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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점포 수명 주기(Retail Life Cycle) 이론에 따르면 패션 제품과 

마찬가지로 유통 기관에도 수명 주기가 존재한다. 국내 의류 시장에서는 

백화점 이외에 홈쇼핑, 대형 쇼핑몰, 아울렛, 인터넷 쇼핑몰 등 다양한 유통 

업태들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여러 유형의 점포를 

동시에 비교하고 선택한다. 그 중에서도 백화점은 장기간 경기 침체로 인해 

매출 및 성장세가 악화되고 있으며 이는 패션 제품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관계 마케팅의 선상에서 패션 제품 소비자가 

백화점과의 관계에서 이탈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패션 제품 소비자들이 백화점에서 다른 유통 채널로 

전환하려는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백화점의 점포 속성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이 전환의도와 멀티채널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패션 제품 소비자와 백화점의 

관계에서 형성된 몰입의 매개 역할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다양한 유통 

채널을 함께 이용하는 소비자의 멀티채널 쇼핑(multichannel-shopping) 

행태를 고려하여 멀티채널 이용의도를 측정하고 유통경로를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였다. 또한 백화점 업태 내 이동이 아닌 

다른 유통 채널로 전환하려는 의도를 조사하였다. 

온라인을 통한 설문조사 연구방법을 사용하였고 7 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백화점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패션 제품 소비자를 조사하기 

위하여 30-60 대의 여성 300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10-20 대 여성의 

경우 자신의 소득으로 백화점에서 패션 제품을 구매한 기간이 오래되지 

않아 백화점과의 관계가 부족하므로 제외되었다. 설문을 시작할 때 최근 

6 개월 이내에 패션 제품을 구매한 소매점 유형을 모두 선택하도록 하여 

백화점을 이용하지 않은 응답자를 제외시켰다. 패션 제품을 구매할 때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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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는 백화점과 이용 경험을 상기시킨 후, 판매원, 제품, 시설 및 장소, 

가격 및 프로모션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동일한 백화점 점포 속성에 대하여 

임의로 150 명에게는 만족에 관한 문항을 주고 나머지 150 명에게는 

불만족에 관한 문항을 주었다. 그 다음 해당 백화점에 대해 감정적 몰입과 

계산적 몰입을 측정하였다. 해당 백화점의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다른 

패션 소매점들을 상기시킨 후에 백화점에서 다른 패션소매점으로 

전환하려는 의도와 여러 채널을 함께 이용하려는 멀티채널 이용의도를 

측정하였다. 

수거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SPSS 18.0 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요인분석,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AMOS 18.0 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방정식 모형분석과 다중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만족을 측정한 집단에서 백화점 점포 속성에 대한 만족은 계산적 

몰입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감정적 몰입에는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계산적 몰입은 전환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감정적 몰입은 멀티채널 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만족은 감정적 몰입과 계산적 몰입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쳤다. 

또한 계산적으로 몰입하게 되면 전환하려는 의도로 이어지지만 감정적으로 

몰입하게 되면 멀티채널 이용의도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불만족을 측정한 집단에서 백화점 점포 속성에 대한 불만족은 

계산적 몰입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감정적 몰입에는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계산적 몰입은 전환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감정적 몰입은 아무 의도에도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불만족 역시 계산적 몰입과 감정적 몰입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쳤으며, 

계산적으로 몰입하게 되면 전환하려는 의도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만족과 불만족을 측정한 집단 모두 계산적으로 어쩔 수 없이 몰입하게 

되면 다른 채널로 전환하려는 의도로 이어졌다. 만족을 측정한 집단에서는 

백화점에 애정을 가지고 몰입하게 되면 여러 유통 채널을 함께 이용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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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로 이어졌다. 만족을 측정한 집단과 불만족을 측정한 집단에서 모두 

계산적 몰입과 감정적 몰입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 모형에서 만족을 측정한 집단과 불만족을 측정한 집단의 

결과는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제안할 수 있다. 감정적 몰

입과 계산적 몰입은 서로 다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백화점의 입장에서 소비

자와의 관계를 구축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어쩔 수 없이 계산적으

로 몰입하고 있는 소비자는 다른 유통 채널로 전환하려는 생각을 염두에 두

고 있지만, 감정적으로 애정을 가지고 몰입하게 된 소비자는 다른 채널과 

함께 이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고객이 계산적으로 몰입하지 않고 감

정적으로 몰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백화점에서 전환하려는 의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러 유통 채널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소비자

들이 여러 채널을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행동을 이해하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주요어 : 전환의도, 멀티채널 이용의도, 계산적 몰입, 감정적 몰입, 만족, 백

화점 

학  번 : 2011-2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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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점포 수명 주기(Retail Life Cycle) 이론에 따르면 패션 제품과 

마찬가지로 유통 기관에도 수명 주기가 존재한다. 유통 점포도 초기 성장기, 

발전기, 성숙기, 쇠퇴기를 거치는 것으로 설명되며 유통 업계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그 주기가 단축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백화점은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 쇠퇴기에 접어 들었다고 분석되었으며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그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적 요인으로 첫째, 유통채널의 증가를 

들 수 있다. 국내 의류 시장에서 백화점과 대리점 이외에도 홈쇼핑, 대형 

쇼핑몰, 아울렛, 인터넷 쇼핑몰, SPA 매장과 같은 유통 업태들이 등장하여 

유통채널이 다각화되었다(신정혜, 박재옥, 권영아, 2006). 2000 년대 

이전까지 재래시장, 백화점, 대리점으로 진화하는 유통구조의 변화를 

겪었다면 2000 년대 이후로는 온라인 쇼핑몰과 TV 홈쇼핑 등 2 세대 

유통채널이 소비자에게 차별적인 가치를 제공하면서 성장하였다(패션채널, 

2010 년 4 월호). 최근 들어서는 대형 쇼핑몰, 대형마트 등 업태가 

다변화되고 M-commerce, T-commerce 등의 새로운 유통채널이 

등장하고 있다(신세계 유통산업연구소, 2011). 타임스퀘어, 디큐브시티에 

이어 들어선 여의도 IFC 몰과 같은 대형 쇼핑몰에서는 백화점에서 얻을 수 

없는 다양한 경험과 복합 문화 공간을 제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단독 대형 매장에서 다양한 제품을 빠른 주기로 선보이는 글로벌 및 국내 

SPA 브랜드의 성장세도 강력하며, 소셜 커머스와 모바일 쇼핑과 같은 

새로운 채널은 많은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주목 받고 있다. 이런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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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소비자들은 여러 유형의 점포를 동시에 비교하고 선택하는 경향이 

커졌다. 이를 설명하는 멀티채널 쇼핑(Multi-channel shopping)은 

소비자가 다양한 소매 타입을 이용하여 다양한 상품을 구매하는 행동으로 

정의되었으며 (이은하, 김숙현, 최종명, 2012)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경기 침체 역시 국내 백화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 경제는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국내 경제 

전반에도 어두운 전망을 드리우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2012 년 상반기 

내내 백화점의 실적 악화 및 매출 부진이 지속적으로 보도되었다.1 하반기 

패션 제품의 판매율 소폭 상승 역시 최장기간 할인 행사와 다른 유통 채널 

연계 전략 등으로 이루어진 결과였다. 패션 제품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백화점이 가지는 매력도 및 경쟁력이 줄어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과 인터넷 쇼핑몰 및 아울렛이 무기로 삼는 저렴한 가격대는 

기존 패션 제품 소비자들이 백화점에서 다른 채널로 전환하도록 유인하는 

강력한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다. 소셜 커머스와 모바일 쇼핑 어플과 같이 

새롭게 등장한 매체들 역시 높은 할인율과 다양한 판매 방식으로 소비자의 

주목을 끌고 구매를 유도하는 등 백화점이 경쟁해야 하는 채널들이 

증가하고 있다. 위와 같은 요인들은 패션 제품 소비자들이 기존에 백화점과 

맺고 있던 관계에 단기적 및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관계 마케팅의 선상에서 패션 제품 소비자가 백화점과의 관계에서 이탈하는 

과정과 그에 관련된 변인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기업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갈수록 고객 이탈을 

방지하는 데에 투자하고 있다. 특히 유통업에서 고객이탈을 5% 감소시키면 

45%의 수익증가를 가져오며,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는 것보다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Reicheld and Sasser, 

1990). 기존 고객의 상실은 일시적인 측면에서 당장의 이익을 놓치고 신규 

                                            
1
 아주경제 (2012.7.30) '백화점의 쇠락' 20년전 일본 따라가나? 매출 답보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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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얻기 위한 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Fornell and Wernerfelt, 1987) 

장기적으로는 시장에서의 위치와 고객의 인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치열한 경쟁을 극복하고 기업의 발전 및 내실 강화를 위해서는 고객 이탈 

관리가 중요하다(Keaveney, 1995; Sweeney and Swait, 2008). 본 

연구에서는 기업들이 고객이탈 행동과 관련된 요인들을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지금까지 주로 이, 미용 

서비스와 은행, 병원, 통신업체 등 서비스 업계에서 관계마케팅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으며 유통 및 리테일 분야에서 관련 연구가 부족하다(한경열, 

전원재, 박주영, 2009). 국내 유통업계에서 오랜 기간 패션 제품 

소비자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현재 여러 위기 요소를 직면하고 

있는 백화점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전에 백화점 전환행동과 관련된 국내 연구들과 달리 

백화점 업태 내에서 한정하지 않고 다른 유통 채널로의 전환까지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새로운 업태들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백화점의 경쟁자는 다른 브랜드 백화점뿐만이 아니라 다른 소매점이기 

때문이다. 또한 패션 제품 소비자가 여러 유통 채널을 함께 이용하는 

상황을 반영하여 멀티채널 이용행동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영리한 

소비자들은 다양한 채널이 가지는 장점을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하나의 유통 채널에 머무르지 않는다. 따라서 전환의도와 더불어 

여러 채널을 함께 이용하려는 의도를 이해하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다. 

관계마케팅에서 전환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감정적 몰입과 

계산적 몰입을 매개변수로 사용하였다. 또한 선행변수로 만족이 많이 

연구되었지만 전환행동과 같은 비충성적 행동을 이해하는 데에 불만족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만족을 측정한 집단과 불만족을 측정한 집단을 

비교하여 전환행동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 고객을 

관리하는 데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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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패션 제품 소비자들이 백화점에서 다른 채널로 전환하려는 

의도와 여러 채널을 복합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소비자들이 백화점의 점포 속성을 평가하여 만족과 

불만족이 형성되고 몰입 및 전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이해하려고 

한다. 감정적 몰입과 계산적 몰입이 전환의도와 멀티채널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여 고객과 적절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 고찰 및 소비자 설문 조사를 통해 소비자들이 패션 

제품을 구매할 때 이용하던 유통 채널을 변경하거나 함께 이용하는 과정을 

이해하려고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백화점의 판매원, 제품, 시설 및 장소, 가격 및 프로모션과 같은 

점포 속성이 백화점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을 구성하는 요소가 되는지 

알아본다. 

둘째, 백화점 점포 속성에서 비롯된 만족과 불만족이 소비자와 

백화점의 관계에서 감정적 혹은 계산적으로 몰입하는 데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려고 한다.  

    셋째, 패션 제품 소비자와 백화점 사이에 형성된 감정적인 몰입과 

계산적인 몰입이 다른 유통 채널로 전환하려는 의도와 여러 채널을 함께 

이용하려는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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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점포 속성 

 

   본 절에서는 소비자가 점포를 인식하는 속성이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

어 있는지 알아보고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여 점포 속성이 소비자에게 미치

는 영향력을 이해하려고 한다. 또한 소매 점포 및 백화점에 관한 연구들을 

고찰하여 본 연구에 적합하게 백화점을 구성하는 점포 속성들을 재구성하려

고 한다.   

 

 

1. 점포 속성의 개념 

 

점포속성이란 소비자가 점포를 선택하거나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여러 

가지 특성이라고 정의되며 점포선택기준의 의미로도 사용된다(Shim et al., 

1992). 점포속성은 소비자의 점포선택 행동과 구매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

다(Hutcheson and Moutinho, 1998). Kaltcheva and Barton(2006)의 연

구에서 점포의 환경적인 특성들이 소비자를 환기시키고 결과적으로 쇼핑행

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점포 속성에 대한 평가기준과 지각된 점

포이미지를 비교하여 일치되는 정도가 높을수록 특정 점포를 선택할 확률과 

점포충성도가 높아진다(Engel, Blackwell and Minaird,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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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점포 속성 구성요인 

 

소매점 속성은 상품 차원과 서비스 차원 등 다양한 차원을 포함하는 평

가기준이라고 정의된다(Peter and Olson, 1987). 점포 속성을 구성하는 요

인으로 상품의 가격과 품질, 구색, 디자인, 판매원, 점포위치의 편리성, 서비

스, 판매촉진, 분위기, 기타 편리성 요소가 제시되었다 (Engel et al., 1995). 

Lindquist(1974)에 따르면 점포 속성은 상품, 서비스, 고객층, 편리성, 촉

진, 점포분위기, 구조적 요인, 거래 후 만족의 8가지 이미지 차원으로 구성

된다. Hansen and Deutscher(1977-78)의 경우 9가지 차원(상품, 서비스, 

고객, 물리적 시설, 편리성, 촉진, 점포분위기, 기관 요인 및 거래 후 만족)

으로 제시하였다. Nevin and Houston(1980)은 점포 속성을 기능적 속성

(고객, 가격수준, 물리적 시설)과 감성적 속성(고객층이나 점포분위기)로 

구분하였다.   

국내 점포 속성에 관한 연구의 경우 임영균, 안광호, 김상용(2006)은 

소매점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선택하는 데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입

지 및 시간의 편리성, 점포 분위기, 상품구색, 가격, 정보 수집과 사회적 상

호작용, 점포 서비스를 제시하였다. 오세조, 박진용(2001)의 경우 장소 시

간상의 편의성, 분위기/ 환경, 상품, 가격, 정보와 상호작용, 서비스로 나누

었다. 박성용, 신지용(2000)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장소 시간상의 편리

성, 쇼핑환경과 점포분위기, 취급제품의 구색과 품질, 제품의 가치, 정보 획

득과 상호작용, 이용 고객의 유형에 따른 점포이미지, 광고와 판매촉진, 고

객 서비스의 8가지 차원으로 나누었다. 그 외에도 백화점과 관련된 연구에

서 점포 속성은 고객유인력, 서비스 및 편의성, 제품가격 및 구색, 할인정책

으로 구성되기도 하였다(신수연, 박재옥, 1999). 

