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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쇼핑은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 활동의 하나로 쇼핑 과정에서 판매원, 쇼핑

동반인, 다른 고객 등 다양한 인적 요소와의 접촉은 필수적이며 다른 물리

적 요소와 마찬가지로 소비자의 쇼핑행동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중요성에

도 불구하고 매장 내 물리적 요소나 판매원에 비해 다른 고객의 영향에 대

한 연구는 부족하였는데, 그 이유는 물리적 환경과 판매원 관련 요인은 기

업이 자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인데 반해 고객들간의 인식이나 상호

작용은 기업의 통제 밖의 영역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학계

와 현장에서는 다른 고객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리필요성과 관리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매장 내 고객을 관리하는 것이 기업의 관계 마케팅

의 한 단계 발전한 시도라고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션 매

장에서 다른 고객의 지각이 소비자의 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고, 특히 점포 형태와 고객 특성에 따라 그 영향력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패션 매장 내 다른 고객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매장 내 다른 고객의 지각 차원은 유

사성, 신체적 매력, 적합한 행동의 3차원으로 구분하였고,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도출하였다. 첫째, 패션 점포 내 다른 고객의 각 차원이 그것을 지

각한 소비자의 점포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둘째, 패션 점포 내 다

른 고객의 각 차원이 그것을 지각한 소비자의 행동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셋째, 명품매장과 SPA매장에서 다른 고객 지각이 점포태도와 행

동반응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규명한다. 넷째, 소비자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다른 고객 지각이 점포태도와 행동반응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비

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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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문제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회상법에 의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대상은 최근 6개월 간 대형명품매장 또는 대형

SPA매장의 쇼핑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남성 소비자와 여

성 소비자, 그리고 2-30대 젊은 소비자와 4-50대 나이든 소비자의 비율

이 같도록 할당 수집하여 총 429부의 응답을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수

집된 응답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 점포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점포태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매장 

내 다른 고객의 유사성보다는 신체적 매력과 그들의 행동 적합성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 이는 타인과의 유사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긍정적인 평가

와 행동을 나타낸다는 선행연구들의 흐름과 다른 것으로 이에 대한 가장 큰 

이유로는 연구대상을 고려해볼 수 있다. 기존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수집의 

편의성과 패션 상품의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소비자라는 점에서 젊은 여

성을 대상으로 유사성의 영향을 검증하였으나 이러한 결과를 남성이나 나이

든 소비자로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도 여성 소비자 

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다른 고객과의 유의성이 점포태도에 미치

는 영향이 유의하여 소비자 특성에 따라 다른 고객과의 유사성 지각의 영향

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점포 내 행동반응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다른 고객 지각 차원 중 유

사성과 신체적 매력은 직접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고, 적합한 행동만이 

직접적인 영향이 확인되었다. 다른 고객의 행동은 그것을 지각한 소비자가 

기대하는 다른 고객의 역할과 사회적 규범에 따라 행동의 적합성 여부를 판

단하고, 이것은 소비자의 구매의도, 재방문의도, 추천의도와 같은 행동반응

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셋째, 명품매장에서 고객들은 신체적 매력과 행동 적합성에 따라 점포태도

를 형성하였고, SPA매장에서는 행동 적합성만이 점포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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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함이 확인되었다. 과시적 특성을 갖는 명품을 소비하는 상황에서 소비

자들은 점포 내 다른 고객들을 준거집단으로 활용하고 특히 SPA 매장의 

쇼핑에 비해 다른 고객의 신체적 매력을 중요한 단서로 활용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넷째, 여성 소비자들은 다른 고객들과의 유사성을 지각하면 점포태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받았으나, 남성 소비자에게서는 유사성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점포 내 인적 요소의 유사성의 영향을 검증한 선행연구들의 

연구대상이 대부분 여성이었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유사성의 영

향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패션 점포 내 다른 고객의 행동적합성이 그

것을 지각한 소비자의 행동반응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남성 소비자 또

는 젊은 소비자 집단에서만 유의하였다. 다른 고객이 사회적 규범에 위반되

는 행동을 하는 것을 지각했을 때, 남성과 젊은 소비자들은 여성과 나이든 

소비자에 비해 부정적인 행동반응에 즉각적으로 반응함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기업은 남성 소비자와 젊은 소비자들의 즉각적인 행동반응에 유의하여 

고객들의 행동 적합성을 관리하고 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패션 점포 내 다른 고객 지각의 영향을 다양한 점포형태와 소비

자의 성별, 연령에 따라 다각도로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패션 점포를 운영하는 기업에는 그 동안 기업의 영역 밖이라고 여겨졌던 고

