산물

총구매액
(T1)

1.000 0.717 0.082 0.141 -0.214 -0.082 -0.078 0.029 0.005 0.275 0.019 0.027 0.062

구매빈도
(T1)

0.717 1.000 0.057 0.049 -0.143 -0.073 -0.070 -0.021 -0.037 0.214 -0.012 0.144 0.047

연령 0.082 0.057 1.000 0.302 0.067 -0.239 -0.166 -0.018 0.111 0.130 -0.028 0.176 0.056

가입기간 0.141 0.049 0.302 1.000 -0.029 -0.152 -0.071 0.012 0.067 0.092 -0.020 0.020 0.095

T
1
시
점

구
매
비
중

가공
식품

-0.214 -0.143 0.067 -0.029 1.000 -0.159 -0.077 -0.132 -0.109 -0.268 -0.029 -0.041 -0.200

간식/
음료

-0.082 -0.073 -0.239 -0.152 -0.159 1.000 0.083 -0.055 -0.158 -0.131 -0.149 -0.306 -0.285

간편식
/반찬 -0.078 -0.070 -0.166 -0.071 -0.077 0.083 1.000 -0.075 -0.171 -0.216 -0.050 -0.277 -0.113

건강
식품 0.029 -0.021 -0.018 0.012 -0.132 -0.055 -0.075 1.000 -0.090 -0.112 -0.102 -0.186 -0.149

곡류 0.005 -0.037 0.111 0.067 -0.109 -0.158 -0.171 -0.090 1.000 -0.027 -0.102 -0.022 -0.137

과일류 0.275 0.214 0.130 0.092 -0.268 -0.131 -0.216 -0.112 -0.027 1.000 -0.083 0.184 -0.126

해산물 0.019 -0.012 -0.028 -0.020 -0.029 -0.149 -0.050 -0.102 -0.102 -0.083 1.000 -0.019 -0.066

채소류 0.027 0.144 0.176 0.020 -0.041 -0.306 -0.277 -0.186 -0.022 0.184 -0.019 1.000 -0.091

축산물 0.062 0.047 0.056 0.095 -0.200 -0.285 -0.113 -0.149 -0.137 -0.126 -0.066 -0.091 1.000

<표 5> 개인특성 변수간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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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종속변수인 는 개별 소비자의 신선육 구매액을 의

미하며, 예측변수로는 연령(age), 가입기간(peri), T1시점 총 구매액

(M), T1시점 k제품군의 구매비중(CPk)이 사용되었다. 제품군은 총 9

개로 가공식품, 간식/음료, 간편식/반찬, 건강식품, 곡류, 과일류, 해

산물, 채소류, 축산물이다.

모형의 분석결과는 <표 6>와 같다. 유의수준 0.05에서 T1시점의 전

체구매액이 높을수록, 간식/음료, 과일류, 해산물, 채소류, 축산물 구

매비중이 높을수록 신선육코너 이용액이 커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상대적인 영향력은 총구매액(0.4629), 축산물(0.1598), 간식/음료

(0.0520), 과일류(0.0492), 해산물(0.0360), 채소류(0.0267) 순으로 나타

났다. VIF 테스트 결과 값이 모두 4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변수 제거 없이 위계선형모형 분석을 수행하

였다.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p-value VIF

절편 0.0000 0.0084 0.0000 1

T1 총구매액 0.4629 0.0089 51.7520 <0.001** 1.14

연령 -0.0117 0.0092 -1.2670 0.2052 1.2

가입기간 0.0124 0.0089 1.3830 0.1667 1.13

구
매
비
중

가공식품 0.0053 0.0142 0.3730 0.7092 2.87

간식/음료 0.0520 0.0152 3.4230 0.0006** 3.27

간편식/반찬 0.0165 0.0124 1.3280 0.1840 2.19

건강식품 -0.0027 0.0127 -0.2140 0.8308 2.31

곡류 0.0096 0.0124 0.7730 0.4393 2.19

과일류 0.0492 0.0128 3.8580 0.0001** 2.31

해산물 0.0360 0.0108 3.3410 0.0008** 1.65

채소류 0.0267 0.0127 2.1040 0.0354** 2.29

축산물 0.1598 0.0153 10.4440 <0.001** 3.32

R2=0.2527, F-statistic: 299.3(p-value=0.000)

* ; p < 0.1, ** ; p < 0.05

<표 6> 다중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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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선형모형 분석 결과

1) 모형1 : 기초모형

   기초모형(base model)은 가장 단순한 위계선형모형으로 무선효과

(random effect)를 포함한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과 동일

하다. 기초모형에 대한 분석은 집단간의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판단

하고, 전체 분산 중 집단간 차이에 의한 분산이 어느 정도를 차지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보통 위계선형모형 분석의 첫 단계로 진

행된다. 모형의 식은 아래와 같다.

1수준(개별소비자)  

    

2수준(매장)

 

결합모형

 

여기에서 는 개별 소비자의 신선육 구매액으로 j매장의 i번째 

소비자를 의미한다. 는 1수준의 절편으로 j번째 매장의 평균 신선

육 구매액이고, 이며, 은 각 개인의 신선육 구매액이 매장 평균에

서 얼마나 편차를 갖는지를 반영하는 변수로 무선효과(random 

effect)를 갖는다. 은 모집단 전체의 평균을 의미하는 고정효과

(fixed effect) 모수이며, 는 집단 j에 따라 달라지는 무선효과를 

나타낸다. 즉 고정효과는 전체 표본에서 동일하게 작용하는 효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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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무선효과는 2수준인 지역수준의 변동에 따라서 그 계수값이 변

화하는 것을 말한다.

<표 7>에서는 기초모형의 결과 값을 요약하였다. 기초모형에서 주

의깊게 살펴보아야할 결과 값은 무선효과의 분산성분(Variance 

Component)과 p-value이다. 여기서는 매장간의 분산이  p=0.05 수준

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이 된다. 이는 매장에 따른 신선육이용액의 

평균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산성분은 모형의 판단에 중요한 정보가 되는 집단 내 상관계수

(ICC: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의 산출에 사용된다. ICC는 

결과 값의 전체 분포에서 집단 간의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

내며,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강상진, 2016).

전체관찰분산

집단간분산








이 식을 활용하여 기초모형의 ICC 값을 산출하면,








 

이다. 이는 전체 소비자의 신선육 이용액의 분포에서 2.7%만이 매장

의 차이에 따른 영향이며, 나머지 97.3%는 개인차에 의한 영향이라

는 것을 의미한다. ICC 값이 낮더라도 변수 사이의 관계는 집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Nezlek, 2008). 또한, 앞에서 매장간의 분산이 

p=0.05 수준에서 유의함이 밝혀졌기 때문에 집단간의 차이가 어떤 

원인으로 발생하는지에 대해 규명하려면 집단수준의 변수를 추가한

모형의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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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또다른 정보는 절편()의 신뢰도

(reliability)와 편차량(deviance)이다. 신뢰도는 잔차분석에서 제공하

는 (매장정육이용액 평균) 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값인지를 알

려주는 척도이다. 측정을 통해 관찰된 점수는 진점수와 오차점수로 

구성된다. 신뢰도는 관찰점수의 분산에서 진점수의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이며, 측정의 오차가 없다면 신뢰도는 1.0이 된다. 신뢰도가 높

으면 각 그룹의 정보로서 가치가 높은 것이며, 낮으면 에 기초하

여 각 그룹을 평가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강상진, 2016). 

기초모형의 신뢰도는 0.962로 매우 높아 추정된 값이 각 매장의 

정보로서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정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고정효과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p-value

절편() 0.0185 0.0530 0.349 0.735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성분 χ2 p-value

 0.1643 0.0270 296.49 <0.001

 0.9869 0.9740

절편() 신뢰도: 0.962, D = 29926.8

<표 7> 기초모형 분석 결과

편차량은 우도함수를 사용하는 모형들의 적합도 평가에서 일반적

으로 사용되는 검정통계량이다. 포화모형(saturated model)과의 로그 

우도값의 차이를 반영하며, 그 값이 작을수록 모형의 적합도가 높다

고 볼 수 있다. 기초모형의 편차량은 29926.8인데 그 값 자체로는 

의미를 해석할 수 없으며 다른 모델과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인 적

합도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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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형 2 : 개인수준 변수 투입 모형

다음으로 기초모형의 1수준에 개별소비자 수준의 변수를 투입하였

다. 1수준의 모형은 앞의 단순회귀분석 모형과 동일하다. 하지만, 그

와는 달리 본 모형에서는 1수준 모형의 절편 가 2수준의 매장별 

무선효과인 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분포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

다. 단, 기울기 계수인   ⋯는 모든 매장에서 균일한 효과

를 갖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1수준(개별소비자)  

 






2수준(매장)

 

 
⋮

 

<표 8>과 <표 9>에 고정효과와 무선효과 분석 결과를 각각 제시하

였다. 고정효과 분석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T1시점의 전체구매액

이 높을수록, 간식/음료, 과일류, 해산물, 축산물 구매비중이 높을수

록 신선육코너 이용액이 커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중회귀분석결과

에서 영향을 주는 변수로 확인이 되었던 채소류 구매비중은 위계선

형모형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와는 달리 연령이 유의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연령이 낮아질수

록 신선육의 이용액이 증가하였다. 회귀계수 값들은 다중회귀분석의 

결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집단간의 차이가 결

과의 일부를 설명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위계선형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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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집단간의 차이를 반영함으로써 일반회귀모형과 상이한 결과

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고정효과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p-value