의류 점포에 관하여 김관일(2001)은 의류점포 구성요인에 대한 소비자

의 지각을 연구하였으며 김윤희(2000)의 모형을 토대로 이론적 모형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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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의류점포 구성요인은 상품요인과 서비스요인으로 나

누었으며 상품 요인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품질, 구색, 가격, 유행성 및 디

자인, 다양성, 상표를 포함하였다(Kunkel and Berry 1968, Lindquist, 

1974; Hirchman, 1978; 이주은 등, 1990; 김윤희, 2000). 서비스 요인의 

경우 물적 서비스, 판매원 서비스, 정책적 서비스의 3가지 요인으로 구성하

였으며 정책적 서비스는 교환/환불 태도 및 정책 서비스, 판촉정책 서비스, 

편의정책, 서비스로 나뉘었다. 임경복(2001)의 연구에서는 점포속성에 대

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매장분위기, 서비스, 제품구색, 쇼핑편의성 및 

고객유인의 4가지 차원이 도출되었으며, 신정혜 등(2006)의 연구에서는 상

품특성, 서비스, 점포의 물리적 환경, 입지편의, 가격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김현주 등(2007)의 연구에서는 SPA 브랜드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점포 속

성 중요도를 분석하면서 점포환경요인, 서비스요인, 제품요인, 판매촉진요인, 

편리성 요인의 5가지로 구분하였다. 나운규 등(2010)의 연구에서는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패션점포속성을 분석하면서 입지편리성, 판매원서비스, 점포

환경, 판매촉진의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백화점 점포 속성에 관한 연구를 참고하되 패션 제품 소

비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서 맞추고자 한다. 의류 점포 속성과 관련된 강희

숙(2003), 신정혜(2006), 김현주 등(2007), 나운규 등(2010)의 연구를 

바탕으로 백화점 점포 속성을 판매원, 제품, 시설 및 장소, 가격 및 판매촉

진의 4가지 차원으로 이해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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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만족과 불만족 

 

1. 만족과 불만족의 개념 

 

Crosby et al. (1990)에 따르면 만족은 상대방과의 경험에 대한 평가에

서 비롯되는 감정적인 상태이며, 일정 기간 동안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

고 소비하는 것과 관련되는 모든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로 정의될 수 

있다(Anderson et al., 1994). 고객만족은 특정거래를 선택한 후 지각된 기

대와 지각된 성과를 비교한 평가적 판단으로 정의되기도 한다(Oliver, 

1994). 만족은 상호 구성원 간 관계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Smith 

and Barclay, 1997). 상호간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결정적

인 요소로서 협력적인 행동을 유도하고 관계 종결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

를 감소시킨다(Ganesan, 1994). 만족은 특정 경험들이 관계 전반에 걸쳐서 

축적되는 총체적인 결과로서 향후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만족과 고객충성도와의 직접적인 관계에 대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Cronin, Brady, and Holt, 2000; Hennig-Thurar et al., 2002; Seiders et 

al., 2005). 만족은 반복 매출, 긍정적 구전, 공급자에 대한 애호도를 결정

하며(Bearden and Teel, 1983), 높은 만족 수준은 고객의 충성의도와 재

구매의도, 고객 추천 등에 강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Bolton, 1998; 

Fornell, 1992; Fornell et al., 1996; Jones et al., 2000; Kotler and 

Armstrong, 1994; Verhof et al., 2002; Wulf et al., 2001; Yi, 1990). 따

라서 만족은 고객의 이탈을 방지하고 전환의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것

이다(Sweeney and Swait, 2008). 

만족과 몰입은 교환관계에 따르는 시간과 감정적인 투자를 기준으로 구

분된다(Geyskens et al., 1999). Gustafsson et al.(2005)의 연구에서 만족

은 과거 지향적인 소비 경험인 반면, 몰입은 미래 지향적인 변수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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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만족은 과거에 거래했던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나타내며 몰

입은 미래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안정적인 관계를 반영한다. 몰입은 관계를 

형성하는 단계의 후반에 나타나는데 관계를 심화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

이 필요하다. 즉 고객은 관계발전에 필요한 정서적 및 경제적인 자원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몰입에 이르게 된다(김현경, 조현진, 2007). 여러 선

행연구에서 만족은 몰입의 주된 선행변수로 밝혀졌다 (Morgan and Hunt, 

1994; Romaseshan et al., 2006). 고객이 만족하면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바탕으로 심리적인 애착과 일체감을 형성하게 될 것이며 이는 정서

적인 결속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만족한 고객은 다른 대안에 비해서 현

재의 대상에게 더 높은 편익을 인지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므로 계산

적 몰입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만족은 정서적 몰입과 계산적 몰입을 증

가시킬 것이다(조현진, 노정식, 2009). 

불만족이란 소비자가 구매 전에 가지고 있는 기대에 비해 소비 후의 경

험이 미치지 못할 때 느끼는 부정적 감정으로 정의된다(Ash, 1979; 

Churchill and Surprenant, 1982; Oliver, 1980). 그 동안 전환의도 연구에

서 만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연구된 불만족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필

요하다. 고객불만과 몰입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불만족이 높을 수록 점포에 

대한 고객의 몰입 정도가 낮아진다고 밝혀졌으며(Kelly and Davis, 1994; 

박성연, 이은미, 1999) 인터넷 쇼핑몰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상품관련 불

만은 쇼핑몰에 대한 몰입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박경도 등, 2006). 불

만족과 충성행동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경제학적으로 불만족한 소비자는 시

장상황에 따라 이탈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Hirshman, 1970). 서비스 제공

업체에 관한 연구에서 불만족한 소비자는 재구매 고객이 되지 않겠다는 사

적인 불평행동을 보였으며(Singh, 1990), 서비스에 불만족한 소비자일수록 

전환행동이나 부정적인 구전을 더 많이 한다고 밝혀졌다(Zeelenberg and 

Pieters, 2004). 만족과 달리 불만족은 고객충성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고 기업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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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족과 불만족의 비대칭 구조  

 

   사람들은 부정적인 속성을 긍정적인 속성보다 더 크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 요소들과 부정적 요소들은 비선형적이고 비대칭적인 관

계에 있다(Kahneman and Tversky, 1979). 이에 따르면 사람들이 손실이

라고 생각하는 부분의 곡선이 이득보다 가파른 경사를 보이면서 같은 크기

라도 더 크게 부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부정적 측면들이 긍정적 측면보다 더 가중치가 있다고 여러 연구에서 밝혀

졌다(Kahneman and Tversky, 1979; Peeters and Czapinski, 1990). 

Mittal, Ross and Baldasare(1998)의 연구에서는 프로스펙트 이론을 통해 

속성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가 전반적인 만족 및 재구매 의도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만족과 불만족의 개념을 설명할 때 독립된 별개의 차원인지 단일 차원

으로 동일선상에서 양극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볼 것인지 논란이 존재한다. 

Swan and Combs(1976)는 의류 제품을 성과와 관련하여 연구하여 만족과 

불만족이 서로 다른 이중구조라고 주장하였으며 Maddox(1981)는 대상을 

확장하여 만족과 불만족의 이요인 이론(two-factor theory)으로 설명하였

다. 이요인 이론에서는 사용자 만족의 요인이 일원적인 것이 아니라 이원적

인 것이라고 주장된다. 즉 만족과 불만족이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만족의 

반대는 만족이 없는 상태이고, 불만족의 반대는 불만족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만족과 불만족은 각각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되었다

(Herzburg, 1959; Wright, 1989). Kano는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 요구하는 

사항을 이원적인 인식방법을 바탕으로 이해하고 고객의 만족과 불만족에 영

향을 주는 품질 요소를 5가지로 제시하였다(Kano, 1984). 5가지 요소는 각

각 매력적 요소, 필수적 요소, 일원적 요소, 무관심 요소, 역의 요소로 구성

된다. 매력적 요소는 충족되면 만족을 주지만 없다고 해서 불만족을 유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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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않는다. 필수적 요소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충족된다

고 해서 만족이 증가하지는 않는다. 일원적 요소는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

의 충족 여부에 따라 만족이나 불만족을 느끼게 되는 요소이다. 무관심 요

소는 이와 반대로 만족과 불만족 모두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소이다. 

마지막으로 역(reverse) 품질 요소는 오히려 충족하게 되면 역효과를 가지

게 되며 불만족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만족을 주게 된다.  

    전선규(1996)에 따르면 만족과 불만족을 단일차원으로 가정하고 측정

하는 것은 연구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다고 주장되었다. 서용원, 손영화

(2003)의 연구에서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대상으로 만족과 역으로 전환시킨 

불만족의 값에 대한 차이 검증 및 교차분석 등을 통하여 만족과 불만족이 

상호 배타적이지 않은 2차원 구조임을 확인하였다. 전인수, 표정찬(2001)

은 판매 접점에서 만족과 불만족 요인이 뚜렷히 다르게 나타나서 이요인 이

론(two-factor theory)이 고객의 만족과 불만족을 설명하는 것을 확인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Swan and Combs(1976)과 Maddox(1981)의 이요인 

이론을 바탕으로 만족과 불만족이 서로 다른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가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백화점의 점포 속성에 대해 만족을 측정한 집단과 불

만족을 측정한 집단을 비교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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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관계마케팅과 몰입 

 

1. 관계마케팅 

 

관계마케팅은 기업과 기업 사이의 관계, 그리고 기업과 최종 소비자 사

이의 관계에서 논의된다. Berry(1983)는 관계마케팅을 기업이 소비자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 및 강화하는 마케팅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Kotler(2000)에 의하면 관계마케팅이란 관리자와 고객, 중간상, 대리점, 공

급자들 상호간에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여, 장기적으로 신뢰 

가능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수익성 있는 거래를 형성하고 그 

결과 마케팅 네트워크라는 기업자산을 구축하는 것이다.  

Dwyer et al.(1987)에서는 관계가 인지, 탐색, 확장, 몰입, 해체의 단

계를 거치는 5단계 관계발달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모형에 따르면 거래 관

계가 발전하면서 거래 쌍방향의 상호 의존도는 증가하게 되며 몰입 단계에

서 가장 높은 수준의 의존도를 보이게 된다. Morgan and Hunt(1994)는 

‘몰입-신뢰’ 이론을 통해 소비자들이 공급자와 관계 관련 행동을 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이들은 관계몰입과 신뢰를 성공적인 관계로 발전하는 

데에 핵심적인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Palmatier et al.(2006)은 관계마케팅

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들을 메타 분석을 통하여 정리하였으며 

그 중에서 소비자 중심의 관계적 매개변수로 몰입, 신뢰, 관계만족, 관계의 

질이 정리되었다.  

국내 관계마케팅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수형 등(2001)의 연구에서 백화

점에서의 관계마케팅 요인이 접촉강도, 상호솔직함, 협력의도, 유사성 등으

로 제시되었으며 관계품질(신뢰,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김종

호, 김종범(2001)은 백화점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자 특성과 점

포이미지 및 관계지향적 요인이 백화점에 대한 관계품질인 신뢰와 만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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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력을 실험하고 최종적으로 점포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

하였다. 김상현, 오상현(2002)은 이, 미용업자와 은행을 대상으로 고객가치, 

만족, 전환비용, 대안의 매력도가 고객의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여 고객만족의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남을 밝혔다. 송윤헌, 심

진보(2006)은 의원급 의료서비스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서비스품

질과 고객의 관계지향성이 잔류의도 및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

다.  

 

 

2. 몰입의 개념 

 

관계마케팅 연구에서 몰입(Commitment)은 관계의 형성 및 유지를 위

한 핵심 개념으로 연구되었다. 몰입에 관한 주요 이론은 대인관계 연구에서 

처음 개발되었으며(Lund, 1985; Rusbult, 1980; Thibaut and Kelley, 

1959) 그 후 조직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이루어졌고(Whitener 1993) 최

근 들어 기업 간 관계와 구매자와 판매자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도 많

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Dwyer et al., 1987; Morgan & Hunt, 1994; 

Moorman et, al., 1992; Wilson, 1995). 개인 맥락에서의 몰입에 관한 연

구는 주로 고객화 수준이 높은 이/ 미용 서비스와 표준화 수준이 높은 은행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백화점, 할인점 같은 리테일 유통 산업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한경열, 2009). 본 연구에서는 백화점에 대한 

몰입을 매개 변수로 사용하여 소비자와 백화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Dwyer et al.(1987)은 관계몰입을 교환하는 당사자들이 관계를 지속하

기로 약속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또한 이들은 유통채널에 관한 연구에서 관

계몰입을 관계 지속에 대하여 교환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암묵적 서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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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의하였다. Morgan and Hunt(1994)는 결속된 당사자가 그 관계가 무

한히 지속된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 노력할 가치가 있다고 믿는 것이라고 

몰입을 정의하였다. 그 외에도 몰입은 기업에 대한 심리적 애착의 정도

(Gruen et al., 2000)로 정의되었으며 상호간의 관계를 지속하려는 의지로

서 장기지향성과 충성심을 반영한다고 주장되었다(Anderson and Weitz, 

1989). 또한 Garbarino and Johnson(1999)에 따르면 이는 소속감과 같은 

심리적 애착과 충성도로 측정되며 미래의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고 제시되었다.  

 

 

3. 감정적 몰입과 계산적 몰입 

 

몰입은 여러 측면을 가진 다차원적인 구성개념이라고 주장된다. Allen 

and Meyer(1990)에 따르면 관계 몰입은 감정적(Affective), 계산적

(Calculative), 지속적(Continuance) 몰입의 3차원으로 개념화되었다. 이후 

많은 연구들에서 지속적 몰입은 계산적 몰입과 동일시되고 있다(Bansal et 

al., 2004). Meyer et al.(1989)에 따르면 조직에 대한 몰입의 연구에서는 

관계 몰입이 감정적 몰입과 계산적 몰입으로 구분되었다. 그 후 소비자차원

의 연구에서 관계유지 동기에 따라 몰입이 정서적 몰입과 계산적 몰입의 2

차원 개념으로 구분되었다(Gruen, Summers and Acito, 2000; Gundliach 

et al., 1995; Fullerton, 2003; Jones et al., 2007). 감정적 몰입이란 고객

들이 특정 브랜드나 기업에 대한 심리적 애착을 반영하는 긍정적인 감정이

다(Gilland and Bello, 2004; Verhoef et al., 2002). 반면 계산적 몰입이란 

다른 선택지가 없거나 전환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인해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다(Anderson and Weitz, 1992; Gilland and Bello, 2002; Meyer and 

Allen, 1997). 본 연구에서도 고객이 백화점과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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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몰입을 감정적 몰입과 계산적 몰입의 두 차원으로 설명하기로 하였다. 

고객 맥락에 있어서 감정적 몰입은 소비자를 서비스 제공자와 묶어 주

는 ‘개인적인 심리적 결속 (Gruen et al. 2000)’을 반영한다. 이는 고객이 

가치 있는 관계를 유지하려는 욕구로서(Morgan and Hunt, 1994) 좀 더 열

정적이고 감정적인 요인이다(Garbarino and Johnson, 1999; Gustafsson 

et al., 2005; Morgan and Hunt, 1994). Jones et al.(2007)의 연구에서는 

감정적 몰입이 심리적인 유대감이며, 고객이 원하기 때문에 특정 서비스제

공자와 관계를 유지하는 동기라고 정의되었다. 국내 구매자와 판매자사이의 

관계몰입 연구에서 이성수, 성영선(2001)은 개인이 판매자를 얼마나 호의

적으로 느끼는지를 바탕으로 하는 심리적 애착으로 정의되었다. 추순진 등

(2003)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쇼핑환경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 애착심으로 

정의되었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감정적 몰입을 고객이 특

정 서비스 기업에 대하여 가지는 심리적, 감정적 애착으로 정의하였다.  