객 구성 및 훈련, 고객 포트폴리오 관리에 관련된 전략을 구상함에 있어 명

품과 SPA 매장, 그리고 고객과 성별에 따른 다른 고객 지각 차이를 연구한 

본 연구의 결과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다른 고객, 유사성, 신체적 매력, 행동의 적합성, 점포태도, 행동반

응, 명품매장, SPA매장, 성별, 연령 

학  번: 2012-2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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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쇼핑행동은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 활동에 속한다. 쇼핑과정, 특히 점포에

서 소비자에게 영향을 주는 환경요소는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판매원과 쇼

핑 동반인, 그리고 매장 내 다른 고객과 같은 인적 요소는 소비자가 매장에

서 필수적으로 접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점포 내 사회적 환경   

요소의 영향에 대한 연구 없이는 리테일 상황에서 개인의 행동을 완전히 이

해하기 어렵다(Tombs & McColl-Kennedy, 2003). 

소비자가 쇼핑행동을 하는 점포에는 종종 다양한 고객들이 동시에 존재하

고, 각 고객의 쇼핑경험은 다른 고객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Verhoef et 

al(2009). 예를 들어 매장 내에서 큰 소란을 피우는 고객은 다른 고객의 

감정을 불쾌하게 하고, 점포에 대한 고객들의 태도, 나아가 점포에 머무르

는 시간이나 상품선택 등 고객경험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른 고객이 고객경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도 있는데, 예를 들

어 패션 점포에서 굉장히 트렌디한 모습의 다른 고객을 보고, 소비자는 최

신 트렌드가 무엇인지 또는 서로 어울리는 의복 조합이 무엇인지 알게 됨으

로써 자신의 패션상품을 보다 더 수월하게 선택할 수 있다(이준엽, 2009). 

이처럼 매장 내에서 고객들은 서로에게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고 특히, 옳

은 고객(right)의 존재와 행동은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느끼게 하고, 다른 

고객의 만족 또는 서비스 생산 참여 의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Grove & 

Fisk, 1997). 

 기업 관리자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고객의 경험을 망치고 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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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가 되는 불량 고객(dysfunctional customer; Harris & Reynolds, 

2003)이다. 고객 블랙리스트, 악성고객, 진상고객, 민폐고객, 꼴불견 손님, 

제이커스터머(jaycustomer; Lovelock, 1996), 일탈고객(deviant customer; 

Mills & Bonoma, 1979), 소비자 부정행위(aberrant customer behavior; 

Fullerton & Punj, 1993) 등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고객을 부르는 다양한 

용어를 보아도 이들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고민을 알 수 있다.  

그 동안 고객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리테일 환경에 대한 연구는 주로 물

리적 요소 즉, 서비스 인터페이스(e.g., Dabholkar & Bagozzi, 2002, 

Curran et al., 2003), 상품구색(e.g., Oppewal & Koelemeijer, 2005, 

Rajaram, 2001), 점포 분위기(e.g., McKinney, 2004, Michon et al., 

2005), 가격(e.g., Fong, 2013)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어 왔다. 반면 사회적 

요소와 인적 자원 즉, 다른 고객, 종업원, 쇼핑 동반인 등에 대한 연구는 상

대적으로 적었다. Verhoef et al.(2009)이 연구한 고객경험을 형성하는 결

정요인 중에서도 향후 활발한 연구가 필요한 분야로서 사회적 환경(social 

environment)을 제안하였다. 

리테일 환경에서 고객 경험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환경과 인적 요소에 대

한 선행연구들은 고객들간의 관계보다는 종업원과 고객과의 상호작용에만 

집중한 경향이 있다(e.g., Bitner et al., 1990, Hartline and Jones, 1996, 

Smith et al., 1999 & Winsted, 2000, Smith, 1998). 그 이유는 물리적 환

경과 함께 종업원 관련 요인은 기업이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인데 반해 고객

들 간의 인식이나 상호작용은 기업의 통제 밖의 영역이라고 여겨졌기 때문

이다.  