절편() 0.0187 0.0529 0.3530 0.7320

T1 총구매액 0.4575 0.0089 51.1260 <0.001**

연령 -0.0208 0.0092 -2.2650 0.0240**

가입기간 0.0062 0.0090 0.6880 0.4920

구매
비중

가공식품 0.0027 0.0142 0.1920 0.8470

간식/음료 0.0365 0.0152 2.3940 0.0170**

간편식/반찬 0.0117 0.0124 0.9420 0.3460

건강식품 -0.0101 0.0127 -0.7950 0.4270

곡류 0.0026 0.0125 0.2050 0.8380

과일류 0.0459 0.0128 3.5970 <0.001**

해산물 0.0393 0.0107 3.6560 <0.001**

채소류 0.0159 0.0128 1.2380 0.2160

축산물 0.1482 0.0153 9.6790 <0.001**

* ; p < 0.1, ** ; p < 0.05

<표 8> 모형2 고정효과 분석 결과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성분 χ2 p-value

 0.1649 0.0272 393.2381 <0.001

 0.8571 0.7346

절편(β0) 신뢰도: 0.971, D = 27008.1

R2=0.2458

<표 9> 모형2 무선효과 분석 결과

무선효과 분석 결과 매장수준 신선육이용액의 분산은 0.0272로 기

초모형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p=.0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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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이는 개인수준의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신선육의 이용액

에 매장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개인수준의 분산은 0.7346

으로 기초모형(0.9740)에 비해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상당한 편차가 

존재한다. 기초모형 대비 분산성분의 감소 비율인 결정계수(R2)는 

24.6%로 계산되었다. 이는 모형에 투입된 개인수준의 변수들에 의해 

개인수준 분산의 24.6%가 설명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0.971로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편차량 D는 

27008.1로 기초모형의 29926.8에 비하여 개선되었다. 이는 개인수준 

변수를 포함한 모형이 기초모형에 비하여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한

다.

3) 모형 3 : 개인수준과 매장수준 변수 투입 모형

다음으로 개인수준의 변수와 매장수준 변수를 모두 투입한 위계선

형모형은 아래와 같다.

1수준(개별소비자)  

 






2수준(매장)

        _  _
_

        _  _
_

⋮    

        _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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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준의 식은 모형2와 동일하며, 2수준에 매장수준의 예측변수인 

매장규모(size), 상권의 소득수준(income),  1km 내의 친환경매장 수

(comp_org), 대형마트의 수(comp_ret), 슈퍼마켓의 수(comp_sup)를 

추가적으로 투입하였다. 이 모형에서는 1수준의 분석을 통해 도출되

는 회귀계수들이 2수준의 변수들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한

다. 즉, 소비자의 연령, 가입기간, T1시점의 전체 구매액, T1시점의 

제품군별 구매비중이 신선육 구매액에 미치는 영향이 매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그 원인이 매장의 규모, 상권의 소득수준, 경쟁매장

의 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1수준에서의 회귀계수 

값들을 2수준의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절편 는 2수준의 고정효

과 변수들로 설명할 수 있으며, 무선효과인 도 존재함을 가정하

고 있다. 기울기 계수인   ⋯는 매장 수준 고정효과 변수의 

영향을 받으나 무선효과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여기에서 

  ⋯ 는 집단수준 변수와 개인수준 변수의 상호작용 효과를 

의미한다.

<표 10>와 <표 11>을 통하여 모형 3의 고정효과 및 무선효과 분석 

결과가 제시되었다. 고정효과 분석결과는 1, 2수준의 변수가 신선육 

구매액에 미치는 영향과 1,2 수준 변수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보여준

다. 먼저 매장과 관계없이 개인수준의 변수가 신선육 구매액에 미치

는 평균적인 효과는 의 값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유

의수준 0.05에서 T1시점의 전체구매액이 높을수록, 간식/음료, 과일

류, 해산물, 축산물 구매비중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아질수록 신선육

의 이용액이 증가하였다. 이는 모형 2에서의 결과와 동일하다. 절편 

에 대한 매장수준 변수의 회귀계수 값은 개인수준 변수와 관계없

이 매장수준 특성이 신선육 구매액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매장

의 규모(p<0.1), 경쟁 슈퍼마켓의 수(p<0.05)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장의 규모가 커질수록, 경쟁 슈퍼마켓의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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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효과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p-value

절편, 

절편() 0.0180 0.0331 0.5430 0.6160

매장규모 0.0127 0.0053 2.3800 0.0760*

상권소득수준 -0.0003 0.0013 -0.2470 0.8170

친환경매장수 -0.0003 0.0289 -0.0100 0.9930

대형마트수 -0.0303 0.0399 -0.7600 0.4900

슈퍼마켓수 -0.0093 0.0029 -3.2330 0.0320**

T1시점 총구매금액, 

절편() 0.4541 0.0094 48.4820 <0.001**

매장규모 0.0031 0.0014 2.2180 0.0270**

상권소득수준 -0.0004 0.0004 -1.1230 0.2620

친환경매장수 -0.0219 0.0083 -2.6450 0.0080**

대형마트수 0.0178 0.0111 1.6010 0.1090

슈퍼마켓수 -0.0027 0.0008 -3.3870 <0.001**

연령, 

절편() -0.0180 0.0098 -1.8320 0.0670*

매장규모 -0.0012 0.0014 -0.8490 0.3960

상권소득수준 0.0003 0.0004 0.6890 0.4910

친환경매장수 0.0046 0.0088 0.5240 0.6000

대형마트수 -0.0201 0.0124 -1.6280 0.1040

슈퍼마켓수 0.0000 0.0009 0.0130 0.9900

가입기간, 

절편() 0.0013 0.0101 0.1300 0.8970

매장규모 0.0027 0.0014 1.9420 0.0520*

상권소득수준 -0.0002 0.0005 -0.3880 0.6980

친환경매장수 0.0025 0.0085 0.2970 0.7660

대형마트수 0.0110 0.0121 0.9060 0.3650

슈퍼마켓수 -0.0002 0.0009 -0.2750 0.7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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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효과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p-value

가공식품 구매비중, 

절편() 0.0071 0.0147 0.4840 0.6290

매장규모 0.0028 0.0026 1.0810 0.2800

상권소득수준 0.0002 0.0006 0.3110 0.7560

친환경매장수 -0.0132 0.0125 -1.0530 0.2920

대형마트수 0.0091 0.0178 0.5090 0.6110

슈퍼마켓수 -0.0006 0.0013 -0.4590 0.6470

간식/음료 구매비중, 

절편() 0.0421 0.0156 2.6940 0.0070**

매장규모 0.0021 0.0027 0.7650 0.4440

상권소득수준 0.0003 0.0006 0.4350 0.6630

친환경매장수 0.0092 0.0135 0.6770 0.4980

대형마트수 -0.0032 0.0190 -0.1680 0.8660

슈퍼마켓수 -0.0018 0.0014 -1.3410 0.1800

간편식/반찬 구매비중,, 

절편() 0.0169 0.0128 1.3230 0.1860

매장규모 0.0011 0.0022 0.4720 0.6370

상권소득수준 0.0002 0.0005 0.4200 0.6750

친환경매장수 0.0013 0.0109 0.1190 0.9060

대형마트수 -0.0107 0.0153 -0.7040 0.4810

슈퍼마켓수 -0.0014 0.0011 -1.2300 0.2190

건강식품 구매비중, 

절편() -0.0099 0.0133 -0.7470 0.4550

매장규모 -0.0012 0.0023 -0.5460 0.5850

상권소득수준 -0.0003 0.0005 -0.5210 0.6020

친환경매장수 0.0017 0.0113 0.1510 0.8800

대형마트수 0.0150 0.0160 0.9380 0.3480

슈퍼마켓수 -0.0008 0.0011 -0.6760 0.4990

곡류 구매비중, 

절편() 0.0071 0.0131 0.5410 0.5880

매장규모 0.0022 0.0021 1.0290 0.3030

상권소득수준 0.0000 0.0005 0.0690 0.9450

친환경매장수 -0.0015 0.0114 -0.1310 0.8950

대형마트수 0.0042 0.0160 0.2620 0.7930

슈퍼마켓수 -0.0010 0.0011 -0.8910 0.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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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효과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p-value

과일류 구매비중, 

절편() 0.0548 0.0132 4.1560 <0.001**

매장규모 0.0015 0.0022 0.7070 0.4800

상권소득수준 -0.0003 0.0005 -0.5760 0.5640

친환경매장수 -0.0050 0.0113 -0.4380 0.6610

대형마트수 -0.0076 0.0161 -0.4710 0.6380

슈퍼마켓수 -0.0018 0.0011 -1.5860 0.1130

해산물 구매비중, 

절편() 0.0410 0.0110 3.7220 <0.001**

매장규모 0.0009 0.0019 0.4760 0.6340

상권소득수준 -0.0002 0.0004 -0.4140 0.6790

친환경매장수 0.0127 0.0098 1.2970 0.1950

대형마트수 -0.0143 0.0137 -1.0480 0.2950

슈퍼마켓수 -0.0023 0.0010 -2.3390 0.0190**

채소류 구매비중, 

절편() 0.0182 0.0133 1.3680 0.1710

매장규모 -0.0022 0.0022 -0.9630 0.3360

상권소득수준 0.0002 0.0005 0.2930 0.7700

친환경매장수 -0.0004 0.0114 -0.0370 0.9710

대형마트수 -0.0060 0.0162 -0.3710 0.7110

슈퍼마켓수 -0.0012 0.0012 -1.0600 0.2890

축산물 구매비중, 

절편() 0.1566 0.0158 9.9180 <0.001**

매장규모 0.0051 0.0028 1.8480 0.0650*

상권소득수준 0.0003 0.0006 0.5180 0.6050

친환경매장수 -0.0087 0.0135 -0.6440 0.5200

대형마트수 -0.0172 0.0191 -0.9020 0.3670

슈퍼마켓수 -0.0032 0.0014 -2.3810 0.0170**

* ; p < 0.1, ** ; p < 0.05

<표 10> 모형3 고정효과 분석 결과



- 38 -

적어질수록 신선육 구매액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신선육 코

너의 도입 성과에 매장의 규모와 경쟁수준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2 수준 변수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각 개인수준 변수의 기울기