계산적 몰입은 선택의 제한 혹은 전환비용으로 인하여 제품 혜택에 대

해 냉정하고 합리적, 경제적으로 고려한 의존 관계이다(Meyer and 

Herscovitch, 2001). 이는 소비자가 필요에 의해 서비스제공자에 결속되는 

관계를 나타내는 힘이다(Bansal et al., 2004). Berry(1997)의 연구에 다르

면 고객은 전환비용,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의존성과 대안 파트너의 매력 

결핍 때문에 제약적(Constraint-based) 관계에 머무르게 되고 계산적 몰

입을 형성하게 된다고 하였다. 계산적 몰입은 감정적 몰입과 달리 손실이나 

이득을 고려함으로써 하는 몰입이다(이정, 2009). Becker(1960)의 부수적 

보수(side-bet)이론에 따르면 현재의 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격할인, 

지리적 편리성, 특별대우 등이 계산의 대상이 된다. 이런 부수적 보수를 계

산하여 관계로부터 얻는 이익과 관계를 종결했을 때 예상되는 손실을 비교

하여 계산적 몰입이 형성된다. 계산적 몰입은 고객이 진짜로 원해서가 아니

라 어쩔 수 없이 특정 서비스 기업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현상을 설

명하기도 한다(Bansal et al., 2004; Jones et al., 2007). 이런 경우 고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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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경쟁기업으로 전환하기 어렵도록 기존 서비스기업이 자신을 묶어두고 

있다는 느낌을 가진다(이정, 2009). 이는 소비자가 그래야 될 것 같은 느낌

이며 서비스 제공자에게 구속된(Lock in) 상태를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계

산적 몰입은 행동의 과정을 중단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서(Meyer and 

Herscovitch, 2001) 관계마케팅의 부정적 측면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Fournier et al., 1998; Fullerton, 2005).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

으로 계산적 몰입을 고객이 선택의 제한 혹은 전환비용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특정 서비스 기업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심리상태로 정의하였다.  

감정적 몰입의 선행 변수로는 주로 만족, 신뢰, 서비스 품질이 연구되었

으며 계산적 몰입의 선행 변수로는 전환비용과 대안의 매력이 사용되었다 

(Garbarino and Johnson, 1999; Gilliland and Bello, 2002; Mogan and 

Hunt, 1994; Hennig-Thurau et al., 2002; Venetis and Ghauri, 2004; 

Bansal et al., 2004; Wetzels et al., 1998). Geysken et al.(1996)의 연구

에서는 신뢰 및 상호의존구조가 정서적 몰입과 계산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

을 연구하였는데 신뢰 수준이 높으면 정서적 몰입수준은 높아졌지만 계산적 

몰입수준은 낮아졌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감정적 몰입은 신뢰, 만족, 서비스 

품질과 같은 선행변수와 고객의 충성도와 관련된 행동 변수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 증명되었다(Bettencourt, 1997; Garbarino and Johnson, 

1999; Hennig-Thurau et al., 2002; Wetzels et al., 1998; Wetzels et al., 

2000). Fullerton(2004)에서 남성 의류 소매 점포와 식품 소매 점포의 고

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감정적 몰입과 계산적 몰입이 서비스 품질, 대

안의 결핍과 구전의도, 전환의도, 고가 지불의사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

는지 증명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감정적 몰입과 계산적 몰입은 서로 다른 

동기에 의해 유발되는 개념이며, 계산적 몰입은 주로 외부 요인에 의해 영

향을 받는 피동적 몰입인데 반해 감정적 몰입은 상대에 대한 만족과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감정적인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감정적 몰입과 계산적 몰입이 충성도, 추천의도, 전환의도,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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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도와 같이 관계지속여부와 관련된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되었다. 

특히 감정적 몰입과 계산적 몰입이 결과변수에 대해 서로 같은 역할을 하는

지 반대 역할을 하는지 연구마다 다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Mayer and 

Herscovitch(2002)의 연구에서 정서적, 계산적, 규범적 몰입수준이 높을수

록 조직구성원의 전환의도가 낮아진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감정적 몰입은 

고객유지의도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보였고(Fullerton, 2003, 2005; 

Garbarino & Johnson, 1999; Gruen et al., 2000; Morgan & Hunt, 1994; 

Pritchard et al., 1999) 서비스 제공자를 전환하려는 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ansal et al., 2004). Gustafsson et al.(2005)의 

연구에서는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실증 연구에서 감정적 몰입과 계산적 몰

입이 모두 고객유지에 긍정적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한경열

(2010)을 비롯한 다른 연구에서도 감정적 몰입과 계산적 몰입이 모두 전환

의도에 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밝히고 두 종류의 몰입이 같은 영향력

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몇몇 연구에서는 계산적 몰입이 감정적 몰입

과 다르게 고객 충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Grayson and Ambler, 1999). 

본 연구에서는 Geysken et al.(1996), Fullerton(2004)의 연구를 바탕

으로 감정적 몰입과 계산적 몰입이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도와 전환하려는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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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전환의도와 멀티채널 이용의도 

 

1. 전환의도 

 

관계마케팅 분야에서는 고객 충성도를 유지하고 고객의 이탈을 방지하

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고객 유지(customer retention)과 서비스 제공자 

전환(service provider switching)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관계마케

팅 이론의 핵심적인 목표는 고객 유지와 전환을 포함하는 고객 충성도에 영

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을 밝혀내고 그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Henning-

Thurar et al., 2002).  

Dwyer et al.(1987)은 관계발전 과정을 인식, 탐색, 확대, 결속, 해지

의 5단계로 구분하면서 해지 단계에서 구성원이 이탈하는 현상을 설명하였

다. 고객이탈이란 고객이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관계를 중단하는 것이다(Zeelenberg and Pieters, 2004). Reichheld and 

Sasser (1990)은 전환을 ‘고객이탈’이라고 정의하면서 다른 요인들보다 수

익성과 가장 깊은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Keaveney(1995)는 고객이 

서비스 업체를 전환하는 행동을 ‘고정고객의 감소’라고 정의하고 고객의 전

환행동에 관한 원인변수를 8가지로 범주화하였다. Morgan and 

Chektian(1994)는 상표 전환을 곧 ‘상표선택의 변경’이라고 정의하였고, 

Carpenter and Lehmann(1985)는 ‘타사제품으로의 고객이동’이라고 정의

하면서 마케팅 믹스요소가 상표전환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였

다. 그 외에도 고객의 이탈과 전환행동은 소비자의 개인적 특성과 만족도에 

의해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Lappersoone et al., 1995) 시장 환경과 경쟁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주장되었다(한경열, 2011). 

고객들이 서비스 제공자를 전환하는 원인에 대하여 품질, 만족, 전환비

용, 대안의 매력도, 사회적 영향 등이 연구되었다(Bansal and Tay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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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a, 1999b; Jones et al., 2000; Ping,1993; Sharma and Patterson, 

2000). Fornell(1992)의 연구에 의하면 고객이 탐색비용, 학습비용, 인지

비용 등 재무적, 사회적, 심리적 위험 등을 높게 지각하면 상표전환의 가능

성이 낮아진다고 하여 전환비용의 영향력을 입증하였다. 그 외에도 많은 연

구에서 신뢰와 몰입과 같은 관계변수들이 전환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연구

되고 있다(Bansal et al., 2004; Fullerton, 2005; Gustafsson et al., 2005). 

특히 몰입의 경우 전환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Fullerton, 2005). 본 연구에서도 전환의도의 선행변수로 두 가지 종류의 

몰입을 사용하려고 한다. 

  국내 전환의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주로 진

행되었다. 이정(2004)은 서비스 전환의도의 형성과정을 연구하였으며 조현

진, 노정식(2009)은 이동통신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하여 만족이 감정적 몰

입과 계산적 몰입을 매개로 전환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박소영, 

배상욱(2010)은 서비스품질과 관계혜택이 고객이탈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호텔레스토랑 고객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제시한 서비스 분야의 연구들은 

모두 고객의 만족을 선행변수로 하여 여러 매개변수와 함께 전환의도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 외에도 여행사와 항

공사, 병원, 화장품 기업의 CRM 활동 (정웅용, 문혜영, 2008; 유동근, 서승

원, 2009; 황선아, 2011)과 같은 서비스 분야에서 전환의도가 연구되었다. 

서비스 외의 분야에서는 이은진, 김종옥(2011)이 인터넷 쇼핑몰 유형별로 

패션 소비자가 지각하는 서비스 품질과 구매만족도가 추천의도 및 전환의도

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한경열 등(2009)의 연구에서는 주부들이 이

용하는 유통채널에 초점을 두고 오프라인 점포속성 혜택이 몰입을 매개로 

하여 전환의도와 잔존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몰입이 

전환의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잔존의도에 정적 영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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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멀티채널 이용의도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각종 유통 채널이 다각화되면서 소비자들이 상품

을 구매할 때 다양한 경로를 활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패션소매유통 

분야에서도 새로운 마케팅 환경에서 멀티채널 쇼핑(multi-channel 

shopping)이 활성화되고 있다(김주희, 이진화, 2011). 갈수록 유통업체와 

고객과의 상호작용채널이 다양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멀티채널 쇼핑의 시행

과 고객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Joo, 2007). 

채널이란 소비자 접점으로서 기업과 고객이 상호작용하는 매체이다(주

영혁, 2009). 멀티채널 쇼핑이란 소비자가 다양한 소매 타입을 이용하여 다

양한 상품을 구매하는 행동으로 정의된다(Kumar and Venkatesan, 2005; 

이은하, 김숙현, 최종명, 2012). 이 때 멀티채널 쇼핑은 소비자의 구매의사

결정과정에 따라 정보탐색, 제품구매 및 사후서비스 단계에서의 쇼핑 행동

으로 구분된다(Neslin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멀티채널 쇼핑을 소비

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여러 유통 경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정의

하였다. 

멀티채널 쇼핑 중에서도 하나의 상품을 구매할 때 다양한 소매 타입을 

함께 이용하는 것을 크로스 쇼핑(cross-shopping)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이은하, 김숙현, 최종명, 2012). 즉 여러 경로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경험하

지만 최종적으로 하나의 채널에서 구입하는 행동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는 구매의사결정과정에 걸쳐서 여러 채널을 한꺼번에 이용하는 크로스 쇼핑

과 달리 구매하는 상황에서 여러 경로를 이용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멀티채널 쇼핑이 발전하면서 소비자들도 여러 채널의 장단점을 상호 보

완하여 보다 큰 실속과 혜택을 누리고 있다(김주희, 이진화, 2011). 개별 

채널마다 독특한 장점 (Berman and Thelen, 2004)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다채널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충족되는 서비스 산출 수준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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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이다(Wallace et al., 2004). Konus et al.,(2008)의 연구에서는 

소비자 태도를 바탕으로 열성적 멀티채널 소비자, 매장지향 소비자 무소속 

소비자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런 소비자 집단의 분류는 상품에 

따라서 다양하며 특히 멀티채널 소비자집단의 규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멀티채널 고객의 특성에 관하여 멀티채널 고객이 단일채널 고객에 비해 평

균적으로 높은 지출금액을 보이고 있으며, 많은 구매품목, 높은 구매빈도 

및 구매금액을 나타낸다고 밝혀졌다(Kumar and Venkatesan, 2005; 

Kushwaha and Shankar, 2005; Myers et al., 2004; Thomas and Sullivan, 

2005).  

멀티채널 고객의 충성도에 대해서 다채널 쇼핑의 등장은 경쟁을 증가시

켜서 고객충성도를 감소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Ariely et al., 2002; 

Brynjolfsson and Smith, 2002; Tang and Xing, 2001). 그러나 이와 반대

로 멀티채널이 기존의 고객에게 다양한 선택권과 편의를 제공하기 때문에 

충성도를 증가시킨다는 주장도 있다(Campbell and Frei, 2006; Hitt and 

Frei, 2002; Shanker et al., 2003; Wallace et al., 2004).  

선행 연구에서 전환의도와 함께 잔존의도, 재구전의도 등의 결과변수를 

함께 연구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잔존의도란 전환의도와 동일한 개념으로 지

적되었다(한경열, 2009). 여러 유통 경로를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패션 제품 

소비자의 행태를 고려하였을 때 멀티채널 이용의도가 더 실질적으로 소비 

행동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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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 및 절차 

 

 

제 1 절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본 연구는 패션 제품의 쇼핑을 위해 백화점을 주로 이용하는 고객들이 

백화점에서 다른 유통 채널로 전환하려는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백화점의 점포 속성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이 

몰입을 매개로 하여 전환의도와 멀티채널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려고 하였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감정적 몰입과 계산적 몰입이 

관계마케팅 선상에서 소비자가 관계를 이탈하려는 의도를 이해하기에 

적합한 매개 변수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연구 문제와 연구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연구문제 

 

백화점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은 점포 속성을 선행변수로 연구된 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2차 구조(second-order construct)로 구성하였다. 

이때 백화점에 대한 만족은 계산적 몰입과 감정적 몰입에 모두 정적인 

영향을 가질 것이며 불만족의 경우 반대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되었다. 

백화점 점포 속성을 바탕으로 한 만족과 불만족이 감정적 몰입과 계산적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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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 백화점 만족과 불만족은 백화점에 대한 몰입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본다. 

1-1. 백화점 만족은 백화점에 대한 계산적 몰입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본다. 

1-2. 백화점 만족은 백화점에 대한 감정적 몰입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본다. 

1-3. 백화점 불만족은 백화점에 대한 계산적 몰입에 영향을 주는

지 알아본다. 

1-4. 백화점 불만족은 백화점에 대한 감정적 몰입에 영향을 주는

지 알아본다. 

 

감정적 몰입과 계산적 몰입은 모두 전환의도에 부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Herscovitch, 2002; Fullerton, 2005). 관계에 대한 몰입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도를 촉진하면서 동시에 관계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를 

저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도 계산적 몰입과 감정적 몰입이 

전환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2. 백화점에 대한 몰입은 다른 패션 소매점으로 전환하려는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2-1. 백화점에 대한 계산적 몰입은 다른 패션 소매점으로 전환하

려는 의도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본다. 

2-2. 백화점에 대한 감정적 몰입은 다른 패션 소매점으로 전환하

려는 의도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본다. 