최근 학계와 현장에서는 다른 고객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리필요성과 관

리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Prahalad & Ramaswamy, 2000; "

강남역 버거킹 에티켓, '2시간 이상은 민폐?’”, 2012). 예를 들어 Martin & 



3 

Pranter(1989)는 기업이 적절한 고객 조합(mix)과 고객간 관계를 향상시

키기 위해 “고객 적합성 관리(compatibility management)”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 리테일러 입장에서 서로 어울리

는 고객 구성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노력이 

성공한다면 새로운 고객을 유입하거나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Clark & Martin(1994)의 연구에서도 또한 기업 내 고객의 적합성

을 관리하는 것이 기업의 관계 마케팅의 한 단계 발전한 시도라고 제안하였

고, Booms & Bitner(1981)은 고객의 능력과 재능을 이끌어 내는 참여행동

(participation)을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Lovelock(1996)은 고객의 외모, 행동, 나이 등과 관련된 고객 포트폴리

오 관리(managing the customer portfolio)를 통해 고객 경험의 만족을 향

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최근 많은 기업들은 고객의 

정보와 쇼핑행동을 분석하여 보다 효과적인 고객 포트폴리오를 구축, 강화

하기 위해 많은 기술과 전략을 투자하고 있다(“노키아지멘스, 고객 경험관

리 포트폴리오 강화나서”, 2013). 이것은 마케팅의 전통 연구 분야인 고객 

세분화(Segmentation)의 발전된 단계라고 이해 할 수 있다. 

Lovelock(1996)은 또 서비스 마케터는 고객들 간의 행동을 확인하는 “경

찰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였고, Gummesson(1993)도 “올바른(right) 

고객을 유치하는 것은 올바른 조직원을 유치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말하며 리테일러에게 고객 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지난 시기, 리테일 상황에서 다른 고객에 대한 연구는 종합적이고 총체적

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다른 고객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다른 고객의 단순 

존재, 다른 고객의 수 또는 밀집성, 다른 고객의 신체적 매력, 다른 고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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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심리적/물리적 거리, 다른 고객과의 유사성)가 각각 독립적으로 연구된 

경향이 있다. 영향의 결과인 종속변수도 대부분 응답자의 단순한 감정이나 

만족∙불만족, 서비스 품질 인식 등 많은 차원 중 한 개 이내의 차원만이 측

정되어서 하나의 요인에 대한 하나의 결과를 나타내는 단편적인 연구 결과

가 많았고, 따라서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이해에는 어려움이 있었다(e.g., 

Martin, 1996).  

다른 고객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대부분 

레스토랑이나 호텔 등 서비스 거래 상황에 집중되어있어서(e.g., Miao & 

Mattila, 2013) 그 연구결과를 패션 리테일링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패션 상품을 구매할 때에는 기능성과 실용성 외에 특히, 스타

일, 아름다움, 사회적 수용, 자기만족, 신분상징성 등 여러 가지 사회심리적 

기준이 적용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이은영, 1991). 상징적 의미, 표현

적 의미가 강한 패션 상품을 구매할 때에는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보다 타인을 많이 의식하게 되므로 패션 리테일링 상황에서의 연구가 필

요하다.  

패션 리테일 상황에서의 다른 고객 지각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적은데, 지

금까지의 연구는 다른 고객 지각 차원을 밝히고 검증하는 수준이거나

(Brocato et al, 2012)고객간 접점 품질 차원의 사례를 이용하여 탐험적 연

구(이준엽, 2009)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러한 탐험적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패션 리테일링 상황에서 나타나는 다른 고객 지각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한 때이다.  

이에 본 연구는 패션 리테일 상황에서 다른 고객에 대한 지각이 패션 상

품을 구매하는 고객의 점포태도와 행동반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보고자 한다. 그리고 다양한 점포 상황(명품매장과 SPA매장)과 고객 특성

(고객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그 영향력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패션 리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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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상황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이해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소비자의 점포태도와 행동반응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환경 요인 중 

그 동안 연구가 적었던 인적 요소, 특히 다른 고객에 대한 연구의 공백을 

채워 점포태도와 행동반응을 결정하는 구성요소를 더욱 완전히 이해한다는

데 본 연구의 학문적인 목적이 있다.  

두 번째로 다른 고객의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기업이 그들의 타겟 고

객을 더 정확하게 세분화하여 고객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실무적 전략을 제공

한다. 그 동안 매장 내 입점 고객 관리는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으로 

인식되어, 비교적 통제가 쉬운 리테일 내의 물리적 환경이나 종업원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전략에 치우쳤다. 그러나 최근 고객 적합성 관리

(compatibility management)와 고객 포트폴리오 관리, 고객 참여 등 기업

의 마케팅 전략에 고객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그들을 관리, 제어하는 방법

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의 고객 관리 전략에 

있어 고객들 간의 상호작용이 더 긍정적으로 유지하고 최종적으로 기업에 

대한 만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패션 리테일의 다양한 점포유형과 다양한 고객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패션 리테일 상황 전반의 특성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다. 