() 값에 영향을 주는 매장 수준 변수의 값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신선육 구매액에 유의한 효과를 가지는 개인수준 변수 중, T1시점 

총 구매액, T1시점 축산물구매비중, T1시점 해산물구매비중에서만 

매장수준 변수와의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발견되었다. 먼저 T1시

점 총 구매액의 신선육이용에 대한 영향력은 매장의 규모가 클수록, 

경쟁 친환경매장 적을수록, 경쟁 슈퍼마켓 수가 적을수록 강해지는 

것이 확인되었다(p<0.05). 또한, T1시점 축산물구매비중의 영향력은 

매장의 규모가 클수록(p<0.1), 경쟁 슈퍼마켓 수 적을수록 강해졌으

며(p<0.05), T1시점 해산물구매비중의 영향력은 경쟁 슈퍼마켓 수가 

적을수록 강해졌다(p<0.05). 이러한 결과는 대체로 매장의 규모가 클

수록, 경쟁매장의 수가 적을수록 신선육 구매액이 증가하며, 개인수

준 변수의 영향력 역시 강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11>에서는 무선효과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매장수준 신선육이용액의 분산은 0.0101로 기초모형에서의 분산 

0.0270에 비하여 크게 감소하였다. 하지만 이 역시 p=.01수준에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수준과 매장수준의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신선육의 이용액에 매장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개

인수준의 분산은 0.7388로 개인수준의 변수가 이미 포함되었던 모형 

2의 0.7346과 유사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분산성분 값을 이용하여 

결정계수(R2)를 도출한 결과 기초모형 대비 개인수준 분산성분의 감

소 비율(R1
2)는 25.2%였으며, 기초모형 대비 매장수준 분산성분의 감

소 비율(R2
2)는 62.5%였다. 이는 동일 매장 내의 신선육 구매액 분산

을 개인수준의 변수가 25.2% 설명할 수 있으며, 신선육 구매액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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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간 차이에서 62.5%를 매장수준 변수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신뢰도는 0.927로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모형에서 제공하는 

값이 믿을 수 있는 정보임을 보여주었다. 편차량 D는 27542.1로 

모형2의 27008.1에 비하면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기초모형의 

29926.8에 비하여 개선되었다.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성분 χ2 p-value

 0.1007 0.0101 64.0595 <0.001

 0.8537 0.7288

절편(β0) 신뢰도: 0.927, D = 27542.1

R1
2=0.2518, R2

2=0.6250

<표 11> 모형3 무선효과 분석 결과

5. 소결

본 연구에서는 한살림 매장에 새롭게 도입된 신선육 코너의 구입

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수준과 매장수준으로 나누어 분석

하였다. 위계선형모형을 사용하여 기초모형에 개인수준 변수, 매장

수준 변수를 단계적으로 투입하면서 각 수준 변수의 영향력과 유의

수준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매장간 신선육 코너 이용액 평균에 편차가 존재하지만, 그 

편차의 대부분은 매장을 구성하는 소비자 개인 특성에 의한 편차이

며, 2.7%만을 매장특성에 따른 편차로 볼 수 있다.

둘째, 신선육 코너 도입 전 총 구매액이 높을수록, 간식/과일/해산

물/축산물 구매비중이 높을수록 신선육 코너의 이용액이 증가한다. 

또한, 연령이 많을수록 신선육 코너 이용액이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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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매장의 규모가 클수록, 1km 내 슈퍼마켓/대형마트의 수가 적

을수록 신선육 코너 이용액이 커진다. 또한, 매장의 규모가 클수록 

전체구매액, 축산물 구매비중이 신선육 이용액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해지며 경쟁 매장이 적을수록 전체구매액, 축산물 구매비중, 해산

물 구매비중이 신선육 이용액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해진다. 즉, 소

비자의 개인특성이 동일할 경우, 매장의 규모와 지역의 경쟁수준에 

따라 신선육 코너 도입의 성과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표 12>에서는 각 모형의 적합도 판단에 도움이 되는 분산성분, 

ICC, 신뢰도, 결정계수, 편차량 값을 요약하였다. 개인수준과 매장수

준의 변수가 모두 포함된 모형에서 개인특성변수는 1수준 분산의 

25.2%를, 매장특성변수는 2수준 분산의 62.6%를 설명한다. 또한, 편

차량 비교를 통하여 모든 특성을 포함한 모델이 기본모델에 비해 

양호한 모형임이 확인되었다. 개인수준의 변수만 포함한 모형2의 편

차량이 다소 낮아 모형의 적합성은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지

만 매장수준 변수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ICC 신뢰도() R1
2 R2

2 D

기초모형 0.0270 0.974 2.70% 0.962 - -　 29926.8

개인특성

포함모형
0.0272 0.735 - 0.971 24.6% - 27008.1

매장특성

포함모형
0.0101 0.729 - 0.927 25.2% 62.6% 27059.8

<표 12> 모형별 분석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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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신규 구색 구매에 따른 제품군간 영향 분석

1. 분석 절차

제 2절에서는 한살림의 신선육코너 도입을 대상으로 하여 신규 구

색 구매에 따른 제품군간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동일제품군

인 축산물을 제외한 제품군 8개(가공식품, 간식/음료, 간편식/반찬, 

건강식품, 곡류, 과일류, 해산물, 채소류)에 대하여 각각의 독립된 위

계선형모형을 구성하였다. 제품군별로 기초모형과 개인수준, 매장수

준의 변수를 투입한 모형을 비교하여 제품군간의 대체, 보완관계를 

추정하였다.

2. 매장별 기술통계량

신선육코너 도입전후의 제품군별 구매비중 변화율을 매장별로 정

리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축산물 외 품목군의 구매액 변화폭을 

보면, 신선육 코너 이용 소비자들이 미이용 소비자들에 비하여 감소

폭이 적거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신선육을 구매하지 않

은 소비자들의 구매액이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음을 의미한다. 제품군

별 구매비중의 변화량의 경우 신선육 이용소비자와 미이용 소비자

간에 가공식품, 과일, 채소류의 구매비중 변화율에서 상대적으로 큰 

차이가 나타난다. 또한 매장간 제품군별 구매비중 변화 양상의 편차

가 존재한다. 이는 신규 구색인 신선육의 구매여부에 따라, 매장의 

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는 제품군에 차이가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위계선형모형을 통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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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매장 고객수

신선육 코너 오픈 이후 제품군별 구매비중 변화 신선육 

일평균

구매액

축산외품목

일평균

구매액변화

가공

식품

간식

/음료

간편식

/반찬

건강

식품
곡류 과일류 해산물 채소류

신선육 

미이용

고객

개신 137 1.9% -0.1% -0.4% 1.8% 0.2% -2.1% 0.3% -1.6%

-

-77.1
관저 114 0.8% -2.2% -0.3% 1.3% 0.3% -0.5% 0.6% 0.1% -271.3
마두 164 1.7% 2.5% -1.2% 1.1% -1.0% -1.0% 0.9% -3.0% -553.6
목동 286 0.0% 1.9% -0.6% -0.4% -0.4% -0.3% 1.2% -1.6% -370.9
봉천 307 0.6% 0.3% 0.6% 1.2% 0.0% -1.0% 0.1% -1.6% -187.0
서초 127 0.3% 0.2% 0.4% 0.7% 0.3% -0.7% 0.1% -1.3% -500.9
수지 440 0.8% -0.7% 0.1% 0.5% 0.2% -0.2% -0.6% -0.1% -317.6

압구정 123 0.0% -0.4% 0.0% -0.1% -1.1% -0.2% 1.1% 0.7% -307.9
장안 79 -0.4% -1.7% 1.8% 1.7% -0.5% -1.1% 0.5% -0.3% -536.5
중계 356 0.8% -1.4% 0.2% 0.4% -0.4% 0.2% 0.7% -0.5% -271.6
전체 2133 0.7% -0.1% 0.0% 0.6% -0.2% -0.5% 0.4% -0.9% - -317.0

신선육 

이용

고객

개신 488 1.1% -0.1% 0.0% 1.4% 0.1% -2.0% 0.1% -0.6% 731.1 111.9
관저 600 0.5% -0.3% -0.1% 0.0% -0.2% 0.0% 0.5% -0.4% 750.4 -238.8
마두 881 0.4% 2.5% -0.5% 1.5% -0.5% -1.3% 0.2% -2.3% 727.6 -427.6
목동 1202 -0.7% 0.6% -0.3% 0.1% -0.9% 0.6% 1.6% -1.0% 882.5 218.8
봉천 720 0.4% -1.0% 0.5% 1.2% -1.1% 0.1% 0.1% -0.2% 469.5 182.3
서초 1005 -0.4% -0.5% 0.7% 0.0% -0.2% -0.1% 0.8% -0.3% 1039.4 48.1
수지 1316 -0.5% -0.9% 0.4% 1.1% -0.1% 0.0% -0.3% 0.4% 540.6 30.3

압구정 663 0.1% -0.4% -0.4% -0.6% 0.0% 0.7% -0.4% 1.0% 836.1 -357.0
장안 397 -0.9% -0.6% 0.6% 1.4% 0.4% -0.1% 0.0% -0.6% 930.4 -66.8
중계 1227 0.2% -1.0% 0.5% 0.5% -0.3% 0.5% -0.2% -0.1% 706.8 -23.2
전체 8499 -0.1% -0.2% 0.1% 0.6% -0.3% -0.1% 0.3% -0.4% 752.3 -32.3

<표 13> 신선육 코너 오픈 이후 제품군별 구매비중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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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품군별 위계선형모형 분석 결과

신선육 구매의 제품군별 영향 확인을 위하여 제품군별로 독립된 

위계선형모형을 구성하였다. 종속변수는 신선육코너 도입 전후의 해

당 제품군별 구매비중 변화이며, 설명변수는 신선육 구매금액이다. 