 

멀티채널 이용의도는 전환의도와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소비자가 다양한 

소매 타입을 이용하여 다양한 상품을 구매하는 행동이다(이은하, 김숙현, 

최종명,2012). 멀티채널을 이용함으로써 백화점에서 전환하지 않고도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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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을 통해서 부족한 점을 충족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계산적 몰입

과 감정적 몰입이 멀티채널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

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3. 백화점에 대한 몰입은 여러 패션 소매점을 함께 이용하려

는 멀티채널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3-1. 백화점에 대한 계산적 몰입은 여러 패션 소매점을 함께 이

용하려는 멀티채널 이용의도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본다. 

3-2. 백화점에 대한 감정적 몰입은 여러 패션 소매점을 함께 이

용하려는 멀티채널 이용의도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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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모형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을 바탕으로 <그림 3-1>과 같은 연구 모형을 구

성하였다. 

 

 

 

 

 

 

 

 

 

 

 

 

 

 

<그림 3-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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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실증적 연구 방법 및 절차 

 

연구문제를 실질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6 개월 이내에 백화점에서 

패션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목적과 상황에 맞도록 측정도구를 

적절하게 수정 및 보완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응답자가 생각하는 흐름을 

고려하여 구성되었으며 중간에 설문에 집중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스크리닝 테스트(screening test)를 실시하였다.  

백화점에서 패션 제품을 구매하는 응답자를 선정하여 백화점 이용 

경험에 대해 질문하였다. 주로 이용한다고 응답한 백화점의 이름을 적도록 

하고 그 뒤에 나오는 문항에 그 이름이 함께 뜨도록 하였다. 전체 응답자 

중 무작위로 선정한 150 명에게는 만족에 관하여 질문하였고 나머지 

150 명에게는 불만족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그 다음 백화점에 대한 감정적 

몰입과 계산적 몰입을 측정하였다. 스크리닝 테스트를 통해 불성실한 

응답자를 걸러낸 후 백화점의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패션 소매점을 

상기시키고 이용 경험에 대하여 물었다. 그리고 나서 해당 백화점에서 다른 

패션 소매점으로 전환할 의사와 멀티채널을 이용할 의사를 질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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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측정 도구 

 

1) 설문지 문항의 구성 

 

설문지는 크게 여섯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백화점 점포 속성(판매원, 

제품, 시설 및 장소, 가격 및 프로모션), 몰입(감정적 몰입, 계산적 몰입), 

전환의도, 멀티채널 이용의도, 인구통계적 특성 측정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그 외에도 설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근 6개월 이내에 패션 제품을 구입

한 패션 소매점, 백화점의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패션 소매점에 대하여 

복수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신이 관계를 가지고 있는 특정 백화점을 

상기시키고 그 백화점에서 패션 제품을 구입하는 비중, 방문하는 횟수 및 

구입 횟수 등을 질문하였다. 7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며 ‘전혀 그렇지 않

다’에 1점, ‘매우 그렇다’ 에 7점을 부여하였으며 세부 사항은 <표 3-1>에 

제시하였다.  

 

<표 3-1> 설문지 문항 구성 

문항 번호 문항 내용 문항 수 측정 방법 

Ⅰ 백화점 점포 속성 16 7점 리커트 척도 

Ⅱ 몰입 (감정적 몰입/ 계산적 몰입) 8 7점 리커트 척도 

Ⅲ 전환의도 4 7점 리커트 척도 

Ⅳ 멀티채널 이용의도 4 7점 리커트 척도 

Ⅴ 인구통계학적 특성 7 선다형/ 개방형 

Ⅵ 기타 15 
7점 리커트 척도/ 

개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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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백화점 점포 속성 

 

백화점에 대한 만족 혹은 불만족을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바탕으

로 백화점 점포 속성을 판매원, 제품, 시설 및 장소, 가격 및 프로모션으로 

분류하였다. 4 가지 점포 속성으로 구성된 2차 요인 구조로 구성하였다. 강

희숙(2003), 신정혜(2006), 김현주(2007), 나운규(2010) 등의 연구를 바

탕으로 각 요인을 만족 측정 집단과 불만족 측정 집단에 맞게 수정하였다. 

해당 문항에 관한 내용은 <표 3-2>와 <표 3-3>에 정리하였다. 

 

<표 3-2> 만족에 대한 백화점 점포 속성의 측정문항 및 출처 

요인 문항 내용 출처 

판매원 

불만사항이 생겼을 때 판매원들이 잘 해결해준다. 

강희숙 (2003), 

신정혜 (2006), 

김현주 (2007), 

나운규 (2010) 등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 

구입한 상품을 교환하거나 환불하는 것이 쉽다. 

판매원들이 상품에 대해 지식이 풍부하다 

판매원들은 믿을 만 하다. 

제품 

원하는 패션 제품이 항상 있다. 

다양한 브랜드가 갖추어져 있다. 

패션 제품의 유행성이 충분하다. 

시설 및  

장소 

쾌적하고 붐비지 않는다. 

부대시설이 훌륭하다. 

교통이 편리하고 주차가 용이하다. 

주변에 다른 상가들과 함께 있어서 다른 업무와  

같이 쇼핑하기 편리하다. 

가격 및  

판매촉진 

패션 제품의 가격이 적절하다. 

카드를 이용하면 경제적 혜택이 크다. 

세일할 때 할인율이 높다. 

다양한 기획행사와 할인행사를 자주 한다. 

정보제공을 위해 카탈로그나 팜플렛을 잘 보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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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불만족에 대한 백화점 점포 속성의 측정문항 및 출처  

요인 문항 내용 출처 

판매원 

불만사항이 생겼을 때 판매원들이 잘 해결해주지  

않는다. 

강희숙 (2003), 

신정혜 (2006), 

김현주 (2007), 

나운규 (2010) 등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 

구입한 상품을 교환하거나 환불하는 것이 어렵다.  

판매원들이 상품에 대해 지식이 부족하다. 

판매원들이 고객을 속이는 것 같다. 

제품 

원하는 패션 제품이 없다. 

브랜드가 다양하지 않다. 

패션 제품이 유행에 뒤떨어진다.  

시설 및  

시설 

혼잡하고 사람이 붐빈다. 

부대시설이 부족하다. 

교통이 불편하고 주차가 쉽지 않다. 

주변에 다른 상가들이 별로 없어서 다른 업무와  

같이 쇼핑하기 어렵다. 

가격 및  

판매촉진 

패션 제품의 가격이 적절하지 않다. 

카드를 이용해도 경제적 혜택이 작다. 

세일할 때 할인율이 작다. 

기획행사와 할인행사를 별로 안 한다. 

정보가 있는 카탈로그나 팜플렛을 잘 보내주지  

않는다. 

 

 

3) 몰입 

 

  본 연구에서 감정적 몰입이란 고객이 관계를 맺는 특정 기업에게 가지

는 심리적 애착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계산적 몰입은 고객이 현재 거래 기

업을 이용해야 하는 필요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관계를 유지하는 심리 상

태로 정의하였다. 두 변수 모두 Fullerton(2005)와 Jones et al.(2007)의 

연구를 토대로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해당 문항을 <표 3-4>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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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감정적 몰입과 계산적 몰입의 측정문항 및 출처  

요인 문항 내용 출처 

감정적 몰입 

나는 A 백화점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고객이다. 

Fullerton(2005), 

Jones et al.(2007) 

나는 A 백화점에 애착을 가지고 있다. 

나는 A 백화점에 신뢰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 

A 백화점은 가족과 같은 느낌을 준다. 

계산적 몰입 

나는 어쩔 수 없이 A 백화점을 이용한다. 

내가 A 백화점을 이용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A 백화점을 이용해야만 할 것 같다. 

나는 A 백화점에게 매여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4) 전환의도 

 

 본 연구에서 전환의도란 고객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백화점을 변경하

려는 미래의 행동의도로 정의되었다. 측정 문항은 Bansal et al.(2004)와 

Fullerton(2005)에서 사용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적용시켜 사용하였다. 

문항의 내용을 <표 3-5>에 제시하였다. 

 

<표 3-5> 전환의도의 측정문항 및 출처 

요인 문항 내용 출처 

전환의도 

앞으로 패션 제품을 구매할 때 다른 패션 소매점으

로 바꿀 것이다.       
Bansal et al.(2004), 

Fullerton(2005) 
더 이상 A 백화점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A 백화점을 이용하는 차수를 줄일 것이다.      

다른 패션 소매점들을 더 많이 이용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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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멀티채널 이용의도 

 

본 연구에서 멀티채널 이용의도는 소비자가 패션제품을 구매할 때 백화

점과 다른 유통 채널을 함께 이용하려는 의도를 말한다. 김주희, 이진화

(2011)와 Peter and Natalie(2007)의 연구를 참고하였으며 채널 선택 행

동의도인 전환의도 및 잔존의도를 바탕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수정된 문

항을 <표 3-6>에 제시하였다. 

 

<표 3-6> 멀티채널 이용의도의 측정문항 및 출처 

요인 문항 내용 출처 

멀티채널 

이용의도 

A 백화점과 다른 패션 소매점을 함께 이용하려고   

한다. 
김주희, 이진화

(2011), Peter and 

Natalie(2007)을 

바탕으로 수정 

다른 패션 소매점에서 A 백화점의 부족한 부분이  

충족된다. 

나는 여러 패션 소매점을 동시에 이용하려고 한다. 

나는 상황에 따라서 A 백화점 또는 다른 패션 소매 

점을 선택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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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수집과 표본 분석  

 

전문 리서치 기관 패널 이용하여 전국에 거주하는 30대-60대 여성 

300명을 대상으로 2012년 9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7일간 온라인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기 

위해 백화점과 관계를 가지기 적합한 연령대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고 10

대-20대는 제외시켰다. 30대, 40대, 50-60대 각각 100명씩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을 시작할 때 최근 6개월 이내에 패션 제품을 구매한 소매점 

유형을 모두 선택하도록 하여 백화점을 선택하지 않은 응답자를 제외시켰다. 

만족을 측정하는 집단 150명, 불만족을 측정하는 집단 150부로 총 300부

가 회수되었으며 총 300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샘플에 사용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3-7>에 제시된 바와 같다. 

미혼보다 기혼이 많았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많았다. 가장 

빈도가 높은 직업은 가정주부와 사무직이었다. 월평균 총수입은 300-500

만원과 500-1000만원 순서로 많았고, 월평균 패션제품 구매금액은 10-

20만원과 20-30만원 순서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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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최종 분석에 사용된 샘플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구분 빈도 변인 구분 빈도 

나이 

30 대 100 

월평균 

가계 

총수입 

100 만원 미만 5 

40 대 100 100-200 12 

50-60 대 100 200-300 35 

결혼여부 
미혼 51 300-500 133 

기혼 249 500-1000 102 

자녀여부 
유 226 1000 만원 이상 13 

무 74 

월평균 

패션제품 

구매금액 

10 만원 미만 35 

직업 

전업주부 119 10-20 104 

학생 3 20-30 94 

서비스 판매직 17 30-50 48 

사무직 113 50-100 14 

전문기술직 15 100 만원 이상 5 

전문직 14    

경영관리직 3    

기타 16    

 

그 외에도 백화점과 경쟁하는 패션 소매점을 실질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최근 6개월 이내에 이용한 패션 소매점 유형 및 백화점의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패션 소매점 유형을 측정하였다. 패션 제품을 구매하는 데에 있어

서 하나 이상의 채널을 염두에 두고 고려하는 최근 소비자들의 특성을 고려

하여 복수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를 <표 3-8>과 <표 3-9>에 

각각 연령대 별로 정리하였다.  

<표 3-8>에서 최근 6개월 이내에 이용한 패션소매점을 연령대에 따라 

비교해 본 결과 30대에서는 인터넷 쇼핑몰이 다른 패션 소매점에 비해 압

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고 뒤이어 대형마트, 아울렛, 보세 매장이 비슷

한 수치를 보였다. 그 외에 홈쇼핑과 브랜드 로드샵, 대형 쇼핑몰, 시장, 면

세점이 차례로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였다. 40대에서는 인터넷 쇼핑몰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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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마트가 매우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고 그 다음으로 아울렛과 홈쇼핑, 보

세 매장 등이 뒤를 이었다. 브랜드 로드샵과 대형 쇼핑몰, 시장, 면세점이 

차례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5-60대에서는 대형 마트와 인터넷 쇼핑몰이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백화점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그 다음으로 아울렛과 

홈쇼핑, 시장, 브랜드 로드샵이 낮은 수치를 보였고 면세점과 대형 쇼핑몰

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표 3-8> 최근 6개월 이내에 이용한 패션소매점 

구분 30대 40대 5-60대 

백화점 (ex. 롯데, 현대, 신세계, 갤러리아, 기타 지역 백

화점 등) 
100 100 100 

대형 쇼핑몰 (ex. 타임스퀘어, 눈 스퀘어, 가든파이브 등) 23 20 11 

대형 마트 (ex.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 59 74 61 

아울렛 (ex. 마리오 아울렛, 뉴코아 아울렛, w몰 등) 53 47 44 

보세 매장 (ex. 동네 상가, 이태원, 가로수길, 명동, 이대 

등) 
53 37 28 

브랜드 로드샵 (브랜드 단독 매장, 명동 및 강남 거리 

ZARA, H&M 등) 
24 27 29 

인터넷 쇼핑몰 (ex. 대형 쇼핑몰, 소형 쇼핑몰, 인터넷 

대행구매 카페 등) 
83 76 58 

홈쇼핑 (ex. 텔레비전 홈쇼핑 채널, 카탈로그 등) 35 41 32 

면세점 (ex. 시내면세점, 인터넷 면세점, 공항 면세점 등) 17 13 14 

시장 (ex.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등) 20 22 30 

* 각 연령대 100명, 총 300명, 복수응답 가능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모든 연령대에서 인터넷 쇼핑몰과 대형 마트 등 

상대적으로 저가형 유통 채널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의도했던 바와 

달리 응답자들이 백화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표적 집단이 아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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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일 수도 있지만 경기 불황으로 인하여 양면적 소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형 쇼핑몰과 브랜드 로드샵의 경우 백화점에서 패션 제

품을 구매하는 30대 이상의 여성 소비자들이 다른 채널에 비해 자주 이용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의 경우 구매 방식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모든 연령대에서 낮은 빈도를 보였다. 그 외에도 인터넷 쇼핑몰의 빈도가 

모든 연령대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5-60대의 경우 인터넷 설문조사에 응답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주로 이용하

는 백화점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한 문항에서 롯데 백화점의 빈도가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신세계 백화점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표 3-9>에서 백화점의 대안으로 고려하는 패션 소매점을 

알아보았다. 30대의 경우 인터넷 쇼핑몰과 함께 아울렛이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그 다음으로 브랜드 로드샵과 보세 매장이 높게 나타났다. 40대도 마

찬가지로 아울렛과 인터넷 쇼핑몰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대형 마트와 브랜드 로드샵, 홈쇼핑, 보세 매장이 뒤이었다. 5-60대의 경우 

아울렛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홈쇼핑, 브랜드 로드샵, 대형 마트가 높게 나

타났다. 전체적으로 아울렛과 인터넷 쇼핑몰이 대안으로서 가장 많이 고려

되었으며 최근 이용했던 패션 소매점과는 다르게 브랜드 로드샵이 그 다음

으로 높게 나타났다. 30대에 비해 40대와 5-60대는 대형 마트와 홈쇼핑을 

대안으로서 많이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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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백화점의 대안으로 고려하는 패션소매점 

구분 30대 40대 5-60대 

대형 쇼핑몰 (ex. 타임스퀘어, 눈 스퀘어, 가든파이브 등) 29 28 25 

대형 마트 (ex.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 20 42 32 

아울렛 (ex. 마리오 아울렛, 뉴코아 아울렛, w몰 등) 63 64 53 

보세 매장 (ex. 동네 상가, 이태원, 가로수길, 명동, 이대 

등) 
32 32 25 

브랜드 로드샵 (브랜드 단독 매장, 명동 및 강남 거리 

ZARA, H&M 등) 
41 40 47 

인터넷 쇼핑몰 (ex. 대형 쇼핑몰, 소형 쇼핑몰, 인터넷 

대행구매 카페 등) 
75 64 48 

홈쇼핑 (ex. 텔레비전 홈쇼핑 채널, 카탈로그 등) 19 33 34 

면세점 (ex. 시내면세점, 인터넷 면세점, 공항 면세점 등) 15 21 21 

시장 (ex.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등) 3 8 20 

* 각 연령대 100명, 총 300명, 복수응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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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설문조사 자료는 SPSS 18.0 package를 사용하여 t-검정,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AMOS 18.0을 사용하여 

다중 집단 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였다. 