위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의 다음 장에서는 다른 고객 지각과 점포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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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행동반응, 그리고 점포특성과 고객 특성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한

다. 이어서 설문조사 방법과 결과 해석, 결론 및 시사점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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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본 절에서는 리테일 환경 내 다른 고객 지각과 그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하

여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점포에 대한 소비자 태도와 행동반응

에 대한 개념을 분석한다. 또한 다른 고객 지각이 점포태도와 행동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조절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과 고객 기질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이를 통해 패션 리테일 상황에서 고려하여야 할 다른 고객 지각

의 차원에 대해 정리하고, 점포태도와 행동반응에 대한 영향에 대한 선행연

구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패션 리테일 상황에서 다른 고객 지각이 점포태

도와 행동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델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 1 절 다른 고객 지각 

본 절에서는 리테일 환경 내 다른 고객의 개념과 차원을 명확히 하고, 그

영향에 대한 가정을 설정하기 위해 다른 고객의 영향력을 설명하는 사회심

리학적 이론을 살펴보고,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 리테일 환경 내 다른 고객의 영향력 

본 논문에서 ‘다른 고객’이란, 같은 리테일 환경 내에 있으면서, 서로를 알

지 못하는 고객을 의미한다. ‘다른 고객’은 대상 고객과 서로 상호작용할 수

도 있지만, 고객 간 상호작용이 필수 요건은 아니다(Brocato et al., 2012; 

Argo et al, 2005, McGrath & Otnes, 1995). 고객의 평가에 대한 초기 연

구에서 다른 고객의 영향은 대부분 무시되었는데, 

SERVQUAL(Parasuraman, Zeithaml & Berry, 1998, 1991,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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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PERF(Cronin & Taylor, 1992)를 포함한 다른 서비스 품질 평가에

서도 다른 고객에 대한 인식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서비스 환경(리테일 환경)에서 다른 고객의 역할에 대한 첫 연구는 

Baker’s(1986)으로 이 연구에서 물리적 상황의 구성요소로서 사회적 단서

가 소개되었다.  이후 다른 고객 영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빠르게 증가

하였는데, 다른 고객을 의미하는 다양한 명칭을 통해서도 그 관심을 파악할 

수 있다. 매장 내 ‘다른 고객’(other customers, Verhoef, et. al., 2009; 

이준엽, 2009), ‘고객 B’(Customer B, Lehtinene & Lehtinen, 1991; 

Langeard et al., 1981), ‘관객’(audience, Grove & Fisk, 1997), ‘참

가자’(participants, Booms & Bitner, 1981), 사회적 요소’(social factor, 

Baker, 1987) 등이 문헌에서 다른 고객을 지칭하는 명칭이다.  

 다른 고객의 영향은 양면적이어서 고객의 만족이나 리테일러에 대한 평가

를 높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만족과 평가를 저하시킬 수도 있다(Martin & 

Pranter, 1989). 각자의 니즈와 욕구가 서로 다른 고객들이 같은 리테일 

환경을 공유하는데, 이 때 고객 간 갈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리

테일러의 중요한 목표인 고객 만족이 달성되지 못할 수 있다(Shamir, 

1980).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다른 고객은 개인의 서비스 경험을 향상시켜

줄 수도 있다(Lovelock, 1996). 다른 고객의 지각을 서비스 품질의 하나로 

연구한 이준엽 외(2009)의 연구에서도 다른 고객의 지각에 의한 품질 평가

에 있어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이 모두 나타남을 알 수 있다. 

Lehtinen & Lehtinen(1991)의 연구는 다른 고객의 존재와 행동이 서비스

품질의 상호작용품질차원(interactive dimension)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제안하였고, Argo et al.(2005)은 리테일 상황에서 다른 고객의 단순

한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소비자의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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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밝혔다.  

 이처럼 소비자는 점포 내에서 다른 고객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다

양한 사회심리적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먼저 사회충격이론(Social 

Impact Theory; Latané, 1981)은 사회적 상황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존재 또는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영향은 

다른 사람의 수, 근접성, 중요성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Argo et al.(2005)

는 사회충격이론을 이론적 틀로 사용하여 리테일 상황에서 상호작용이 없는 

다른 고객의 단순한 존재가 소비자의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검

증하였다. 