또한, 통제변수로 소비자의 연령과 가입기간, T1 시점의 해당 제품

군의 구매비중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였다. 매장차원의 특성 변수들은 

첫 번째 연구와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개인수준과 매장수준의 변수

를 모두 포함한 모형의 식은 아래와 같다. 

1수준(개별소비자)  

 

 : k제품군 구매비중 변화량

         (T2시점 k제품군 구매비중 – T1시점 k제품군 구매비중)

 : T1시점 k제품군 구매비중

2수준(매장)

        _  _
_

        _  _
_

  ⋮    

        _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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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군별로 변수가 투입되지 않은 기초모형(모형1)과 개인수준과 

매장수준의 변수를 모두 포함한 모형(모형2)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

였다.

1) 가공식품

<표 14>는 가공식품 구매비중 변화량을 종속변수로 두었을 때의  

분석결과이다. 고정효과 분석 결과 개인의 신선육 코너 이용액이 높

을수록 가공식품 구매비중이 과거에 비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가운데 매장이 속한 상권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감소의 폭이 

작아졌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가입기간이 짧을수록 가공식품 구매

비중이 늘어났다. 상권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연령에 의한 증가효

과가 감소하였다. T1시점 가공식품 구매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구매

비중의 변화량이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통제를 위한 

변수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해석은 무의미하다. 매장수준 변

수의 영향으로는 1km 내 친환경매장이 적을수록, 대형마트, 슈퍼마

켓이 많을수록 신선육코너 도입 후 가공식품 구매비중이 증가하였

다. 무선효과는 p-value가 0.228로 개인과 매장의 특성을 통제한 후, 

매장별 가공식품 구매비중 변화량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과 매장수준 변수들이 충분한 설명력을 가짐을 

의미한다.

<표 15>는 모형1과 모형2의 무선효과 분석결과를 비교한 표이다. 

모형1에서 ICC 값은 0.24%로 매우 낮게 측정되었지만 무선효과가 

p=.0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신뢰도가 0.7로 양호한 편이었다. 따라

서 위계선형모형을 통한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모형

2는 개인수준 분산의 15.5%(R1
2), 매장수준 분산의 88.2%(R2

2)를 설명

할 수 있었다. 모형2의 편차량은 28645.9로 모형1의 30167.9보다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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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효과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p-value

절편, 
절편() 0.0074 0.0108 0.683 0.532
매장규모 -0.0024 0.0017 -1.421 0.228

상권소득수준 -0.0009 0.0004 -2.109 0.103
친환경매장수 -0.0303 0.0095 -3.182 0.033**
대형마트수 0.0294 0.0130 2.258 0.087*
슈퍼마켓수 0.0025 0.0010 2.584 0.061*

연령, 
절편() 0.0776 0.0102 7.633 <0.001**
매장규모 0.0017 0.0015 1.158 0.247

상권소득수준 -0.0011 0.0004 -2.78 0.005**
친환경매장수 -0.0025 0.0091 -0.278 0.781
대형마트수 0.0292 0.0129 2.27 0.023**
슈퍼마켓수 0.0006 0.0009 0.636 0.525

가입기간, 
절편() -0.0256 0.0107 -2.391 0.017**
매장규모 0.0006 0.0015 0.409 0.683

상권소득수준 -0.0003 0.0005 -0.554 0.58
친환경매장수 -0.0090 0.0090 -0.999 0.318
대형마트수 0.0058 0.0128 0.45 0.653
슈퍼마켓수 -0.0004 0.0010 -0.432 0.666

T1시점 가공식품 구매비중, 
절편() -0.3954 0.0096 -41.373 <0.001**
매장규모 0.0016 0.0016 1.041 0.298

상권소득수준 -0.0009 0.0004 -2.316 0.021**
친환경매장수 -0.0004 0.0082 -0.047 0.962
대형마트수 0.0097 0.0118 0.82 0.413
슈퍼마켓수 0.0004 0.0008 0.466 0.641

신선육 구매액, 
절편() -0.0789 0.0101 -7.78 <0.001**
매장규모 0.0000 0.0014 -0.025 0.98

상권소득수준 0.0007 0.0004 1.652 0.099*
친환경매장수 -0.0013 0.0082 -0.161 0.872
대형마트수 -0.0078 0.0120 -0.645 0.519
슈퍼마켓수 0.0001 0.0009 0.117 0.907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성분 χ2 p-value
u0 0.0171 0.0003 5.61757 0.228
γ 0.9186 0.8438

* ; p < 0.1, ** ; p < 0.05

<표 14> 가공식품 위계선형모형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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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적합도가 개선되었다. 신뢰도는 0.261로 크게 낮아졌으나 이는 

측정오차가 커진 것이 아니라 2수준의 잔차분산이 작아졌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으로 예측모형의 정확도가 높아진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강상진, 2016). 이는 매장수준의 분산을 무선효과보다는 고정효

과로 설명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ICC
신뢰도

()
R1

2 R2
2 D

무선효과

p-value

모형1 0.0025 0.9981 0.24% 0.7 - - 30167.9 <0.001

모형2 0.0003 0.8438 - 0.261 15.5% 88.2% 28645.9 0.228

<표 15> 가공식품의 모형별 무선효과 분석결과 비교

2) 간식/음료

간식/음료 구매비중의 변화량을 종속변수로 두었을 때의 분석결과

는 <표 16>과 같다. 고정효과 분석 결과 신선육 이용액이 높을수록 

간식/음료 구매비중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으나 p=0.1 수준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 아니다. 신선육 이용액이 동일할 때 연령대 

높을수록, 가입기간이 길수록 간식/음료 구매비중이 감소했으며, 가

입기간 계수 값의 경우 상권의 소득과 친환경경쟁매장, 대형마트의 

수에 따라 유의미한 변화가 생겼다. 매장수준 특성으로는 1km 내 

대형마트가 많을수록 간식/음료 구매비중이 신선육 코너 도입전에 

비하여 증가하였다. 무선효과 분석결과는 개인과 매장의 특성을 통

제한 후에도 여전히 매장별 간식/음료 구매비중 변화량의 차이가 존

재함을 보여주고 있다(p<0.01). 

<표 17>는 모형1과 모형2의 무선효과 분석결과를 비교한 표이다. 

모형1에서 ICC 값은 1.09%로 매우 낮게 측정되었지만 무선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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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효과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p-value

절편, 
절편() -0.0007 0.0268 -0.027 0.98
매장규모 0.0051 0.0043 1.19 0.3

상권소득수준 -0.0005 0.0010 -0.492 0.649
친환경매장수 -0.0152 0.0235 -0.649 0.552
대형마트수 0.0759 0.0323 2.349 0.079*
슈퍼마켓수 0.0024 0.0023 1.02 0.366

연령, 
절편() -0.1010 0.0101 -10.013 <0.001**
매장규모 -0.0021 0.0015 -1.457 0.145

상권소득수준 0.0002 0.0004 0.559 0.576
친환경매장수 0.0019 0.0090 0.207 0.836
대형마트수 0.0039 0.0127 0.305 0.76
슈퍼마켓수 0.0012 0.0009 1.343 0.179

가입기간, 
절편() -0.0351 0.0104 -3.365 <0.001**
매장규모 -0.0015 0.0014 -1.013 0.311

상권소득수준 0.0010 0.0005 2.009 0.045**
친환경매장수 0.0158 0.0088 1.808 0.071*
대형마트수 -0.0228 0.0125 -1.827 0.068*
슈퍼마켓수 0.0002 0.0009 0.192 0.848

T1시점 간식/음료 구매비중, 
절편() -0.4570 0.0093 -49.186 <0.001**
매장규모 0.0007 0.0015 0.448 0.654

상권소득수준 0.0003 0.0004 0.86 0.39
친환경매장수 0.0126 0.0083 1.516 0.13
대형마트수 -0.0306 0.0114 -2.68 0.007**
슈퍼마켓수 -0.0007 0.0008 -0.797 0.425

신선육 구매액, 
절편() -0.0160 0.0098 -1.641 0.101
매장규모 -0.0019 0.0013 -1.412 0.158

상권소득수준 -0.0002 0.0004 -0.562 0.574
친환경매장수 -0.0015 0.0079 -0.192 0.848
대형마트수 0.0137 0.0116 1.179 0.239
슈퍼마켓수 0.0007 0.0009 0.798 0.425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성분 χ2 p-value

u0 0.0795 0.0063 43.71366 <0.001**
γ 0.8934 0.7981

* ; p < 0.1, ** ; p < 0.05

<표 16> 간식/음료 위계선형모형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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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신뢰도가 0.91로 양호한 편이었다. 모

형2 분석결과 개인수준 분산의 19.3%(R1
2), 매장수준 분산의 

42.3%(R2
2)를 설명할 수 있었다. 모형2의 편차량은 28062.7로 모형1

의 30087.3보다 낮아 적합도가 개선되었다.

　   ICC
신뢰도

()
R1

2 R2
2 D

무선효과

p-value

모형1 0.0110 0.9895 1.09% 0.91 - - 30087.3 <0.001

모형2 0.0063 0.7981 - 0.88 19.3% 42.3% 28062.7 <0.001

<표 17> 간식/음료의 모형별 무선효과 분석결과 비교

3) 간편식/반찬

간편식/반찬 구매비중의 변화량을 종속변수로 두었을 때의 분석결

과는 <표 18>과 같다. 고정효과 분석 결과 신선육 이용액이 높을수

록 간편식/반찬 구매비중이 T1시점에 비하여 줄어들었다(p<0.05). 계

수값은 매장 특성변수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신선육 이용액

이 동일할 때 연령대 높을수록 간편식/반찬 구매비중이 감소하였다.  