가설 검정에 앞서, 다중 집단 분석과 t-검정을 통해 두 집단의 

동질성과 측정의 동등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신뢰도 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그 후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통해 백화점 점포 속성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이 

감정적 몰입과 계산적 몰입을 매개로 전환의도와 멀티채널 이용의도로 

이어지는 경로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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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과 및 논의 

 

 

제 1 절 측정타당성 검증 

 

본 절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측정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한 다중집단 분석을 

통하여 만족을 측정한 집단과 불만족을 측정한 집단이 측정도구와 구조적 

공변이에 있어서 서로 유의하게 차이 나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SPSS 18.0 

프로그램을 통한 t-검정을 통하여 두 집단이 몰입과 행동의도에 있어서 

서로 다른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2차 요인 구조로 이루어진 점포 

속성 만족/ 불만족 부분과 몰입과 행동의도로 이루어진 부분으로 나누어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구성체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각 부분 모형의 AVE값과 상관계수를 

통해 집중타당성 및 판별타당성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체 모형을 

대상으로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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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단 간 동등성 검증 

 

만족을 측정한 집단과 불만족을 측정한 집단을 다중집단 분석(multi-

group analysis)하여 두 집단의 모수치가 동일한지 검증하고자 하였다(배

병렬, 2011). 두 가지 몰입과 전환의도 및 멀티채널 이용의도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경로계수에 등가제약을 가한 모델의 χ²이 제약을 가하지 않

은 모델의 값과 비교하여 그 적합도를 비교하는 방법을 통하여 두 집단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measurement weights의 p값이 .127로 두 집

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아서 측정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음

을 알 수 있었다. 또한 structural covariances의 p값이 .158로 유의하지 

않아서 두 집단 사이의 구조적 공변이에 의미 있는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 결과를 <표 4-1>에 나타내었다 

 

<표 4-1> 몰입과 행동의도 다중집단 분석 

 모델 χ² df 
Δχ² 차이 검증 귀무가설 

기각여부 Δχ² Δdf p 

기준 

모형 
비제약 모델 188.315 118 _ _ _ _ 

모형 1 
Measurement weights 

등가제약 
202.191 127 13.876 9 .127 채택 

모형 2 
Structural Covariances 

등가제약 
213.405 137 25.090 19 .158 채택 

모형 3 
Measurement residuals 

등가제약 
268.371 150 80.056 32 .000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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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집단분석 결과를 통해 두 집단 간 측정에 있어서 등가성이 확보되

었다. 더불어 두 집단 간 몰입과 행동의도의 변인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t-

검정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그 결과 감정적 몰입, 계산적 몰입, 전환의도, 

멀티채널 이용의도에 있어서 모두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나서 두 집단의 동질성이 검증되었다. 따라서 만족과 불만족을 측정

한 두 집단은 감정적 몰입, 계산적 몰입, 전환의도, 멀티채널 이용의도의 변

수를 측정하는 데 있어 등가성을 가지며 동일한 수준의 집단임을 확인하였

다.  그 결과를 <표 4-2>에 나타내었다. 

 

<표 4-2> 표본 동질성에 관한 t-검정 

독립 

변수 
집단 평균 

표준 

편차 

평균들의 동일성에 관한 t-검정 

t-값 자유도 
유의수준 

(양쪽) 

감정적 

몰입 

만족 4.65 .76 
1.373 298 .171 

불만족 4.52 .86 

계산적 

몰입 

만족 3.08 1.16 
1.383 298 .168 

불만족 2.89 1.26 

전환의도 
만족 3.92 .84 

1.102 298 .271 
불만족 3.80 1.03 

멀티채널 

이용의도 

만족 5.00 .87 
-.299 298 .765 

불만족 5.04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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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집단에서 각각 만족과 불만족에 관해 측정한 점포 속성에 대하여 다

중집단 분석(multi-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measurement 

weights의 p값이 .648로 두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아서 측정 불

변성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structural covariances의 경우 p값이 .004로 

유의한 값을 나타내어 4 가지의 점포 속성이 두 집단에서 의미 있는 차이

를 나타내었다. 즉, 두 집단에서 백화점의 점포 속성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등가성을 보였으며, 변수간 관련성을 뜻하는 구조적 공변이에 있어서는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 결과를 <표 4-3>에 나타내었다. 

 

<표 4-3> 점포 속성 다중집단 분석 

 모델 χ² df 
Δχ² 차이 검증 귀무가설 

기각여부 Δχ² Δdf p 

기준 

모형 
비제약 모델 219.399 142 _ _ _ _ 

모형 1 
Measurement weights 

등가제약 
226.295 151 6.896 9 .648 채택 

모형 2 
Structural Covariances 

등가제약 
258.761 161 39.363 19 .004 기각 

모형 3 
Measurement residuals 

등가제약 
411.525 174 192.126 32 .000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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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분 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각 부분의 구성체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백화점 점포 속성에 대한 

2차 요인 구조로 이루어진 만족/ 불만족과 몰입 및 행동의도로 나누어서 

최대우도측정법(maximum likeliwood estimate)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적합도지수를 고려하여 측정모델의 

적합도를 평가하고 부족할 경우 모델을 수정하여 적합도를 높이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표준화 회귀계수가 0.7 이상이 바람직하며 0.5에 미치지 

못하면 제거하는 기준에 따라(이학식, 임지훈, 2011) 개별 관측변수의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지 평가하였다.  

  

 

1) 백화점 만족/ 불만족의 2차 요인 구조  

 

1차 요인 모델(first-order factor model)은 한 수준의 구조로 

구성되어있지만 고차요인모델(higher-order factor model)은 저차 

요인들로 설명되는 고차요인들로 이루어진 모델이다(배병렬, 2011). 본 

연구에서는 2단계 구조로 이루어진 2차 요인 구조(second-order 

construct)를 사용하여 백화점에 대한 만족 및 불만족을 측정하였다. 이때 

1차 요인이 되는 것은 백화점에 대한 점포 속성으로 판매원, 제품, 장소 및 

시설, 가격 및 프로모션으로 구성되었으며 1차와 2차 요인 모두 반영적 

지표로 측정되었다. 백화점 만족 및 불만족을 측정하기 위한 2차 요인 구조 

모형의 신뢰도 및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를 실시하였다. 백화점 만족/ 

불만족의 2차 요인 구조 모형을 <그림 4-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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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백화점 만족/ 불만족의 2차 요인 구조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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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만족 측정 집단 

 

점포 속성 만족의 2차 요인 구조를 확인적 요인 분석한 결과 만족 측

정 집단에서 Normed χ²(χ²/df)=1.551으로 3 미만의 수치를 보였고 

GFI=.922,  CFI=.969의 경우 0.9 이상의 값을 보였으며 AGFI는 약간 미

치지 못하는 .878의 값을 나타내었다.  RMSEA=.061 으로 기준인 0.08보

다 작아서 각 적합도지수 모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구체적인 결과를 <

표 4-4>에 제시하였다. 

 

<표 4-4> 점포 속성 만족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1차 요인 
표준화

계수 
t-값 2차 요인 

표준화

계수 
t-값 

백화점 

만족 

판매원 .735 _a 

판매원들의 신뢰성 .578 _a 

상품에 대한 지식 .815 7.062 

불만사항 해결능력 .893 7.184 

제품 .746 4.867 

패션 제품의 유행성 .721 _a 

브랜드 다양성 .901 10.133 

원하는 패션 제품 구비  .857 9.874 

시설 및 

장소 
.739 5.320 

교통 편리성과 주차 용이성 .971 _a 

부대시설의 우수성 .560 5.218 

가격 및 

판매촉진 
.790 4.969 

세일할 때 할인율 .734 _a 

다양한 기획행사와 할인행사  .743 8.655 

카드 이용 시 경제적 혜택 .877 9.972 

사은품과 할인쿠폰 .696 8.097 

χ²= 77.537 Normed χ²(χ²/df)=1.551 GFI=.922 AGFI=.878 CFI=.969 RMSEA=.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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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불만족 측정 집단 

 

점포 속성 만족의 2차 요인 구조를 확인적 요인 분석한 결과 만족 측

정 집단에서 Normed χ²(χ²/df)=1.451으로 3 미만의 수치를 보였고 

GFI=.929,  CFI=.972의 경우 0.9 이상의 값을 보였으며 AGFI는 약간 미

치지 못하는 .889의 값을 나타내었다.  RMSEA=.055로 기준인 0.08보다 

작아서 각 적합도지수 모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구체적인 결과를 <표 

4-5>에 제시하였다. 

 

<표 4-5> 점포 속성 불만족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1차 요인 
표준화

계수 
t-값 2차 요인 

표준화

계수 
t-값 

백화점 

불만족 

판매원 .776 _a 

판매원들의 신뢰성 .562 _a 

상품에 대한 지식 .763 6.204 

불만사항 해결능력 .790 6.277 

제품 .870 4.673 

패션 제품의 유행성 .706 _a 

브랜드 다양성 .869 9.715 

원하는 패션 제품 구비  .900 9.872 

시설 및

장소 
.716 4.486 

교통 편리성과 주차 용이성 .750 _a 

부대시설의 우수성 .533 4.167 

가격 및 

판매촉진 
.571 4.280 

세일할 때 할인율 .749 _a 

다양한 기획행사와 할인행사  .874 10.443 

카드 이용 시 경제적 혜택 .847 10.197 

사은품과 할인쿠폰 .683 8.097 

χ²= 72.567 Normed χ²(χ²/df)=1.451 GFI=.929 AGFI=.889 CFI=.972 RMSEA=.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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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몰입과 행동의도 

 

신뢰도 및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를 실시하였다. 그 구조 모형을 <그림 4-2>에 나타

내었다. 

 

<그림 4-2> 몰입 및 행동의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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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만족 측정 집단 

 

몰입과 행동의도를 확인적 요인 분석한 결과 만족 측정 집단에서 

Normed χ²(χ²/df)=1.260으로 3 미만의 수치를 보였고 GFI=.932,  

CFI=.981의 경우 0.9 이상의 값을 보였으며 AGFI는 약간 미치지 못하

는 .895의 값을 나타내었다.  RMSEA=.042 으로 기준인 0.08보다 작아서 

각 적합도지수 모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구체적인 결과를 <표 4-6>에 

제시하였다. 

 

<표 4-6> 만족 측정 집단의 몰입 및 행동의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문항내용 
표준화

계수 
t-값 적합도지수 

감정적  

몰입 

사랑하고 좋아하는 느낌 .865 _a 

χ²= 74.332 

 

Normed χ² 

(χ²/df) 

=1.260 

 

GFI=.932 

AGFI=.895 

CFI=.981 

RMSEA=.042 

애착을 가지고 있음 .836 12.123 

신뢰의 감정을 가지고 있음 .792 11.268 

가족과 같은 느낌 .739 10.214 

계산적  

몰입 

어쩔 수 없이 이용 .896 _a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이용 .884 10.891 

매여 있는 듯한 느낌 .581 7.384 

전환의도 

앞으로 주로 이용하던 백화점대신 다른 

패션 소매점으로 바꾸려 함 
.642 _a 

다른 패션 소매점을 더 많이 이용하려 함 .871 6.670 

백화점을 이용하는 차수를 줄일 것임 .671 6.658 

멀티채널 

이용의도 

상황에 따라 백화점 또는 다른 패션 소매

점을 선택적으로 이용하려 함 
.821 _a 

여러 패션 소매점을 동시에 이용하려 함 .703 7.531 

백화점과 다른 패션 소매점을 함께 이용

하려 함 
.733 7.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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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불만족 측정 집단 

 

몰입과 행동의도를 확인적 요인 분석한 결과 만족 측정 집단에서 

Normed χ²(χ²/df)=1.932로 3 미만의 수치를 보였고 CFI=.936의 경

우 0.9 이상의 값을 보였으며 GFI=.932와 AGFI=.838은 기준에 약간 미

치지 못하는 값을 나타내었다.  RMSEA=.079로 기준인 0.08보다 작아서 

각 적합도지수 모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구체적인 결과를 <표 4-7>에 

제시하였다. 

 

<표 4-7> 불만족 측정 집단의 몰입 및 행동의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문항내용 
표준화

계수 
t-값 적합도지수 

감정적  

몰입 

사랑하고 좋아하는 느낌 .825 _a 

χ²= 113.982 

 

Normed χ² 

(χ²/df) 

=1.932 

 

GFI=.895 

AGFI=.838 

CFI=.936 

RMSEA=.079 

애착을 가지고 있음 .803 10.027 

신뢰의 감정을 가지고 있음 .732 9.134 

가족과 같은 느낌 .683 8.435 

계산적  

몰입 

어쩔 수 없이 이용 .783 _a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이용 .947 10.722 

매여 있는 듯한 느낌 .703 9.004 

전환의도 

앞으로 주로 이용하던 백화점대신 다른 

패션 소매점으로 바꾸려 함 
.768 _a 

다른 패션 소매점을 더 많이 이용하려 함 .755 8.042 

백화점을 이용하는 차수를 줄일 것임 .754 8.037 

멀티채널 

이용의도 

상황에 따라 백화점 또는 다른 패션 소매

점을 선택적으로 이용하려 함 
.802 _a 

여러 패션 소매점을 동시에 이용하려 함 .853 9.322 

백화점과 다른 패션 소매점을 함께 이용

하려 함 
.713 8.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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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 모형의 구성체 타당도 

 

본 연구의 모형이 적합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구성체 타당성을 살

펴보았다. 구성체 타당성이란 요인과 측정변수간의 일치성 정도에 관한 것

으로, 측정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요인의 값을 정확하게 측정해주는 지를 

나타내는 것이다(이학식, 임지훈, 2009).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집중타당성

(convergent validity)와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를 확인할 필요

가 있다.  