 점포 내 다른 고객의 영향을 설명하는 다른 사회심리학적 이론은 사회촉진

현상(Social facilitation model)으로 혼자일 때보다 여러 명일 때 수행능력, 

속도, 구매양이 많아지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다(Zajonc, 1980). 이러한 

현상은 타인이 있을 때, 자신이 누군가에 의해 평가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자신의 존재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여주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다. 그런데, 타인의 존재는 자신을 평가할 것이라는 평

가불안 때문에 신체를 긴장시키고 때로는 부정적인 행동 양상을 유발하기도 

한다. 사회촉진형상 이론을 음식구매에 적용한 연구에 따르면 많은 사람 또

는 집단이 있을수록 한 사람당 음식 구매양이 혼자일 때보다 증가한다고 한

다는 결과를 얻었다(Zajonc, 2001). 사회촉진현상에 따라 패션 리테일링 

상황에서도 다른 고객의 존재는 감정, 인지 그리고 구매량 등의 행동적 반

응에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점포 내 다른 고객은 제품 선택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준거집단 개념을 도

입하여 인식할 수도 있다. 준거집단(reference group)이란 ‘실제적 혹은 가

상의 개인이나 단체가 개인의 평가, 야망, 행동에 대해 주요한 관련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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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의미한다(이승희 외, 2006, p. 512). 준거집단에는 친구, 가족, 동료 

등이 포함되며, 그 외에 소비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사람들도 포함될 

수 있다(김윤정, 2012). 준거집단의 연구에서는 패션제품과 같이 타인의 이

목을 끌거나 보여지는 제품의 경우, 소비자들은 타인을 더 의식하고, 그들

의 의견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이승희 외, 2006, p. 

521). Söderlund(2011)는 점포 내의 다른 고객이 준거집단과 가까울수록 

그 점포에 대한 평가를 높게 하는 것을 밝혔다.  

 이처럼 여러 사회심리적 이론에 의해 지지되는 타인의 영향을 여러 선행연

구들에서 리테일 환경에 적용하여 다른 고객의 영향으로 개념화하고 검증하

였다. 이준엽(2009)은 다른 고객의 영향을 서비스 품질의 구성요소로 가정

하고 서비스 접점에서 서비스 품질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고객과의 경

험을 다층적으로 분류하였다. 그는 “서비스 이용 시 다른 고객과의 경험에 

대한 지각된 우수성”을 ‘고객간 접점 품질(CCQ: Customer-to-customer 

Contact Quality)’라 명명하고, 1차적 범주와 하위의 2차적 범주로 구성된 

다층적 구조를 가진 개념으로 밝혔다. Martin(1996)은 레스토랑과 볼링센

터에서 다른 고객의 행동을 6개 요인으로 구분하는 연구를 통해 쾌락적 소

비 환경에서의 다른 고객 차원을 규정하여 다양한 후속 연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Lehtinen & Lehtinen(1991)은 서비스 품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리

테일 환경 내 다른 요소와 함께 다른 고객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요소임을 

밝혔고, Harris & Reynolds(2004)는 호텔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다른 

고객 차원 중 그들의 불량행동에 주목하여 다른 고객의 불량행동이 타겟 고

객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밝혔으며 McGrath & Otnes(1995)는 전반적

인 리테일 상황에서 다른 고객의 영향에 따라 경쟁자, 조력자, 이상적 역할 

등으로 구분하는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와 같이 리테일 또는 서비스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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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른 고객의 지각의 차원을 나누고, 타켓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

심으로 다른 고객의 역할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있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선

행연구들은 대부분 일반적 서비스 상황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연

구에서 밝혀진 다른 고객의 영향이 패션 점포에서 적용될 수 있을지, 적용

된다면 어떤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이 나타날지에 관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

지지 않았다.  

패션 매장을 대상으로 한 다른 고객의 영향을 양적으로 검증한 연구로서

김윤정(2012)은 매장 내 다른 고객과의 자기이미지 일치가 품질 평가와 브

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른 고객과 

자신의 이미지를 비슷하게 느낄수록 품질평가를 더욱 긍정적으로 한다고 나

타났는데, 연구의 대상이 젊은 여성 소비자로 제한되어 소비자 집단이나 다

양한 패션 브랜드로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 외에도 일반적 

리테일 또는 서비스 상황을 대상으로 다른 고객의 수 또는 밀집성(Argo & 

Manchanda, 2005; Hui & Bateson, 1991; 김나민, 2007)나 외모(Argo et 

al., 2008) 또는 다른 고객의 행동(Bitner, 1990; Miao & Mattila, 2013; 

Marting & Pranter, 1989)이 타겟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

행되어왔다.  

 

2. 다른 고객 지각 차원 

 

리테일 환경에서 다른 고객에 대한 지각 차원은 다양하게 구분되고 연구

되어왔다. 리테일 환경에서 다른 고객의 역할에 대한 첫 연구는 

Baker(1986)로 물리적 상황의 구성요소로서 사회적 단서를 소개하였다. 