매장수준 특성으로는 1km 내 대형마트가 많을수록 간편식/반찬 구

매비중이 신선육 코너 도입전에 비하여 감소하였다. 무선효과 분석

결과는 개인과 매장의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여전히 매장별 간편식/

반찬 구매비중 변화량의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p<0.01). 

<표 19>는 모형1과 모형2의 무선효과 분석결과를 비교한 표이다. 

모형1에서 ICC 값은 0.27%로 매우 낮게 측정되었지만 무선효과가 

p=.0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신뢰도가 0.718로 양호한 편이었다. 모

형2 분석결과는 개인수준 분산의 16.8%(R1
2), 매장수준 분산의 

23.6%(R2
2)를 설명할 수 있었다. 모형2의 편차량은 28479.2로 모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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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효과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p-value

절편, 
절편() -0.0007 0.0171 -0.042 0.969
매장규모 0.0018 0.0027 0.65 0.551

상권소득수준 0.0006 0.0007 0.878 0.43
친환경매장수 0.0176 0.0151 1.167 0.308
대형마트수 -0.0544 0.0206 -2.634 0.058*
슈퍼마켓수 -0.0010 0.0015 -0.673 0.538

연령, 
절편() -0.0601 0.0101 -5.935 <0.001**
매장규모 0.0013 0.0015 0.883 0.377

상권소득수준 -0.0004 0.0004 -0.998 0.318
친환경매장수 0.0139 0.0091 1.532 0.126
대형마트수 -0.0079 0.0128 -0.617 0.537
슈퍼마켓수 -0.0022 0.0009 -2.535 0.011**

가입기간, 
절편() 0.0094 0.0106 0.883 0.377
매장규모 -0.0015 0.0015 -1.038 0.299

상권소득수준 -0.0004 0.0005 -0.756 0.45
친환경매장수 -0.0154 0.0089 -1.724 0.085*
대형마트수 0.0146 0.0127 1.145 0.252
슈퍼마켓수 0.0011 0.0010 1.109 0.267

T1시점 간편식/반찬 구매비중, 
절편() -0.4113 0.0094 -43.703 <0.001**
매장규모 -0.0017 0.0016 -1.093 0.274

상권소득수준 -0.0004 0.0004 -0.964 0.335
친환경매장수 0.0056 0.0079 0.708 0.479
대형마트수 -0.0251 0.0113 -2.225 0.026**
슈퍼마켓수 -0.0013 0.0008 -1.577 0.115

신선육 구매액, 
절편() -0.0256 0.0100 -2.565 0.01**
매장규모 0.0004 0.0014 0.324 0.746

상권소득수준 0.0001 0.0004 0.214 0.831
친환경매장수 -0.0062 0.0081 -0.766 0.444
대형마트수 0.0145 0.0118 1.226 0.22
슈퍼마켓수 0.0010 0.0009 1.193 0.233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성분 χ2 p-value

u0 0.0451 0.0020 15.45923 0.004**
γ 0.9112 0.8303 　 　

* ; p < 0.1, ** ; p < 0.05

<표 18> 간편식/반찬 위계선형모형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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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30164.0보다 낮아 적합도가 개선되었다.

　   ICC
신뢰도

()
R1

2 R2
2 D

무선효과

p-value

모형1 0.0027 0.9977 0.27% 0.718 - - 30164.0 <0.001

모형2 0.0020 0.8303 - 0.7 16.8% 23.6% 28479.2 0.004

<표 19> 간편식/반찬의 모형별 무선효과 분석결과 비교

4) 건강식품

건강식품 구매비중의 변화량을 종속변수로 두었을 때의 분석결과

는 <표 20>과 같다. 고정효과 분석 결과 신선육 이용액이 높을수록 

건강식품 구매비중이 T1시점에 비하여 줄어들었다(p<0.05). 신선육 

이용액이 동일할 때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건강식품의 구매비중이 

증가하였다. 매장수준 특성인 매장의 규모, 상권의 소득수준, 경쟁매

장의 수는 건강식품 구매비중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주변의 대형마트 개수가 많아질수록 신선육 이용액의 계수

값을 감소시키는 상호작용효과가 p=0.1 수준에서 확인되었다. 무선

효과 분석결과는 개인과 매장의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여전히 매장

별 간편식/반찬 구매비중 변화량의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p<0.01). 

<표 21>는 모형1과 모형2의 무선효과 분석결과를 비교한 표이다. 

모형1에서 ICC 값은 0.43%로 매우 낮게 측정되었지만 무선효과가 

p=.0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신뢰도가 0.802로 양호한 편이었다. 모

형2 분석결과는 개인수준 분산의 19.4%(R1
2), 매장수준 분산의 

29.6%(R2
2)를 설명하였다. 모형2의 편차량은 28128.1로 모형1의 

30155.8에 비하여 감소하여 적합도가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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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효과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p-value

절편, 
절편() 0.0039 0.0197 0.199 0.852
매장규모 0.0009 0.0032 0.298 0.781

상권소득수준 -0.0006 0.0008 -0.767 0.486
친환경매장수 -0.0029 0.0173 -0.168 0.874
대형마트수 0.0142 0.0238 0.597 0.583
슈퍼마켓수 0.0029 0.0017 1.657 0.173

연령, 
절편() -0.0338 0.0099 -3.429 <0.001**
매장규모 0.0000 0.0014 0.023 0.982

상권소득수준 -0.0006 0.0004 -1.403 0.161
친환경매장수 -0.0092 0.0089 -1.033 0.302
대형마트수 0.0068 0.0125 0.543 0.587
슈퍼마켓수 -0.0001 0.0009 -0.104 0.917

가입기간, 
절편() 0.0099 0.0104 0.946 0.344
매장규모 -0.0001 0.0014 -0.098 0.922

상권소득수준 0.0006 0.0005 1.145 0.252
친환경매장수 0.0022 0.0088 0.25 0.803
대형마트수 -0.0072 0.0125 -0.575 0.566
슈퍼마켓수 0.0003 0.0009 0.305 0.76

T1시점 건강식품 구매비중, 
절편() -0.4419 0.0091 -48.304 <0.001**
매장규모 0.0037 0.0015 2.504 0.012**

상권소득수준 0.0005 0.0004 1.326 0.185
친환경매장수 0.0183 0.0078 2.344 0.019**
대형마트수 -0.0207 0.0111 -1.87 0.062*
슈퍼마켓수 0.0026 0.0008 3.277 0.001**

신선육 구매액, 
절편() -0.0232 0.0098 -2.363 0.018**
매장규모 -0.0002 0.0014 -0.157 0.876

상권소득수준 0.0003 0.0004 0.828 0.408
친환경매장수 0.0095 0.0080 1.192 0.233
대형마트수 -0.0220 0.0116 -1.891 0.059*
슈퍼마켓수 -0.0002 0.0009 -0.284 0.777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성분 χ2 p-value

u0 0.0551 0.0030 18.64799 0.001**
γ 0.8962 0.8032 　 　

* ; p < 0.1, ** ; p < 0.05

<표 20> 건강식품 위계선형모형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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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C
신뢰도

()
R1

2 R2
2 D

무선효과

p-value

모형1 0.00432 0.99661 0.43% 0.802 - - 30155.8 <0.001

모형2 0.00304 0.80317 - 0.78 19.4% 29.6% 28128.1 0.001

<표 21> 건강식품 모형별 무선효과 분석결과 비교

5) 곡류

<표 22>와 <표 23>은 곡류 구매비중의 변화량을 종속변수로 두었

을 때의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고정효과 분석 결과 신선육 이용액이 

곡류의 구매비중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그 외 다

른 개인수준 특성과 매장수준 특성 역시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확

인할 수 있다. 하지만 무선효과 분석결과는 개인과 매장의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여전히 매장별 곡류 구매비중 변화량의 차이가 존재

함을 보여주고 있다(p<0.01). 

모형1에서 ICC 값은 0.14%로 매우 낮게 측정되었지만 무선효과가 

p=.0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신뢰도는 0.579 수준이었다. 모형2 분

석결과는 개인수준 분산의 16.4%(R1
2), 매장수준 분산의 77.4%(R2

2)를 

설명하였다. 모형2의 편차량은 28439.0로 모형1의 30171.6에 비하여 

감소하여 적합도가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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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효과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p-value

절편, 
절편() 0.0068 0.0183 0.374 0.728
매장규모 -0.0018 0.0029 -0.607 0.576

상권소득수준 -0.0002 0.0007 -0.32 0.765
친환경매장수 -0.0157  0.0161 -0.977 0.384
대형마트수 0.0011 0.0221 0.05 0.962
슈퍼마켓수 -0.0007 0.0016 -0.412 0.701

연령, 
절편() 0.0164  0.0101 1.633 0.102
매장규모 0.0001 0.0014 0.09 0.928

상권소득수준 0.0009 0.0004 2.155 0.031**
친환경매장수 0.0023 0.0090 0.259 0.796
대형마트수 0.0072 0.0127 0.567 0.571
슈퍼마켓수 0.0021 0.0009 2.395 0.017

가입기간, 
절편() -0.0043  0.0106 -0.409 0.682
매장규모 0.0043 0.0015 2.917 0.004**

상권소득수준 -0.0005 0.0005 -1.065 0.287
친환경매장수 0.0000 0.0089 -0.004 0.997
대형마트수 0.0023 0.0127 0.183 0.855
슈퍼마켓수 -0.0008 0.0010 -0.857 0.391