집중타당성이란 하나의 요인에 대해 두 개 이상의 측정도구가 상관관계

를 가지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평균분산추출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값이 있다(이학식, 임지훈, 2009). 평

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값은 표준화 요인부하량을 

제곱한 값들의 평균으로 0.5 이상이면 집중타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받아들

인다. 판별타당성이란 한 요인이 실제로 다른 요인과 얼마나 다른지를 설명

하는 것이다. 평가의 대상이 되는 두 요인 각각의 AVE와 그 두 요인간의 

상관계수의 제곱을 비교하였을 때, 두 AVE가 모두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크

면 그 두 요인 간에 판별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Fornell & Larcker, 

1981). 

    두 집단에서 각각 감정적 몰입, 계산적 몰입, 전환의도, 멀티채널 이용

의도에 대하여 AVE값과 상관계수 제곱 값을 계산하여 집중타당성과 판별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를 <표 4-8>과 <표 4-9>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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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족 측정 집단 

 

  만족 측정 집단의 경우 AVE 값이 모두 .5 이상의 값을 보이면서 집중

타당성이 확인되었다. 각 잠재요인 사이의 상관관계 제곱값은 두 요인 각각

의 AVE 값보다 모두 낮게 나타나서 몰입 및 행동의도 변수들이 서로 판별 

타당성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8> 만족 측정 집단의 몰입과 행동의도 상관계수 및 평균분산 

추출값  

요인명 
감정적 

몰입 

계산적 

몰입 
전환의도 

멀티채널 

이용의도 
AVE 

감정적 

몰입 

 

 
   .67 

계산적 

몰입 

.15b
 

(-.385ª) 
   .64 

전환의도 
.01 

(-.083) 

.06 

(.249) 
  .54 

멀티채널 

이용의도 

.04 

(.195) 

.00 

(-.069) 

.11 

(.336) 
 .57 

a: 상관계수 

b: 상관계수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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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만족 측정 집단 

 

불만족 측정 집단의 경우 AVE 값이 모두 .5 이상의 값을 보이면서 집중

타당성이 확인되었다. 각 잠재요인 사이의 상관관계 제곱값은 두 요인 각각

의 AVE 값보다 모두 낮게 나타나서 몰입 및 행동의도 변수들이 서로 판별 

타당성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9> 불만족 측정 집단의 몰입과 행동의도 상관계수 및 평균분산

추출값  

요인명 
감정적 

몰입 

계산적 

몰입 
전환의도 

멀티채널 

이용의도 
AVE 

감정적 

몰입 

 

 
   .55 

계산적 

몰입 

.16b 

(-.396a) 
   .67 

전환의도 
.07 

(-.264) 

.15 

(.392) 
  .58 

멀티채널 

이용의도 

.00 

(.015) 

.00 

(-.026) 

.13 

(.364) 
 .63 

a: 상관계수 

b: 상관계수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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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체 측정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만족과 불만족을 측정한 두 집단 사이에 측정 동등성을 보완하기 위하

여 모든 요인을 반영한 전체 측정 모형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

하였다. 그 결과를 <그림 4-3> 과 <표 4-10>에 나타내었다. 본 측정모형

이 입력자료를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 나타내는 적합도지수가 기준을 충족시

키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각 항목의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 λ)이 통계

적으로 유의한지(p<.05) 확인하고 그렇지 못한 항목을 제거하였다(이학식, 

임지훈, 2011).  

그 결과 Normed χ²(χ²/df)=1.839로 기준인 3보다 작았고, 

CFI=.954으로 CFI는 0.9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AGFI=.864와 GFI=.897

는 0.9에 조금 미치지 못했다. RMSEA 값은 기준인 0.08보다 작은 .053으

로 나타나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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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3> 전체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X2 상품에 대한 지식 

 
뿌듯 

 
X1 

감정적 

몰입 

전환의도 

계산적  

몰입 

멀티채널 

이용의도 

X1 판매원의 신뢰성 
 

뿌듯 
 

X1 
X3 불만사항 해결 능력 

 
뿌듯 

 
X1 

X4 패션 제품의 유행성 
 

뿌듯 
 

X1 

X5 브랜드 다양성 
뿌듯 

 
X1 X6 원하는 제품 구비 
 

뿌듯 
 

X1 
X7 교통 편리성과 주차 용이성 

 
뿌듯 

 
X1 

X8 부대시설의 우수성 

 

X9 세일할 때 할인율 
 

뿌듯 
 

X1 

X10 다양한 기획행사와 할인행사 
 

뿌듯 
 

X1 

X11 카드 이용시 경제적 혜택 
 

뿌듯 
 

X1 

X12 사은품과 할인쿠폰 
 

뿌듯 
 

X1 У1 사랑하고 좋아하는 느낌 
 

뿌듯 
 

X1 

У2 애착을 가짐 

 

뿌듯 
 

X1 

У3 신뢰를 느낌 

 

뿌듯 
 

X1 

У4 가족과 같은 느낌 

 

뿌듯 
 

X1 
У5 어쩔 수 없이 이용 

 

뿌듯 
 

X1 

У6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이용 
 

뿌듯 
 

X1 

У7 매여 있는 듯한 느낌 
 

뿌듯 
 

X1 
У8 다른 채널로 바꾸려 함 

뿌듯 
 

X1 
У9 다른 채널을 더 이용하려 함 

 

뿌듯 
 

X1 

У10 백화점 이용을 줄일 것임 

 

뿌듯 
 

X1 
У11 선택적으로 이용하려 함 

뿌듯 
 

X1 
У12 여러 채널을 동시에 이용하려 함 

뿌듯 
 

X1 
У13 백화점과 다른 채널을 함께 이용하려 함 

뿌듯 
 

X1 

제품 

판매원 

시설 및 

장소 

가격 및 

판매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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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전체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문항내용 
표준화

계수 
t-값 적합도지수 

판매원 

X1 판매원들의 신뢰성 .911 _a 

χ²= 454.232 

 

Normed χ² 

(χ²/df) 

=1.839 

 

 

GFI=.897 

 

AGFI=.864 

 

CFI=.954 

 

RMSEA=.053 

X2 판매원들의 상품에 대한 지식  .888 23.075 

X3 불만사항 해결 능력 .814 19.242 

제품 

X4 패션 제품의 유행성 .959 _a 

X5 브랜드 다양성 .926 31.106 

X6 원하는 패션 제품 구비  .801 20.626 

시설 및 

장소 

X7 교통 편리성과 주차 용이성 .680 _a 

X8 부대시설의 우수성 .818 10.503 

가격 및 

판매촉진 

X9 세일할 때 할인율 .787 _a 

X10 다양한 기획행사와 할인행사 개최 .878 16.118 

X11 카드 이용시 경제적 혜택 .774 14.044 

X12 사은품과 할인쿠폰을 제공  .754 13.615 

감정적 

몰입 

У1 사랑하고 좋아하는 느낌 .843 _a 

У2 애착을 가지고 있음 .809 15.208 

У3 신뢰의 감정을 가지고 있음 .763  

У4 가족과 같은 느낌 .710 12.995 

계산적 

몰입 

У5 어쩔 수 없이 이용  .830 _a 

У6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이용  .925 15.690 

У7 매여 있는 듯한 느낌 .646 11.834 

전환의도 

У8 앞으로 주로 이용하던 백화점대신 다른 

패션 소매점으로 바꾸려 함 
.720 _a 

У9 다른 패션 소매점을 더 많이 이용하려 

함 
.797 10.735 

У10 백화점을 이용하는 차수를 줄일 것임 .715 10.329 

멀티채널 

이용의도 

У11 상황에 따라 백화점 또는 다른 패션 소

매점을 선택적으로 이용하려 함 
.807 _a 

У12 여러 패션 소매점을 동시에 이용하려 함 .789 12.067 

У13 백화점과 다른 패션 소매점을 함께 이용

하려 함 
.719 11.496 

a: 비표준화 인과계수(estimate)를 1로 고정시킨 경우로 t값과 p값이 도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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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구조 방정식 검증 

 

본 절에서는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

증하였다. 만족 측정 집단과 불만족 측정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1.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결과  

 

    백화점 점포 속성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이 몰입을 매개로 전환의도와 

멀티채널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경로모형을 구성하여 구

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다. 만족을 측정한 집단과 불만족을 측정한 집단

에 대해 각각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1) 만족 측정 집단 

 

만족 측정 집단의 경우 주요 적합도 지수는 χ²= 390.086 (df=265), 

Normed χ²(χ²/df)=1.472, GFI=.834, AGFI=.796, CFI=.932, 

RMSEA=.056으로 적절하게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결과를 <표  4-11>과 

<그림 4-4>에 제시하였다. 

첫째, 백화점 만족은 계산적 몰입과 감정적 몰입 모두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서 연구문제 1-1와 1-2는 지지되었다. ‘백화점 만족 → 감정적 몰

입’과 ‘백화점 만족 → 계산적 몰입’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함을 보여

주고 있으며 백화점 만족의 영향력은 계산적 몰입(γ=-.507)보다 감정적 

몰입(γ=.697)에서 조금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감정적 몰

입의 선행변인으로 주로 만족을 밝혔으며 본 연구의 결과 역시 몰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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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의 영향력이 검증되었다. 그러나 백화점 만족은 계산적 몰입에는 부적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감정적 몰입에는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

였다. 여러 선행연구 결과와 다르게 만족은 감정적 몰입과 계산적 몰입에 

다른 방향의 영향력을 가졌다. 

 

<표 4-11> 만족 측정 집단에 대한 가설 검증 

가설 경로 경로계수 t-값 
채택 

여부 

1-1 백화점 만족 → 계산적 몰입  -.507 -5.065*** 채택 

1-2 백화점 만족 → 감정적 몰입 .697 6.740*** 채택 

2-1 계산적 몰입 → 전환의도 .223 2.128* 채택 

2-2 감정적 몰입 → 전환의도 .022 0.223 기각 

3-1 계산적 몰입 → 멀티채널 이용의도 .010 0.093 기각 

3-2 감정적 몰입 → 멀티채널 이용의도 .215 2.041* 채택 

적합도

지수 

χ²= 390.086 (df=265), Normed χ²(χ²/df)=1.472 

GFI=.834, AGFI=.796, CFI=.932, RMSEA=.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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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계산적 몰입은 전환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보였지만 감정적 몰입

은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문제 2-1은 채택되었고 2-2는 기각되었

다. ‘계산적 몰입 → 전환의도’의 경로는 p<.05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냈으

며 정적인 영향력을 보였다. 선행연구 중에서 계산적 몰입과 감정적 몰입 

모두 전환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온 결과가 많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특히 계산적 몰입의 경우 전환의도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모든 유형의 몰입이 전환의도와 부적인 관계

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감정적 몰입은 멀티채널 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보였지만 계

산적 몰입은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문제 3-1은 기각되었고 3-2는 

채택되었다. ‘감정적 몰입 → 멀티채널 이용의도’의 경로는 p<.05 수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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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함을 나타냈으며 긍정적인 영향력을 보였다. 결과를 통해 감정적 몰입

은 멀티채널 이용의도와 정적인 관계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환의도와 

마찬가지로 감정적 몰입과 계산적 몰입은 멀티채널 이용의도에도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만족이 전환의도와 멀티채널 이용의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경로를 

추정해본 결과 그 영향력이 각각 .170과 .075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감정적 몰입과 계산적 몰입은 만족과 전환의도 및 멀티

채널 이용의도 사이에서 완전매개 역할을 하였다. 

 

<그림 4-4> 만족 측정 집단에 대한 구조 모형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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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보면 백화점 만족은 감정적 몰입에 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감정

적 몰입은 멀티채널 이용의도에 정적인 영향력을 미쳤다. 반면 백화점 만족

은 계산적 몰입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계산적 몰입은 전환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선행연구와 달리 감정적 몰입과 계산적 몰입은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 만족은 4가지 백화점 점포 속성 중에 

가격 및 판매촉진에 가장 잘 반영되었고 판매원에 있어서 가장 설명력이 적

었다. 또한 백화점 만족은 계산적 몰입보다 감정적 몰입에 더 큰 영향을 미

쳤다.  

 

 

2) 불만족 측정 집단 

 

불만족 측정 집단의 경우 주요 적합도 지수는 χ²= 376.968 

(df=265), Normed χ²(χ²/df)=1.419, GFI=.842, AGFI=.806, 

CFI=.936, RMSEA=.053으로 적절하게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결과를 <표 

4-12>와 <그림 4-5>에 제시하였다. 

 

<표 4-12> 불만족 측정 집단에 대한 가설 검증  

가설 경로 경로계수 t-값 
채택 

여부 

1-3 백화점 불만족 → 계산적 몰입  .649 4.895*** 채택 

1-4 백화점 불만족 → 감정적 몰입 -.532 -4.384*** 채택 

2-1 계산적 몰입 → 전환의도 .353 3.426* 채택 

2-2 감정적 몰입 → 전환의도 -.126 -1.253 기각 

3-1 계산적 몰입 → 멀티채널 이용의도 -.024 -0.234 기각 

3-2 감정적 몰입 → 멀티채널 이용의도 .004 0.037 기각 

적합도

지수 

χ²= 376.968 (df=265), Normed χ²(χ²/df)=1.419 

GFI=.842, AGFI=.806, CFI=.936, RMSEA=.053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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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백화점 불만족은 계산적 몰입과 감정적 몰입 모두 유의한 영향력

을 나타내서 연구문제 1-3와 1-4는 지지되었다. 백화점 불만족 → 감정적 

몰입’과 ‘백화점 불만족 → 계산적 몰입’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백화점 불만족의 영향력은 감정적 몰입(γ=-.532)보다 

계산적 몰입(γ=.649)에서 조금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주

로 만족을 선행변수로 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불만족도 측정하여 비교하였

다. 예상대로 두 가지 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의 방향과 크기는 만족 집단과 

불만족 집단이 반대로 나타났다.  

 

<그림 4-5> 불만족 측정 집단에 대한 구조모형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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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감정적 몰입과 계산적 몰입이 전환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계

산적 몰입의 영향력은 정적으로 유의했고 감정적 몰입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문제 2-1은 채택되었고 2-2는 기각되

었다. ‘계산적 몰입 → 전환의도’의 경로는 p<.05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냈

으며 정적인 영향력을 보였다. 만족 측정 집단과 마찬가지로 계산적 몰입이 

감정적 몰입과 다르게 전환의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셋째, 감정적 몰입과 계산적 몰입이 멀티채널 전환의도에 미치는 영향

의 경우 감정적 몰입과 계산적 몰입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연구문제 3-1과 3-2 모두 기각되었다. 만족 측정 집단과는 

다르게 불만족 측정 집단에서는 감정적 몰입이 멀티채널 이용의도로 이어지

지 않았다. 