이후 Grove & Fisk(1997), McGrath & Otnes(1995)등에 의해 같은 공간 

내의 고객들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학문적, 경영적 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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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였다. Söderlund(2011)는 전반적인 리테일러 평가에 미치는 다른 

고객의 특성을 다른 고객의 수, 시각적으로 노출되는 다른 고객의 소비 또

는 구매 활동, 개인 고객과 다른 고객 간의 상호작용 성격으로 구분하여 연

구하였고, 김나민(2007)의 연구에서는 다른 고객의 나이와 성별, 외모, 옷

차림, 공공예절, 그리고 다른 고객의 수에 대한 타겟 고객의 인식 정도를 

연구하였다.  

 Brocato et al.(2012)는 리테일 상황에서 ‘다른 고객(other customer)’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다른 고객이라는 개념의 구조, 신뢰성, 타당성을 측정

하는 일련의 연구를 통한 다른 고객 지각의 차원을 측정할 수 있는 타당한 

척도를 개발하였다. 구조화된 실증적 척도 개발과정을 따른 이 연구의 결과

는 다른 고객의 지각 차원을 유사성(similarity), 신체적 외모(physical 

appearance), 적합한 행동(suitable behavior)으로 나누고, 각 차원을 측정

하기 위한 문항으로 유사성 5개, 시각적 단서 4개, 행동 단서 5개, 총 14개 

문항을 개발하였다. 일반화된 척도를 개발하는 목적을 위해 서로 다른 범주

인 테마파크, 레스토랑, 의류 매장을 대상으로 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여 

같은 서비스 환경 내의 다른 고객 지각 차원이 접근회피 반응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위 연구에서는 척도의 개발 및 단순한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에서 나아가 향후 연구에서 고객들의 유형과 사회적 맥락에 따

라 다른 고객 단서 활용의 차이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고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Brocato et al.(2012)을 참고하여 다른 고객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차원을 유사성(similarity), 신체적 외모(physical appearance), 

적합한 행동(suitable behavior)으로 나누어 정의하고 변수화 하여 고객의 

유형과 매장 형태에 따라 구체적인 영향력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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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사성 

 

유사성(similarity)이란, 리테일 환경에서 응답자가 다른 고객과 비슷하다

고 느끼거나 동일시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Brocato et al., 2012). 또 다른 

연구에서는 유사성을 집단 내 개인이 타인과 속성과 성격이 비슷한 정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Smith. 1998). Pranter & Martin(1989, 1991)는 비슷

한 소비자 집단이 모여있을 때 고객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다른 고객과의 유사성 차원은 사회정체성이론(social identity theory; 

Tajfel, 1972) 또는 자기범주화이론(Self-categorization theory; Turner, 

1982)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개인은 사회적 집단 내 소속감으로부터 그들의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이 집단 간 범주화는 내집단에는 선호를, 외

집단에는 차별을 유발한다. 같은 점포를 공유하는 상황에서 고객들은 유사

한 특징을 가진 다른 고객과 함께 있는 것을 더욱 편안해 하고 이것은 점포

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같은 공간에서 유사한 타인에게 매력과 편안함을 느낀다는 매커니즘은 유

사성-매력이론(similarity-attraction theory; e.g., Byrne, 1971)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유사성-매력이론이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타인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매장 내 다른 고객과의 

유사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상대의 매력도 높게 인식하고 이는 결국 점포태

도와 행동반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회정체성이론, 자기범주화 이론, 유사성-매력이론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사람들은 그들의 자존감(self-esteem)을 지키고, 자아 정체성과의 균

형, 일치감을 유지하기 위해 유사한 상대에게 매력을 느끼고, 유사한 상대

를 선호하며, 유사한 상대와 상호작용 행동을 더 많이 한다.  

사회비교이론Social Comparison Theory(Leon Festinger, 1954)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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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 스스로의 의견과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비교

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는데, 특히 유사한 사람에게서 더 큰 확증을 얻

는다고 하였다. 즉, 패션 매장 내에 다른 고객이 있을 때, 그의 유사성을 높

게 인지할수록 대상 고객은 자신의 의견과 능력을 더 확증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다양한 유사성의 직접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사회심리학 이론은 

다양한데 이러한 이론을 적용한 연구들을 통해서 같은 공간에서 유사한 타

인의 존재는 타인을 지각하는 대상에게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반응을 나타낸

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본 논문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배경인 패션 점포 역

시 다른 고객이라는 타인을 한정된 공간 안에서 인지하고, 다른 고객과 자

신의 유사한 정도에 소비자의 태도와 행동이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

다.  

유사성에 대한 효과와 더불어 사람들은 본인과 유사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하고자 하는 동기인 비유사성 회피(dissimilarity repulsion)가 있

는데, 심지어는 이 비유사성 회피 동기가 유사한 사람들과 친하려는 것보다 

더 강하다고까지 밝혀진 연구도 있다(Milton & Rosenbaum, 1986; Singh 

& Ho, 2000).  