T1시점 곡류 구매비중, 
절편() -0.4178  0.0097 -43.15 <0.001**
매장규모 -0.0035 0.0014 -2.558 0.011**

상권소득수준 0.0008 0.0004 1.976 0.048**
친환경매장수 -0.0263 0.0086 -3.053 0.002**
대형마트수 -0.0046 0.0119 -0.389 0.697
슈퍼마켓수 0.0013 0.0009 1.583 0.113

신선육 구매액, 
절편() -0.0137  0.0099 -1.378 0.168
매장규모 0.0005 0.0014 0.396 0.692

상권소득수준 -0.0007 0.0004 -1.698 0.09*
친환경매장수 -0.0013 0.0081 -0.166 0.868
대형마트수 0.0089 0.0118 0.757 0.449
슈퍼마켓수 -0.0010 0.0009 -1.172 0.241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성분 χ2 p-value

u0 0.0497 0.0025 16.03602 0.003**
γ 0.9095 0.8271 　 　

* ; p < 0.1, ** ; p < 0.05

<표 22> 곡류 위계선형모형별 분석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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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C
신뢰도

()
R1

2 R2
2 D

무선효과

p-value

모형1 0.0014 0.9988 0.14% 0.579 - - 30171.6 0.008

모형2 0.0025 0.8271 - 0.738 16.4% 77.4% 28439.0 0.003

<표 23> 곡류 모형별 무선효과 분석결과 비교

6) 과일류

<표 24>와 <표 25>은 과일류 구매비중의 변화량을 종속변수로 두

었을 때의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고정효과 분석 결과 신선육 이용액

이 높아질수록 과일의 구매비중 이 도입 전에 비하여 증가하였다. 

매장에 따른 유의미한 영향력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가입기간

이 길수록 과일 구매비중이 증가하였다. 매장의 규모와 주변지역 소

득, 경쟁업체의 수는 과일 구매비중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무선효과 분석결과 개인과 매장의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여

전히 매장별 과일류 구매비중 변화량의 차이가 존재한다(p<0.01). 

모형1의 ICC 값은 0.93%이었지만 무선효과가 p=.01 수준에서 유의

하였으며 신뢰도는 0.896으로 양호하였다. 모형2 분석결과는 개인수

준 분산의 18.6%(R1
2), 매장수준 분산의 52.1%(R2

2)를 설명하였다. 모

형2의 편차량은 28164.0로 모형1의 30125.0에 비하여 감소하여 적합

도가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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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효과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p-value

절편, 
절편() -0.0136  0.0247 -0.552 0.611
매장규모 -0.0012 0.0040 -0.294 0.783

상권소득수준 0.0013 0.0009 1.376 0.241
친환경매장수 0.0430 0.0216 1.986 0.118
대형마트수 -0.0582 0.0298 -1.954 0.122
슈퍼마켓수 -0.0040 0.0022 -1.824 0.142

연령, 
절편() 0.0068  0.0099 0.689 0.491
매장규모 -0.0003 0.0014 -0.209 0.834

상권소득수준 0.0011 0.0004 2.69 0.007**
친환경매장수 -0.0002 0.0089 -0.02 0.984
대형마트수 -0.0171 0.0125 -1.361 0.173
슈퍼마켓수 -0.0002 0.0009 -0.191 0.849

가입기간, 
절편() 0.0411  0.0105 3.924 <0.001**
매장규모 -0.0017 0.0015 -1.139 0.255

상권소득수준 -0.0002 0.0005 -0.427 0.669
친환경매장수 -0.0042 0.0088 -0.477 0.634
대형마트수 0.0036 0.0125 0.288 0.773
슈퍼마켓수 0.0000 0.0009 -0.048 0.962

T1시점 과일류 구매비중, 
절편() -0.4431  0.0095 -46.844 <0.001**
매장규모 0.0019 0.0014 1.352 0.176

상권소득수준 -0.0003 0.0004 -0.841 0.4
친환경매장수 0.0185 0.0081 2.274 0.023**
대형마트수 -0.0225 0.0117 -1.934 0.053*
슈퍼마켓수 -0.0022 0.0008 -2.629 0.009**

신선육 구매액, 
절편() 0.1073  0.0100 10.747 <0.001**
매장규모 -0.0019 0.0014 -1.368 0.171

상권소득수준 0.0006 0.0004 1.433 0.152
친환경매장수 -0.0060 0.0081 -0.737 0.461
대형마트수 -0.0064 0.0118 -0.536 0.592
슈퍼마켓수 0.0010 0.0009 1.101 0.271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성분 χ2 p-value

u0 0.0724 0.0052 24.89052 <0.001**
γ 0.8977 0.8058 　 　

* ; p < 0.1, ** ; p < 0.05

<표 24> 과일류 위계선형모형별 분석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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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C
신뢰도

()
R1

2 R2
2 D

무선효과

p-value

모형1 0.0093 0.9932 0.93% 0.896 - - 30125.0 <0.001

모형2 0.0052 0.8058 - 0.858 18.6% 52.1% 28164.0 <0.001

<표 25> 과일류 모형별 무선효과 분석결과 비교

7) 해산물

신선육 이용액이 높아질수록 해산물의 구매비중이 T1시점에 비하

여 증가하였다(표 26). 매장에 따라 신선육 구매액이 해산물 구매비

중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에는 차이가 없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해

산물의 구매비중이 증가하였으며, 매장의 규모가 커질수록 연령에 

의한 영향력이 더 커졌다. 매장 특성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매장의 

규모가 커질수록 해산물의 구매비중이 증가하였다(p<0.1). 무선효과 

분석결과 개인과 매장의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여전히 매장별 해산

물 구매비중 변화량에는 차이가 존재하였다(p<0.01). 

<표 27>에서 모형1의 ICC 값은 0.55%로 낮은 수준이지만 무선효과

가 p=.0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신뢰도는 0.838으로 양호하였다. 모

형2 분석결과는 개인수준 분산의 17.3%(R1
2), 매장수준 분산의 

65.3%(R2
2)를 설명하였으며, 편차량은 28323.4로 모형1의 30126.5에 

비하여 개선되었다.



- 57 -

고정효과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p-value

절편, 
절편() -0.0027  0.0217 -0.123 0.908
매장규모 0.0075 0.0035 2.151 0.098

상권소득수준 -0.0008 0.0008 -1.013 0.368
친환경매장수 0.0226 0.0190 1.191 0.3
대형마트수 0.0079 0.0261 0.302 0.778
슈퍼마켓수 -0.0034 0.0019 -1.799 0.146

연령, 
절편() 0.0253  0.0100 2.539 0.011**
매장규모 0.0024 0.0014 1.657 0.098*

상권소득수준 0.0003 0.0004 0.853 0.393
친환경매장수 0.0049 0.0090 0.544 0.587
대형마트수 -0.0134 0.0126 -1.066 0.287
슈퍼마켓수 -0.0002 0.0009 -0.277 0.782

가입기간, 
절편() 0.0044  0.0105 0.416 0.678
매장규모 -0.0006 0.0015 -0.414 0.679

상권소득수준 -0.0003 0.0005 -0.613 0.54
친환경매장수 0.0015 0.0089 0.171 0.864
대형마트수 -0.0072 0.0126 -0.573 0.567
슈퍼마켓수 -0.0004 0.0009 -0.397 0.691

T1시점 해산물 구매비중, 
절편() -0.4110  0.0091 -45.404 <0.001**
매장규모 0.0005 0.0015 0.309 0.757

상권소득수준 -0.0024 0.0004 -6.786 <0.001**
친환경매장수 -0.0098 0.0082 -1.198 0.231
대형마트수 0.0218 0.0113 1.923 0.055*
슈퍼마켓수 -0.0005 0.0008 -0.568 0.57

신선육 구매액, 
절편() 0.0229  0.0099 2.314 0.021**
매장규모 0.0008 0.0014 0.62 0.536

상권소득수준 0.0003 0.0004 0.667 0.505
친환경매장수 0.0046 0.0081 0.571 0.568
대형마트수 -0.0035 0.0118 -0.3 0.764
슈퍼마켓수 0.0002 0.0009 0.25 0.803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성분 χ2 p-value

u0 0.0617 0.0038 25.56426 <0.001**
γ 0.9045 0.8181 　 　

* ; p < 0.1, ** ; p < 0.05

<표 26> 해산물 위계선형모형별 분석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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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C
신뢰도

()
R1

2 R2
2 D

무선효과

p-value

모형1 0.0055 0.9937 0.55% 0.838 - - 30126.5 <0.001

모형2 0.0038 0.8181 - 0.813 17.3% 65.3% 28323.4 <0.001

<표 27> 해산물 모형별 무선효과 분석결과 비교

8) 채소류

마지막으로 <표 28>은 신선육 코너 도입에 따른 채소류 구매비중

의 영향을 보여준다. 신선육 이용액이 높아질수록 채소류의 구매비

중이 T1시점에 비하여 증가하였다. 단, 지역의 소득수준이 높은 매

장일수록 증가의 폭이 감소하였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채소류의 구

매비중이 증가하였는데, 경쟁 대형마트의 수, 슈퍼마켓의 수는 연령

에 의한 효과를 감소시켰다. 매장 특성의 영향으로는 매장의 규모가 

작을수록, 주변지역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채소 구매비중이 증가하

였다. 또한, 1km 내의 대형마트 수가 적을수록 채소의 구매비중이 

증가하였다. 무선효과 분석결과 개인과 매장의 특성을 통제한 후에

도 여전히 매장별 채소류 구매비중 변화량에는 차이가 존재하였다

(p<0.01).