넷째, 불만족이 전환의도와 멀티채널 이용의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경로

를 추정해본 결과 그 영향력이 각각 .200과 .725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

다. 따라서 감정적 몰입과 계산적 몰입은 백화점에 대한 불만족과 전환의도 

및 멀티채널 이용의도 사이에서 완전매개 역할을 하였다. 

종합적으로 백화점 불만족은 계산적 몰입에 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계

산적 몰입은 전환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백화점 불만족은 감정적 

몰입에 부적인 영향을 보였으나 감정적 몰입은 멀티채널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만족 측정 집단과 마찬가지로 감정적 몰입과 계산적 몰입은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백화점 불만족의 경우 만

족과 달리 감정적 몰입보다 계산적 몰입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백화

점 불만족은 4가지 백화점 점포 속성 중에 판매원에 가장 잘 반영되었고 

가격 및 판매촉진에 있어서 가장 설명력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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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요약 및 결론 

 

국내 시장에서 유통 채널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패션 제품을 구매하

는데 있어서도 대형 쇼핑몰 및 아울렛, M-commerce 등의 채널들이 대두

되고 있다. 더불어 국내외 전반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경기 침체 역시 백화

점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매출 신장율과 같은 성장지표들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백화점은 위기 의식을 느끼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업들은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이탈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소비자의 전환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 동안 관계마케팅 

분야에서 전환행동에 관한 연구는 주로 서비스 업계에서 이루어졌으며 유통 

업계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계 마케팅의 

선상에서 관계 몰입을 중심으로 소비자들이 백화점과의 관계에서 이탈하려

는 의도와 여러 유통 채널을 복합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았다. 백화점 업태 내의 전환뿐 아니라 다른 유통 채널로의 

이탈까지 고려하고자 하였으며,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을 만족과 불만

족으로 나누어서 측정하고 그 영향력을 비교하였다. 더불어 패션 제품을 구

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유통 채널을 함께 이용하는 행동 역시 함께 이해하려

고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먼저, 지난 6개월 이내에 백화점에서 패션 제품을 구매한 30-60

대 여성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주로 이용하는 백화점을 상기 시키고 백

화점 이용 행동과 점포 속성을 답하도록 하였다. 임의로 각 연령대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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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응답자에게 만족을 측정하는 문항을 할당하고 나머지 50%에게 불만족

을 측정하는 문항을 할당하였다. 그 관계에 대하여 감정적 몰입과 계산적 

몰입을 측정하고 설문에 집중하고 있는지 스크리닝 테스트를 제시하여 불성

실한 응답자를 제외시켰다. 그 다음, 백화점의 대안으로 고려하는 패션 소

매점을 상기시키고 이용 행동을 질문하였다. 마지막으로 백화점에서 다른 

패션 소매점으로 전환하려는 의도와 여러 채널을 함께 이용하려는 의도를 

측정하고 인구 통계적 특성을 질문하였다.  

    다중 집단 분석과 t-검정을 실시하여 만족을 측정한 집단과 불만족을 

측정한 집단 간의 동등성과 측정 등가성을 검증하였다. 백화점 만족과 불만

족은 판매원, 제품, 시설 및 장소, 가격 및 판매촉진으로 이루어진 점포 속

성을 바탕을 2차 요인 구조로 구성하였다. 신뢰도 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을 통해 백화점 만족 및 불만족의 2차 요인 구조와 몰입 및 전환의도의 신

뢰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평균분산추출값과 상관계수 값을 통해 집중타당

성과 판별타당성을 확인하였다. 백화점 만족과 불만족이 감정적 몰입과 계

산적 몰입을 매개로 하여 전환의도와 멀티채널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한 구조모형을 구성하였다. 실증적 연구 분석을 통해 밝혀진 연

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백화점 점포 속성에 근거한 만족은 계산적 몰입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감정적 몰입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산적 몰입은 

전환의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감정적 몰입은 멀티채널 이용의

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적 몰입과 계산

적 몰입은 만족과 전환의도 및 멀티채널 이용의도를 매개하는 데 있어서 서

로 다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 점포 속성에 근거한 불만족은 만족과 달리 계산적 몰입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감정적 몰입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족 

측정 집단에서 계산적 몰입은 전환의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감정적 몰입은 멀티채널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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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감정적 몰입과 계산적 몰입은 만족과 전환의도 

및 멀티채널 이용의도를 매개하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집단 모두 감정적 몰입과 계산적 몰입이 만족/불만족과 행동의도 사

이에서 서로 다른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감정적 몰입과 계

산적 몰입을 모두 고객 충성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했

던 이전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두 몰입이 서로 다른 영향력을 보였으

며 계산적 몰입은 관계 유지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감정적으로 애정이 담긴 몰입을 하게 되면 여러 채널을 함께 이용하려는 

의도로 이어지지만 상황 및 조건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계산적으로 몰입하게 

되면 전환의도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백화점은 고객들

에게 감정적 몰입을 유도해야 할 것이고 계산적으로 몰입한 고객들은 상황

에 따라 떠나갈 수 있을 것이다.  

만족과 불만족이 감정적 몰입과 계산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 및 크기의 

고/저는 서로 대칭적으로 나타났지만 감정적 몰입이 멀티채널 이용의도로 

가는 가설은 만족 측정 집단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만족과 불만족

이 서로 다른 차원에서 비대칭적인 이차원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

로 생각하였다. 만족에 대해 평가한 응답자는 감정적 몰입에서 멀티채널 이

용의도로 이어지는 충성적 행동을 쉽게 연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비해 

불만족을 평가한 응답자는 백화점에 대한 부정적인 속성을 떠올렸기 때문에 

감정적 몰입에서 관계 유지로 이어지는 경로를 상대적으로 부자연스럽게 연

상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는 몰입을 매개변수로 관계를 설명하는 모형이

기 때문에 만족 집단에서 설명력이 더 큰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몰입은 만

족 및 관계유지와 관련하여 주로 연구되던 변수이기 때문에 불만족에서는 

그 영향력이 부족할 수 있다. 불만족을 몰입 이외에 다른 변수와 함께 연구

한다면 전환행동과 관련하여 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만족과 불만족을 설명하는 백화점 점포 속성의 경우 만족을 측정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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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서는 판매원에 가장 적게 반영되었고 가격 및 판매촉진에 가장 높게 반

영되었다. 그러나 불만족을 측정하는 집단에서는 판매원에 가장 높게 반영

되었고 가격 및 판매촉진에 가장 높게 반영되었다. 백화점 불만족의 큰 원

인으로 높은 가격이 거론되지만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 있는 가격 및 판매촉

진은 백화점의 가격대가 아니라 할인율 및 기획행사, 사은품과 같은 경제적 

혜택이었다. 오히려 백화점의 가격대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

에서의 혜택은 고객에게 만족으로 다가올 수 있다. 더불어 제품이나 시설, 

할인혜택 등은 객관적인 속성인데 비해 판매원은 인적 요소라서 상대적으로 

주관적이고 감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이다. 사물이나 공간, 행사에서 

느껴지는 부족함보다 사람과 상호작용하면서 느끼는 불쾌함이 불만족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고객의 만족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가격적

인 측면에서 혜택이 적절할 것이고 고객의 불만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판

매원을 더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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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1.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패션 제품 소비자와 백화점 사이의 관계에서 두 가지 몰

입이 전환의도와 멀티채널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에 

따른 학문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통업계에서 충분하지 않았던 관계마케팅과 전환의도에 관한 연

구라는 점이 의의가 있다. 한경열, 전원재, 박주영(2009)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주로 이, 미용 서비스와 은행, 병원, 통신업체 등 서비스 업

계에서 관계마케팅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으며 유통 및 리테일 분야에서 관

련 연구가 부족하였다. 그 중에서도 패션 제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가 주로 

이용하는 유통 채널은 의미 있는 주제라고 생각하였다. 국내에서 고객들과 

오랜 시간 밀접한 관계를 맺은 백화점을 대상으로 전환행동을 중심으로 연

구하였다. 

백화점 업태 내에서의 전환뿐 아니라 서로 다른 유통 채널로의 전환까

지 반영하였다. 그 동안 백화점 고객의 전환의도에 관한 국내 연구는 모두 

백화점 업태 내에서 브랜드 이동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그러나 홈쇼핑, 온

라인을 비롯하여 모바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통 채널이 서로 경쟁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백화점의 경쟁자는 다른 브랜드 백화점뿐만이 아니라 다

른 유통 채널들이다. 특히 패션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백화점과 함께 다른 유통 채널로의 전환의도를 질문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소비자가 여러 유통 채널을 동시에 고려하는 상황에 맞게 멀티채널 이

용의도를 측정하였다는 점 역시 의의가 있다. 소비자들은 유통채널 하나를 

고집하지 않고 각 제품마다 여러 유통 채널을 비교하고 선택적으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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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백화점 업계에서도 이미 여러 새로운 유통 채널들

과 경쟁 및 협력을 통하여 소비자의 고려 집단(consideration set)내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기존 전환의도에 관한 연구에서 

잔존의도 (staying intention)을 함께 사용한 연구들이 있었지만 이미 지적

된 바와 같이 전환의도와 잔존의도는 서로 방향이 반대되는 동일한 개념이

다.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채널에 남아 있으려는 잔존의도 대신에 여러 채

널에 걸쳐서 머무르는 멀티채널 이용의도를 살펴보았다.  

만족과 불만족을 따로 측정하여 비교한 점도 이전의 전환의도 연구들과 

차별화되는 점이다. 전환행동과 같이 고객 불충성 행동에 있어서 만족뿐 아

니라 불만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족과 불만족은 서로 대칭적인 구

조가 아니기 때문에 감정적 몰입에서 멀티채널 이용행동으로 이어지는 경로

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관계를 전환하는 데 있어서 

불만족이 만족과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는 것이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기존 관계마케팅에서 계산적 몰입과 감정적 몰입의 역할이 

동일하게 나온 연구가 많았지만 본 연구는 두 몰입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몰입을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았던 선행

연구들과 달리 계산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몰입은 장기적으로 관계에 부

정적인 행동의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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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 

 

많은 유통기관들이 고객들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수십 년간 국내 유통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유지해 온 백화점은 올 

상반기 내내 실적 부진에서 헤어나오지 못했고 기존 고객들의 구매를 촉진

시키고 백화점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백화점과 소비자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이해하고 전략

적 대응에 기초가 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첫째, 백화점의 점포 속성은 만족과 불만족을 구성할 수 있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판매원, 제품, 시설 및 장소, 가격 및 프로모션의 4 가지 요인

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는 소비자들이 백화점을 인식하는 유, 무형의 자원이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기업은 고객에게 감정적 몰입을 통해 멀티채널 이용의도를 구축

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수많은 유통 채널이 경쟁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

이 여러 소매 경로를 이용하는 상황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적응해야 한

다. 멀티채널 소비자를 이해하고 그에 맞게 변화하지 못하면 소비자들이 백

화점에 등을 돌리고 전환의도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백화점에서

는 여러 채널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행동을 수용하고 그 선택지 내에 포함되

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른 소매점으로 전환하려는 의사가 아

니라 여러 채널을 함께 이용하려는 의사로 이어지게 되는 감정적 몰입은 백

화점이 구축해야 하는 중요한 관계적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셋째, 기업은 고객에게 계산적 몰입을 구축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나아

가 전환의사를 낮추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몰입이라 하더라도 소비자가 대

안이나 전환비용을 염두에 두면서 어쩔 수 없이 몰입하게 되면, 전환하려는 

의사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비자가 득실을 계산하면서 관계에 

몰입하는 것은 오히려 그 관계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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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해할 수 있다. 비록 현대 사회에서 소비자들이 계산적인 몰입을 형성

하는 경우가 많지만 경쟁이 심화될수록 감정적인 몰입을 형성하려고 노력해

야 할 것이다. 계산적으로 형성된 몰입과 애정, 선호도는 경쟁업체에 대해 

항상 비교우위를 유지하지 않는 이상 소비자가 냉혹하게 떠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백화점 혹은 소매 점포에 대해 애착과 

신뢰를 포함하는 몰입을 형성하면 경쟁업체를 함께 이용하더라도 기존 업체

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가 점포와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감정을 기반으로 한 몰입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넷째, 만족과 불만족은 서로 다른 역할 및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족에 초점을 둔 전략과 불만족에 초점을 둔 전략은 달라져야 한다. 고객

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2012년 내내 지속적이고 파격적인 할인행사로 매출 부진을 막고 있다는 보

도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2 불만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판매원을 잘 관리해야 할 것이다. 특별한 서비스로 고객을 만족시키기는 어

려워도 사소한 마찰이 불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다. 또한 만족을 느끼면 계산적 몰입보다 감정적 몰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치

고 불만족을 느끼면 감정적 몰입보다 계산적 몰입에 더 큰 영향을 보였다. 

감정적 몰입을 강화하려는 기업의 경우 고객을 만족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고 계산적 몰입을 감소시키려는 기업의 고객의 불만족을 막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경남신문 (2012.6.28). 백화점 한달간 세일… 매출 부진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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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 

 

본 연구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더 나은 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몰입 이외에 전환의도와 더 밀접하게 관련된 변수를 연구하게 되

면 더 흥미롭고 직접적인 영향력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불만족을 

측정한 집단에서 만족 측정 집단에 비해 유의한 영향력이 적게 나타났는데 

이는 몰입을 중심으로 관계를 알아보았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전환행동에 

관련하여 불만족의 역할을 더 의미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관계 변수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둘째, 백화점 이외에 다른 유통 채널에 적용시켜서 연구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쇼핑몰이나 SPA 매장과 같이 다른 특성을 가진 점포들에서 

연구할 경우 점포 속성을 그 특성에 맞게 수정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점

포마다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와 취급하는 제품을 고려하여 연구 대상 및 방

법을 다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패션 제품을 구매하는 행동을 더욱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연구를 설계하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셋째, 소비자와 소매점이 아닌 다른 관계에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주로 서비스 업계에 대하여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유통 

업계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그 외에도 관계마케팅이 적용될 수 있는 다른 

분야에서도 연구가 가능할 것 같다. 소비자와 브랜드와의 관계에 적용시켜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마케팅을 벗어나 사람 사이의 관계

에서도 흥미로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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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실증적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김도연입니다. 