자기이미지 일치(self-image congruity)는 소비자의 자기 개념과 마케팅 

자극(제품, 광고모델, 점포 분위기, 점포 내 다른 고객 등)이 부여하는 이미

지와의 적합성 정도를 말한다(Sirgy, 1985). 높은 수준의 자기이미지 일치

는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감정과 행동을 유발하기 때문에 점포태도와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자기 입증 이론(self-verification theory; 

Swann, 1983)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자기개념을 확인, 입증, 유지하려

는 동기를 가진다. 이러한 자기 입증 동기는 사람들이 자신의 자아와 일치

하는 소비를 이끄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하며, 따라서 소비자들은 실제 자기

이미지와 일치하는 대상, 다른 고객 차원으로 본다면 유사성을 느끼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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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 대하여 유사성을 덜 느끼는 경우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자기이미지 일치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은 주로 브랜드 이미지(박주명 외, 

2001; 박성연 & 이유경, 2006)와 광고모델(왕사사, 2011)과의 관계를 밝

히는 연구가 많았고, 다른 고객에 대한 자기이미지 일치에 대한 연구는 최

근에서야 조금씩 이뤄지고 있다.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패션매장에서 자

기이미지 일치를 연구한 김윤정(2012)은 다른 고객과 자기이미지 일치가 

서비스 품질과 제품 품질 지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그 동기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차이가 있지만,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는 

유사한 대상에게 더욱 긍정적인 감정, 태도, 행동적 반응을 나타내고, 그 반

대의 경우에는 회피하고자 하는 동기가 생겨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낸다는 

것을 일관되게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매장 내 다른 고객의 유사성이 더 높

게 지각될 수록 대상 고객의 매장에 대한 태도, 행동반응에 긍정적인 영향

을 줄 것을 기대할 수 있다.  

 

2)신체적 매력 

 

신체적 매력(physical attraction)이란, 응답자가 지각한 리테일 환경 내

의 다른 고객의 신체적 특징과 전체적인 외모의 매력도를 의미하는데

(Brocato et al., 2012), 지금까지 리테일 환경에서 신체적 외모에 대한 연

구는 다른 고객 보다는 기업의 광고 모델(e.g., Buunk & Dijksra, 2011) 또

는 종업원의 신체적 외모를 다루는 연구(e.g.,  Reingen & Kernan, 1993)

가 많았다. 그 이유는 광고 모델이나 종업원의 경우 리테일러가 통제 가능

한 요소이고, 다른 고객의 신체적 외모는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라

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션 리테일 상황에서 타인의 신체적 매력은 매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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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데, Reingen & Kernan(1993)은 판매원에 대한 고객의 첫인상 형성과 

상호작용에서 판매자의 매력성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혔다. 김

상희(2007)의 연구에서는 판매원의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 요소로서 판

매원의 매력적인 신체적 외모가 고객의 감정과 행동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Söderlund & Julander(2009)는 서비스 직원의 신

체적 매력은 고객의 기업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고객 세분화, 고객 적합성 관리, 고객 포트폴리오 관리 등에 관심으로 리

테일링 환경에서 다른 고객 지각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고객의 신체적 매력의 영향이 독립적으로 다루어진 선행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McGrath & Otnes(1995)는 리테일 상황에서 소비자는 다른 고

객의 연령, 성별, 외모에 근거하여 그 사람의 역할을 판단하고, 나와 비슷한 

사람으로 판단되는 사람과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밝혔는데, 여기서 다른 고

객의 외모는 동질성을 판단하는 근거일 뿐, 신체적 외모 그 자체로서 고객

의 감정, 인지,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는 밝히고 있지 않다. 김나민

(2007)은 소비자들은 다른 고객의 가시적 단서를 서비스케이프의 구성요소

로 중요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밝혔으나, 그것이 고객의 인지와 행

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내는 데에는 한계를 가진다. Brocato et al.(2012)

는 서비스 상황에서 다른 고객 지각 차원으로서 다른 고객의 신체적 매력을 

밝히고, 특히 패션 리테일 상황에서 다른 고객의 신체적 매력이 접근∙회피 

의도와 구전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증명하였다.  