모형1의 ICC 값은 1.15%로 낮은 수준이지만 무선효과가 p=.01 수준

에서 유의하였으며 신뢰도는 0.914로 양호하였다. 모형2 분석결과는 

개인수준 분산의 17.4%(R1
2), 매장수준 분산의 80.1%(R2

2)를 설명하였

으며, 편차량은 28314.9로 모형1의 30090.7에 비하여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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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효과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p-value

절편, 
절편() -0.0003  0.0175 -0.019 0.986
매장규모 -0.0102 0.0028 -3.651 0.022**

상권소득수준 0.0016 0.0007 2.306 0.082*
친환경매장수 -0.0030 0.0154 -0.194 0.856
대형마트수 -0.0480 0.0211 -2.271 0.086*
슈퍼마켓수 -0.0012 0.0015 -0.789 0.474

연령, 
절편() 0.0644  0.0101 6.398 <0.001**
매장규모 -0.0017 0.0015 -1.173 0.241

상권소득수준 0.0001 0.0004 0.206 0.837
친환경매장수 -0.0011 0.0090 -0.119 0.906
대형마트수 -0.0283 0.0127 -2.228 0.026**
슈퍼마켓수 -0.0017 0.0009 -1.887 0.059*

가입기간, 
절편() 0.0156  0.0105 1.485 0.138
매장규모 0.0011 0.0015 0.72 0.472

상권소득수준 -0.0002 0.0005 -0.448 0.654
친환경매장수 0.0088 0.0089 0.998 0.318
대형마트수 0.0146 0.0126 1.16 0.246
슈퍼마켓수 0.0001 0.0009 0.078 0.938

T1시점 채소류 구매비중, 
절편() -0.4202  0.0095 -44.045 <0.001**
매장규모 -0.0027 0.0014 -1.89 0.059*

상권소득수준 0.0010 0.0004 2.622 0.009**
친환경매장수 0.0031 0.0082 0.374 0.708
대형마트수 -0.0346 0.0119 -2.899 0.004**
슈퍼마켓수 0.0006 0.0008 0.772 0.44

신선육 구매액, 
절편() 0.0651  0.0099 6.576 <0.001**
매장규모 0.0022 0.0014 1.61 0.108

상권소득수준 -0.0012 0.0004 -2.879 0.004**
친환경매장수 -0.0012 0.0080 -0.151 0.88
대형마트수 0.0091 0.0117 0.776 0.438
슈퍼마켓수 -0.0014 0.0009 -1.627 0.104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성분 χ2 p-value

u0 0.0467 0.0022 16.02043 0.003**
γ 0.9042 0.8176 　 　

* ; p < 0.1, ** ; p < 0.05

<표 28> 채소류 위계선형모형별 분석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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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C
신뢰도

()
R1

2 R2
2 D

무선효과

p-value

모형1 0.0115 0.9898 1.15% 0.914 - -　 30090.7 <0.001

모형2 0.0022 0.8176 - 0.717 17.4% 80.1% 28314.9 <0.001

<표 29> 채소류 모형별 무선효과 분석결과 비교

4. 소결

새로운 제품구색의 도입은 동일 제품군뿐만 아니라 타 제품군의 

구매에도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신선육 코너의 도입에 따른 

제품군별 구매 비중의 영향을 각각의 독립된 위계선형모형을 통하

여 확인하였다. 제품군별 영향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

여 분석결과를 <표 2 4>에 요약하였다.

신선육 이용액이 증가할 경우 가공식품, 간편식/반찬, 건강식품 제

품군의 구매비중은 신선육 코너 도입 전에 비하여 감소하였다. 반대

로 과일류, 해산물, 채소류 구매비중은 도입 전에 비하여 증가하였

다. 다음으로 신선육 이용액의 회귀계수 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매장의 규모는 신선육 이용액의 회귀계수 값 크기에 별

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상권의 소득수준은 가공식품, 곡류, 채

소 식품군에서 영향을 주었지만 그 영향력이 0.001로 매우 낮았다. 

경쟁업체의 수는 건강식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군 경우에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신선육 이용액이 증가할수록 건강식품 구매비

중은 감소하였는데, 경쟁대형마트의 수가 많은 매장일수록 그 감소

폭이 더 커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에 일부 제품군에서는 통제변수로 사용되었던 연령과 가입기

간의 구매비중 변화에 대한 영향도 유의한 수준에서 확인되었다. 연

령이 높을수록 가공식품, 과일, 해산물, 채소의 구매비중은 신선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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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간식

/음료

간편식

/반찬
건강식품 곡류 과일 해산물 채소

고정

효과

개인

변수

연령 0.078** -0.101** -0.060** -0.034** 0.016 0.007** 0.025** 0.064**

가입기간 -0.026** -0.035** 0.009 0.010 -0.004 0.041** 0.004** 0.016

신선육 이용액 -0.079** -0.016 -0.026** -0.023** -0.014 0.107** 0.023** 0.065**

매장변수

와의

상호작용

규모 0.000 -0.002 0.000 0.000 0.001 -0.002 0.001 0.002

소득 0.001* 0.000 0.000 0.000 -0.001** 0.001 0.000 -0.001**

친환경

매장수
-0.001 -0.002 -0.006 0.009 -0.001 -0.006 0.005 -0.001

대형마트수 -0.008 0.014 0.014 -0.022* 0.009 -0.006 -0.004 0.009

슈퍼마켓수 0.000 0.001 0.001 0.000 -0.001 0.001 0.000 -0.001

매장

변수

규모 -0.002 0.005 0.002 0.001 -0.002 -0.001 0.007* -0.010**

소득 -0.001 -0.001 0.001 -0.001 0.000 0.001 -0.001 0.002**

친환경매장수 -0.030** -0.015 0.018 -0.003 -0.016 0.043 0.023 -0.003

대형마트수 0.029* 0.076* -0.054* 0.014 0.001 -0.058 0.008 -0.048**

슈퍼마켓 수 0.002* 0.002 -0.001 0.003 -0.001 -0.004 -0.003 -0.001

무선효과(p-value) 0.228 <0.05 <0.05 <0.05 <0.05 <0.05 <0.05 <0.05

ICC 0.24% 1.09% 0.27% 0.43% 0.14% 0.93% 0.55% 1.15%

<표 30> 신선육 이용액이 제품군별 구매비중 변화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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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 도입 전에 비하여 증가하였고, 간식/음료, 간편식/반찬, 건강식

품의 구매비중은 감소하였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과일, 해산물의 구

매비중이 증가하였으며, 가공식품, 간식/음료 구매비중은 감소하였

다.

구매비중 변화에 대한 개인수준 특성의 영향을 종합하면 신선육 

코너 이용액이 증가할 경우, 연령이 높아질 경우, 가입기간이 길어

질 경우 공통적으로 신선식품의 소비 비중이 과거에 비하여 증가하

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매장에 따른 제품군별 구매비중 변화폭에도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

였다. 매장의 규모가 클수록 해산물 구매비중은 신선육 도입 전에 

비하여 증가했으며, 채소구매비중은 감소하였다. 반대로 상권의 소

득은 채소구매비중의 변화에 양(+)의 영향을 미쳤다. 경쟁 친환경매

장의 수는 가공식품 구매비중에 음(-)의 영향을 미쳤으며, 경쟁 대형

마트의 수는 가공식품, 간식/음료 구매비중에는 양의 영향을 간편식, 

채소 구매비중에는 음의 영향을 미쳤다. 경쟁 슈퍼마켓의 수 역시 

가공식품 구매비중을 과거에 비해 증가시켰다.

이는 제품군별 경쟁우위의 변화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으나, 매장 샘플의 수가 10개로 적어 일반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매장의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ICC가 대부분 1% 미만으로 매장수준

의 구매비중 변화량 편차가 개인수준의 편차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는 매장수준 변수의 영향보다는 개인수준 변수의 영향

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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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V 장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제품구색 증가에 따른 구매 변화의 제품군간 영

향을 소비자, 매장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의 10개 매장을 대상으로 신선육 코너 

도입 전후의 소비자의 구매기록을 분석하였다.

첫 번째 연구 목표인 소비자의 과거 구매특성과 신규제품구색 구

매와의 관계를 분석을 위하여 신선육 코너 도입 전 1년 동안의 총 

구매금액, 제품군별 구매비중과 신선육 구매금액과의 관계를 확인하

였다. 그 결과 소비자의 신규 구색 도입 전 전체 구매액이 높을수

록, 간식/음료, 과일류, 해산물, 축산물 제품군의 구매비중이 높을수

록 신선육코너 이용액이 증가하였으며, 연령이 많을수록 신선육코너 

이용액이 낮아졌다. 이는 소비자의 과거 제품군별 구매비중에 따라 

신규 제품구색에 대한 반응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위계선형

모형을 통하여 매장과 상권의 특성에 따른 차이 또한 확인할 수 있

었다. 매장의 규모가 클수록, 1km 내 슈퍼마켓/대형마트의 수가 적

을수록 신선육 이용액이 커짐이 확인되었다. 전체구매액, 축산물 구

매비중이 신선육 이용액에 미치는 영향력도 경쟁 매장이 적을수록, 

매장의 규모가 클수록 강해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제품 구색의 변

화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이 소비자의 특성 뿐만 아니라, 매장의 특

성과 경쟁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신규 구색인 신선육 구입의 증가가 다른 제품군 구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신선육의 구입액이 증가할 경우 

가공식품, 간편식/반찬, 건강식품 제품군의 구매비중은 신선육 코너 

도입 전에 비하여 감소하였으나, 과일, 해산물, 채소 구매비중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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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육 코너 도입 전에 비하여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즉, 특정 제품

군에 대한 가격변화, 프로모션이 대체 또는 보완관계에 있는 제품군

의 구매에 영향을 줄 수 있듯이, 제품구색의 변화 또한 유사한 영향

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장과 상권의 특성 또한 일부 제

품군의 구매비중 변화폭에 영향을 미쳤으나 그로 인한 편차가 개인

수준 특성으로 인한 편차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제품 구색의 확장 이후에 새로운 제품에 대한 구입, 

제품군별 구매비중 변화에 대해 소비자와 매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품 구색 변화에 따른 구매액의 변화에 소비자의 과거 구매 

특성을 고려한 첫 번째 연구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소비자 차

원에서의 구매액 변화보다는 제품군 또는 매장 전체의 판매액 변화

를 분석하였으며, 판매액 변화에 조절역할을 하는 요인으로 제품군 

또는 개별 아이템의 특성을 고려하는 데에 그쳤다. 하지만 본 연구

에서는 소비자의 개인적인 구매특성이 새로운 제품구색 구매액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구색 변화에 대한 매장의 성

과가 매장을 구성하는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밝

혔다.