 

본 설문지는 연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패션 소매점 이용 행동과 관련하여 수행되

는 조사입니다. 각 질문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으니 평소에 생각하시던 대로 한 문항도 빠짐

없이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적으로 처리될 뿐 개별적으로 공개되지 않으므로 안심하시고 솔직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응답은 연구를 위해 매우 소중하고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설문에 응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12년 9월 

서울대 의류학과 패션마케팅 연구실 

김도연 드림 

02-880-8769 

sweetbox@snu.ac.kr 

 

지도교수: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교수 추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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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여러분의 패션 소매점에 대한 이용행동을 조사하기 위해 기획되었습

니다. 

 

패션 소매점이란 패션 제품이나 서비스를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점포를 

말합니다. 

 

여기서 패션 제품이란 옷과 함께 가방, 구두, 악세서리 등을 포함합니다. 

 

 

 패션 소매점의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귀하가 최근 6개월 이내에 구매해 본 경험이 있는 유형을 모두 선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백화점         (ex. 롯데, 현대, 신세계, 갤러리아, 기타 지역 백화점 등) 

② 대형 쇼핑몰    (ex. 타임스퀘어, 눈 스퀘어, 가든파이브 등)  

③ 대형 마트      (ex.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  

④ 아울렛         (ex. 마리오 아울렛, 뉴코아 아울렛, w몰 등)  

⑤ 보세 매장      (ex. 동네 상가, 이태원, 가로수길, 명동, 이대 등)   

⑥ 브랜드 로드샵  (ex. 브랜드 단독 매장, 명동 및 강남 거리 ZARA, H&M 등) 

⑦ 인터넷 쇼핑몰  (ex. 대형 쇼핑몰, 소형 쇼핑몰, 인터넷 대행구매 카페 등) 

⑧ 홈쇼핑         (ex. 텔레비전 홈쇼핑 채널, 카탈로그 등) 

⑨ 면세점         (ex. 시내면세점, 인터넷 면세점, 공항면세점 해외면세점 등) 

⑩ 시장           (ex.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등) 

⑪ 기타           (                            )   

 

 

 

1) 백화점이 선택된 경우 ->  

위의 점포들 중에서 백화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이십니까? 

① 0~20%     ② 20~40%     ③ 40~60%     ④ 60~60%     ⑤ 80~100% 

 

2) 백화점이 선택되지 않은 경우 -> 설문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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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 문항들은 패션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백화점을 이용하는 상황을  

알아보는 문항입니다.  

 

 

패션제품을 구매하실 때 주로 이용하는 백화점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어떤 백화점을 주로 이용하셨습니까? 

① 네  (             ), 백화점   (            ) 지점        ② 아니오 -> 설문중단        

     예) 롯데백화점  명동점 

 다음 문항들에서 위 백화점을 A 백화점으로 표기 

 

A 백화점을 대략 몇 년 동안 이용해오셨습니까? 

(             ) 년 

 

 가장 최근에 패션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A 백화점을 이용했던 경험은 언제이십니까? 

① 한 달 이내    ② 한 달 이상,    (        ) 개월 전 

                                    예)   2  개월 전  

 

   지난 6개월 동안 패션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A 백화점을 몇 번 정도 이용하셨습니까? 

  이용한 적 없다.   ② 1~2 회   ③ 3~4 회   ④ 5~6회   ⑤ 7~8회    

⑥ 9~10회   ⑦ 11회 이상  

 

   지난 6개월 동안 A 백화점에서 패션 제품을 구매하는 데에 총 얼마 정도를 지출하셨 

습니까?  

① 구매한 적 없다.      ② 10 만원 미만     ③ 10 만원 이상  20 만원 미만    

④ 20 만원 이상  30 만원 미만               ⑤ 30 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⑥ 50 만원 이상  100 만원 미만              ⑦ 100 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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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다음은 귀하가 평소에 패션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이용하던 A 백화점에 대한 

귀하의 평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각 표현에 대해 가장 적절한 수준에 표시해 주

시기 바랍니다. 

 

 

 

 

1) 만족 측정 집단 
 

 

 A 백화점에서… 

 

번호 문항 
전혀         보통       매우                

그렇지 않다  이다     그렇다 

1 불만사항이 생겼을 때 판매원들이 잘 해결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구입한 상품을 교환하거나 환불하는 것이 쉽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판매원들이 상품에 대해 지식이 풍부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판매원들은 믿을 만 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원하는 패션 제품이 항상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다양한 브랜드가 갖추어져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패션 제품의 유행성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쾌적하고 붐비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부대시설이 훌륭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교통이 편리하고 주차가 용이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주변에 다른 상가들과 함께 있어서 다른 업무와  

같이 쇼핑하기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패션 제품의 가격이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카드를 이용하면 경제적 혜택이 크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세일할 때 할인율이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다양한 기획행사와 할인행사를 자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6 정보제공을 위해 카탈로그나 팜플렛을 잘 보내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7 매스컴에 나오는 광고가 마음에 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8 사은품과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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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만족 측정 집단 
 

 

 A 백화점에서… 

 

번호 문항 
전혀         보통       매우                

그렇지 않다  이다     그렇다 

1 
불만사항이 생겼을 때 판매원들이 잘 해결해주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구입한 상품을 교환하거나 환불하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판매원들이 상품에 대해 지식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판매원들이 고객을 속이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원하는 패션 제품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브랜드가 다양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패션 제품이 유행에 뒤떨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혼잡하고 사람이 붐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부대시설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교통이 불편하고 주차가 쉽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주변에 다른 상가들이 별로 없어서 다른 업무와  

같이 쇼핑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패션 제품의 가격이 적절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카드를 이용해도 경제적 혜택이 작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세일할 때 할인율이 작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기획행사와 할인행사를 별로 안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6 정보가 있는 카탈로그나 팜플렛을 잘 보내주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7 매스컴에 나오는 광고가 마음에 안 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8 사은품과 할인쿠폰을 잘 제공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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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음은 귀하가 평소에 이용하는 백화점과 귀하의 관계에 대한 문항입니다. 

  

 

 나는 A 백화점을/ 에… 

 

번호 문항 
전혀         보통       매우                
그렇지 않다  이다     그렇다 

1 사랑하고 좋아하는 고객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애착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신뢰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가족과 같은 느낌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어쩔 수 없이 이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이용해야만 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매여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Screening test:  

다음 중 백화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① 현대백화점    ② 롯데백화점    ③ 신세계백화점   ④ 갤러리아   ⑤ 코스트코 

 

 

 

전환 시나리오 질문 

 

백화점과 다른 패션 소매점을 비교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① 네            ② 아니오   

 

 

최근에 백화점보다 다른 패션 소매점에서 더 매력을 느꼈던 적이 있으십니까? 

① 네            ② 아니오   

 

백화점대신에 다른 패션 소매점을 이용하는 것을 고려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① 네            ②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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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음은 백화점 이외의 다른 패션 소매점에서 패션 제품을 구매하는 상황에 

대한 문항입니다.  

 

 

다음 중에서 귀하가 백화점에 대한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패션소매점의 유형을 모

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응답가능) 

① 대형 쇼핑몰    (ex. 타임스퀘어, 눈 스퀘어, 가든파이브 등) 

② 대형 마트      (ex.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 

③ 아울렛         (ex. 마리오 아울렛, 뉴코아 아울렛, w몰 등) 

④ 보세 매장      (ex. 동네 상가, 이태원, 가로수길, 명동, 이대 등) 

⑤ 브랜드 로드샵  (ex. 브랜드 단독 매장, 명동 및 강남 거리 ZARA, H&M 등) 

⑥ 인터넷 쇼핑몰  (ex. 대형 쇼핑몰, 소형 쇼핑몰, 인터넷 대행구매 카페 등) 

⑦ 홈쇼핑         (ex. 텔레비전 홈쇼핑 채널, 카탈로그 등) 

⑧ 면세점         (ex. 시내면세점, 인터넷 면세점, 공항면세점 해외면세점 등) 

⑨ 시장           (ex.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등) 

⑩ 기타           (                            )   

 

그 중에서 백화점에 대한 대안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패션 소매점은 어느 곳

입니까? 

   (                                                      )   

 다음 문항들에서 위 패션 소매점을 B 패션 소매점으로 표기 

 

B 패션 소매점에서 최근 6개월 동안 패션 제품을 대략 몇 번 정도 구매하셨습니까? 

① 이용한 적 없다.   ② 1~2 회   ③ 3~4 회   ④ 5~6회   ⑤ 7~8회    

⑥ 8~9회   ⑦ 10회 이상  

 

  위의 패션 소매점에서 최근 6개월 동안 패션 제품을 구매하는 데에 총 얼마 정도를  

지출하셨습니까?  

① 구매한 적 없다.      ② 10 만원 미만     ③ 10 만원 이상  20 만원 미만    

④ 20 만원 이상  30 만원 미만               ⑤ 30 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⑥ 40 만원 이상  50 만원 미만               ⑦ 50 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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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다음은 향후 패션 쇼핑에 대한 귀하의 계획과 행동의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평

소에 패션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이용하던 백화점을 떠올리시면서 가장 적절

한 수준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보통       매우                
그렇지 않다  이다     그렇다 

1 
   앞으로 패션 제품을 구매할 때 다른 패션 소매점으로 

 바꿀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더 이상 A 백화점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A 백화점을 이용하는 차수를 줄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다른 패션 소매점들을 더 많이 이용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A 백화점과 다른 패션 소매점을 함께 이용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다른 패션 소매점에서 A 백화점의 부족한 부분이 

   충족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나는 여러 패션 소매점을 동시에 이용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나는 상황에 따라서 A 백화점 또는 다른 패션 소매점 

   을 선택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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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다음은 귀하의 인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설문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만  (           ) 세 

 

3. 귀하의 결혼여부는?   

① 미혼   ② 기혼 

 

4. 귀하의 자녀여부는?   

① 유     ② 무 

 

5. 귀하의 직업은?     

① 전업주부 

② 학생(대학생, 대학원생 등)  

③ 서비스 판매직(판매원, 요리사, 미용사, 승무원, 운전기사 등) 

④ 사무직(은행원, 공무원, 회사원, 사회단체 직원 등) 

⑤ 전문기술직(엔지니어, 디자이너, 건축사, 약사, 간호사, 연예인, 체육인 등) 

⑥ 전문직(의사, 법조인, 교수, 연구원, 회계사) 

⑦ 경영관리직(기업체 간부, 고급 공무원, 중소기업 경영자 등) 

⑧ 기타 

 

6. 귀하의 월 평균 가계 총 수입액은 얼마 입니까?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총 수입) 

① 100 만원 이하      100~200 만원      200~300 만원 

   300~500 만원      500~1000 만원     1000 만원 이상 

 

7. 패션 제품을 구매하는 데에 지출하는 월 평균 금액은 어느 정도이십니까?  

①   10 만원 이하      10~20 만원      20~30 만원 

   30~50 만원       50~100 만원     100 만원 이상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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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witching Intention of Fashion 

Product Consumers in Department 

Store 
- Mediating Role of Commitment - 

 

Do Yuon, Kim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ccording to the Retail Life Cycle theory, life cycle also exists in 

distribution facilities like fashion products. In domestic clothing market, 

there is severe competition among various distribution facilities other 

than department stores such as home shopping networks, large 

shopping malls, outlets, and internet shopping malls, and consumers 

make the choice of store after comparing them all at once. Among the 

stores, the sales and growth rate in department stores have been 

falling since the onset of the long-term economic recession.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process of fashion product consumers’ 

separation from the relationship with department stores based on 

relationship marketing approach.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to understand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intention of fashion product consumers to switch from 

department stores to other distribution channels. The study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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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fied the effects of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concerning the 

attributes of department stores upon the “switching intention” and 

“multi-channel intent”, or the intention of the consumers to use 

multiple channels. The study focused on the mediating role of 

commitment which had form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ashion 

product consumer and department stores. In consideration of the 

behavior of multichannel-shopping consumers, effort was made to 

evaluate the intention to use multiple distribution channels. Also, study 

on the intention to switch to distribution channels outside the 

department store more than within was conducted. 

On-line survey was carried out and the ‘7-point Likert scale’ 

was used. In order to study the fashion product consumers who had a 

relationship with department stores, 300 women between 30 and 60 

years old were the subjects of the study. In the case of women in their 

teens and twenties, it had not been long that they shopped using their 

income and had not developed a stable relationship with the department 

stores, were exempted. At the beginning of the survey, the subjects 

were asked to choose all forms of stores that they had purchased a 

fashion product from within six months. Those who did not have 

‘department store’ as one of the answers were exempted as well. 

First, the subjects were asked to remember the experience and the 

specific department store that they used frequently when shopping for 

fashion products. Then, they were asked to evaluate the sales clerk, 

place, price, and promotion. 150 of the subjects were given 

questionnaires concerning satisfaction and the remaining 150 were 

given questionnaires concerning dissatisfaction. Next, affective 

commitment and calculative commitment were respectively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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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reminding the subjects about a fashion store that could replace 

the specific department store that they had chosen earlier, their 

switching intention from the department store to other fashion stores 

as well as the multi-channel intent were analyzed.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factor analysis, and t-test 

were implemented using SPSS 18.0.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and multiple group analysis were 

implemented using AMOS 18.0.  

First, the group tested for satisfaction showed that satisfaction on 

the attributes of department store showing negatively significant 

influence on calculative commitment and positively significant influence 

upon the affective commitment. Also, calculative commitment had 

positively significant influence on switching intention, whereas 

affective commitment had one on the multi-channel intent. Therefore, 

satisfaction had different effects on affective commitment and 

calculative commitment. Also, calculative commitment phased into 

switching intent, while affective commitment phased into multi-channel 

intent. 

Second, the group tested for dissatisfaction showed that 

dissatisfaction concerning the attributes of the stores in a department 

store had positively significant influence on calculative commitment but 

had negatively significant influence on affective commitment. Also, 

while calculative commitment had positively significant influence on 

switching intent, affective commitment had no significant influence on 

any intent. Dissatisfaction also showed different effects on calculative 

and affective commitments and calculative commitment phased into 

switching i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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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h groups tested for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showed that 

when they had calculative commitment, switching intention followed. In 

the group tested for satisfaction, it was shown that when they 

committed with affection to the department store, intent to use many 

distribution channels followed. Both groups tested for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showed that calculative commitment and affective 

commitment each served different functions. Also, this study model 

showed different results between the two groups.  

This study has implications for distribution channels targeting 

fashion product consumers. Department stores should take this into 

consideration that affective commitment and calculative commitment 

serve different function. The consumers who have inevitably formed a 

calculative commitment might bear the thought of switching to other 

distribution channels. On the other hand, the consumers who have 

more of an affective commitment tend to show the intent to use other 

channels along with the department store. The department store needs 

to make an effort to instigate affective commitment from the 

consumers rather than calculative commitment in order to reduce the 

switching intent from the department store. Also, in order to survive 

the competition among many distribution channels, the department 

store should understand the consumers’ behavior using various 

channels, and establish a strategy based on the understanding.  

 

Keywords : Switching Intention, Multi-channel Intent, Calculative 

Commitment, Affective Commitment, Satisfaction, 

Department 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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