둘째, 제품구색 변화에 따른 성과 분석에 기존의 연구들에서 통제

하지 못하였던 매장과 상권의 특성을 반영하였다. 이를 통하여 매장

의 규모와 경쟁수준이 구색 변화에 대한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매장의 규모가 커질수록, 경쟁매장

의 수가 적을수록 소비자의 새로운 제품구색 구매액이 커졌다.

셋째, 기존의 연구에서는 제품구색 변화에 따른 동일 제품군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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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액 변화만을 알 수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제품구색의 변화에 

따른 타 제품군의 구매비중 변화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

다. 이를 통하여 신규 구색 제품과 대체, 보완관계를 가지는 제품군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격 또는 프로모션은 대체 또는 보완관계에 

있는 제품군의 판매에 영향을 줄 수 있다(Bucklin, Russell, & 

Srinivasan 1998; Russell & Petersen 2000; Shocker et al, 2004, 

Manchanda et al., 1999; Chib et al., 2002, Hruschka, 2016). 이와 같

이 제품구색의 변화 역시 다른 제품군의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넷째, 위계선형모형의 응용 분야를 소비자 행동 연구로 확장하였

다. 위계선형모형은 1986년을 기점으로 초반에는 학생이 학교에 내

재된(nested) 자료 특성을 가지는 교육 분야의 연구에서 활발하게 

수행되었다. 그 후, 모형의 장점이 널리 알려짐에 따라 1990년대 후

반 이후에는 사회과학 전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강상

진, 2016). 국내에서도 교육 연구, 주택가격 관련 연구, 의학 연구, 

조직연구,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계선형모형이 활용되었

다. 하지만 해외에 비하여 소비자행동 또는 마케팅 분야 연구에서의 

활용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이 특정 매장과 

위계적 관계를 가진다는 점을 활용하여 위계선형모형을 활용하였으

며, 이를 통하여 향후 여러 지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 행

동 또는 소매업분야 연구에 있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토대

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매장의 실제 소비자 구매데이터를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다양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소비자의 식품 소비처 선택에 있

어서 제품 구색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구색 

변화를 통한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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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본 연구는 친환경 식품매장에서의 신선육 코너 도입 사례를 

통하여 이를 검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친환경 소매업체 담당자 뿐

만아니라 일반 소매업체 종사자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남긴다.

첫째, 새로운 제품구색인 신선육의 이용액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수준의 요인으로 도입 전의 총 구매액, 동일 제품군인 축산물 구매

비중의 영향력이 가장 컸다. 이와 함께 간식/음료, 과일류, 해산물 

구매비중이 높던 소비자의 신선육 코너 구매금액 또한 높아졌다.  

이는 신규 구색의 도입의 효과 예측에 있어서 단순히 동일 제품군

의 주 소비고객만을 고려하기보다는 다른 제품군 소비자의 이용 역

시 고려해야함을 암시한다. 친환경 소매업체에서는 향후 신선육 도

입 매장의 우선순위 결정 또는 도입 효과 예측에 있어서 이러한 요

소들을 함께 고려해야할 것이다. 혁신적인 제품구색의 변화는 소비

자의 상품별 구매처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변화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해, 해당 제품군의 경쟁 우위가 창출됨으로써 타 매장에서 그 품

목을 구입하던 소비자들이 구매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소비자가 쇼핑시에 목표로 하는 제품군(destination category)을 

가지며 그에 따라 구매처를 다르게 선택하며, 따라서 매장의 제품군

별 포지셔닝(category positioning)이 가구의 구매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Briesch et al.(2013)의 연구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제품구색의 증가는 다른 품목군의 구매 비중에도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신선육 코너의 도입이 신선식품인 과일, 해산물, 채소 

구매비중을 높였다는 점은 상호간에 보완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조리가 필요한 육류를 구입은 함께 식재료로 사용될 

수 있는 신선식품류의 구입 비중을 높였다고 할 수 있으며, 그에 따

라 조리가 필요 없는 간식, 간편식의 구입 비중은 줄어들었다. 이와 

같이 단독으로 소비되는 식품보다는 타 품목과의 시너지를 발생시

킬 수 있는 품목의 도입이 매장의 성과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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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반대로 새로운 제품으로 인하여 판매가 감소하는 품목

이 더 높은 이익률을 가진 경우에는 오히려 매장의 전체적인 성과

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제품군간의 

보완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프로모션 역시 새로운 구색 도입의 

성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전략이 될 것이다. 특정 요리에 대한 재료

들을 번들로 묶어 판매하거나, 같은 공간에 진열하는 방식을 예로 

들 수 있다.

셋째, 제품구색의 증가가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접근 방식이지만, 반대로 구색 감소가 판매를 증가시

킨다는 연구도 있다. 따라서 특정 제품 구색의 도입 이전에 일부 매

장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를 통하여 구색의 도입이 매장의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소비자가 제품 구색의 변화에 반

응하는지 새로운 제품의 구입이 다른 제품군의 구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특성과 배후 상권을 가진 매장에서 좋은 성과가 나

타나는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면 이에 따라 매장 각각에 대한 

최적의 제품구색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분석 대상 매장의 수가 10개로 매우 적어, 매장 수준 변수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화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2수준 

집단의 수가 적을 경우 무선효과 분산의 표준오차가 낮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으나, 회귀계수에는 편의가 생기지 않는다(Maas & Hox, 

2004). 또한, Nezlek(2008)은 집단의 수가 10개 이하일지라도 결과를 

일반화할 수는 있지만 검정력(power)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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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즉 통계적으로 보다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충분한 

매장의 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Kreft(1996)는 위계선형모형

에서 집단별 샘플의 수와 집단의 개수가 각각 30개 이상이어야 한

다는 30-30규칙을 권장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좀 더 많은 매장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구색 변화에 대한 분석을 축산물 한 가지 품목군에 대해서만 

수행할 수 있었다. 다른 품목군의 경우 구색의 변화가 점진적으로 

일어나 분석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는 운영 중인 매장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약이다. 여러 제품군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위해서는 소매업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매장의 제품 구

색을 연구 목적에 맞게 적극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동일한 조직의 친환경식품 매장 10곳에 대한 분석으로, 매장

의 특성, 소비자 특성의 이질성이 일반적인 식품 매장에 비하여 낮

을 수 있다. 이는 보다 뚜렷한 결과를 보여주는 데에 한계를 가진

다. 좀 더 다양한 소비자 계층과 매장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일

반적인 식품을 취급하는 대형마트, 슈퍼마켓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보다 폭넓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매장에서 통상적으로 수집이 가능한 구매데이터를 

사용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 하지만 소비자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식품 소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소는 소비자의 연령, 소득수준, 직업, 가족주기 등의 인구통

계학적 특성은 물론 식품에 대한 개인적인 취향, 라이프스타일 등 

매우 복합적이다. 향후 이러한 소비자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다면 

구색 변화에 따른 소비자의 행동 변화를 좀 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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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act of assortment expansion on consumer 

purchase : the case of fresh meat introduction in 

consumers’ cooperative stores

Younggeul Yoo

Dept. of Agricultural Economics and Rural Development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duct assortment is a significant factor in consumers' grocery 

store choice. Large assortments can provide consumer more 

suitable option matching their preference and make them save 

time and effort in shopping by enabling one-stop shopping. Thus 

there are many studies about analyzing impact of assortment 

change on sales. However, most previous studies only measured 

the impact of assortment expansion/reduction on sales of same 

category and didn't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consumers and 

store, which can affect store sal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cross-category effect of assortment expansion with 

regard to consumer and store characteristics. First,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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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ined the influence of consumers' previous purchase pattern 

and store characteristics on purchase amount of new products. 

Moreover, we analysed how assortment expansion affect purchase 

proportion of other product categories. Consumer's purchase data 

was collected from 10 stores of Hansalim, the leading food 

cooperative in Korea.  Research period was one year before and 

after their fresh meat product introduction. Hierarchical linear 

model(HLM) was used for analysis since it can incorporate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s and the stores to model properly. 

Purchase proportion of each product categories, total purchase 

amount, age, and duration of membership were used for 

explanatory variables that reflect individual level characteristics. 

Store size, number of competitors were used for store level 

variables. 

The findings from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purchase of fresh 

meat increased as total purchase amount and purchase proportion 

of livestock, snack/beverage, fruit and seafood categories before 

fresh meat introduction increase. Second, increase of fresh meat 

purchase make purchase proportion of processed food, convenience 

food, and health functional food lower, but make that of fruit, 

seafood, and vegetable categories higher. Third, the response 

toward assortment expansion was varied according to store 

characteristics and competition environments. As store size increase 

and the number of competitors decrease, the purchase of fresh 

meat increased. Moreover, it affect the coefficient of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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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chase amount and purchase proportion of livestock on fresh 

meat purchase. These results show that cross-category interaction, 

as well as the influence of same product category, have to be 

considered when retail store expand their product assortment.

----------------------------------

Keywords : product assortment, consumer purchase, retail, 

cooperative, organic grocery, meat consumption, product category, 

hierarchical linea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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