Feingold(1992)는 신체적 매력 고정관념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해 신체

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사교적이고, 지배적이고, 

지적이고, 따뜻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인식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것

을 신체적 매력 스테레오타입(physical attractiveness stereotype)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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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Beautiful-is-familiar effect” 또는 “good-is-familiar”현상

(Monin, 2003)처럼 더 예쁜 얼굴의 상대에 대해 더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

고 나아가 친근하게 느끼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친근함이라는 감

정은 호감이라는 태도와 강하게 연결되므로(Zajonc, 2003) 높은 신체적 매

력의 다른 고객의 인식은 소비자의 감정과 인지적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추론이론(Inference Theory) 또한 다른 고객의 신체적 매력 지각 차원

이 고객의 태도와 반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을 지지한다. 사람들은 

모르는 대상에 대해 평가할 때, 그들이 이용 가능한 단서로부터 얻는 정보

에 기반한다(e.g., Huber & McCann, 1982).  

의류 산업은 소비의 대상인 패션 상품 자체가 신체적 매력을 높이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신체적 매력과 관련성이 높은 산업이라 평가되고, 특히 패

션 점포 내에서도 신체적 매력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김윤정, 2012). 

패션 점포에 대한 인상 형성에 있어서 인적 요소의 가시적 측면의 중요성은 

주장되어왔으나, 이전의 많은 연구들은 주로 고객에 비해 기업의 통제가 수

월한 판매사원의 외모에 대한 영향에 집중하여(DeNora & Belcher, 2000) 

패션 점포 내 다른 고객의 신체적 매력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3) 행동 적합성 

 

 적합한 행동(suitable behavior)이란, 리테일 환경 내에서 응답자가 다른 

고객이 주어진 맥락에 알맞게 행동하는지 느끼는 정도를 의미한다(Brocato 

et al., 2012).다른 고객의 행동에 대한 연구로는 Martin(1996)이 

CIT(Critical Incidence Technique)를 이용하여 다른 고객의 행동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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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 있는데, 분류 결과 사교적인(Grearious), 지저분한(Grungy), 배려

심 없는(Inconsiderate), 상스러운(Crude), 폭력적인(Violent), 불평하는

(Malcontent), 여유있는(Leisurely) 등 총 6개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다른 고객의 행동의 각 차원이 대상 고객의 만족과 불만족에 각

각 다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른 고객의 사교적인(Gregarious) 

행동을 인식하였을 때, 응답자들은 가장 높은 만족을 느꼈고, 다른 고객의 

폭력적인(violent)행동이나, 지저분한(grungy)한 행동을 인식할 때, 불만족

을 많이 느낀다는 결과를 관찰하였다. 이준엽(2009)은 다른 고객의 영향을 

서비스 품질의 구성요소로 가정하고 역시 CIT를 사용하여 서비스 접점에서 

서비스 품질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고객의 행동을 다층적으로 분류하

였다. 그는 “서비스 이용 시 다른 고객과의 경험에 대한 지각된 우수성”을 

‘고객간 접점 품질(CCQ: Customer-to-customer Contact Quality)’라 명

명하였는데, 그의 연구에서‘다른 고객과의 경험’이란‘다른 고객의 행동 인식

(새치기, 나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행동 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CIT분석 결과, 고객간 접점 품질(CCQ)은 효용창출적 품질, 정보제공적 품

질(이용 전/중/후 정보제공), 친교적 품질(담소/선행/동조), 도덕적 품질(서

비스 이용 규칙 준수/사회적 규범 준수), 배경적 품질(이상적 존재/보완적 

존재) 총 5개의 차원으로 구분되었다. 

이와 같이 매장 내 다른 고객의 행동이 적합한지를 인식하는 것의 영향은 

역할이론(Role theory)과 행동설정이론(Behavior setting theory)에 의해 

지지된다. 역할이론이란 사람들이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에 알맞은 행

동을 습득하고 그에 맞춰 행동한다는 것이다(Goffman; 1967). 즉, 패션 리

테일 상황에서 소비자는 다른 고객에게 그 위치에 알맞은 행동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고, 그 일치 불일치에 따라 고객의 경험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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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의 불일치 평가 이론(Discrepancy-evaluation theory of emotion; 

Mandler, 1984)에 따르면 기대와 실제 사이의 불일치 또는 보통의 습관적

인 생각과 행동에 대한 방해가 부정적 감정을 발생시킨다.  

사회학에서 정의된 사회적 규범(social norm)의 개념으로도 매장 내 다

른 고객의 적합한 행동의 인식이 대상 고객의 감정과 태도,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사회적 규범이란 우리가 참여하는 사회적 상

황에서 우리의 행위를 지배하는 규칙 또는 기준이고, 사회 구성원들은 거기

에 순응하도록 기대된다. 사회적 규범이 지켜질 때, 사회적 관계들이 매끄

럽게 유지되는 것이 가능하다(Bierstedt, 1970). 모든 사회적 상황은 적절

한 행위와 부적절한 행위를 밝히는 규칙이나 규범을 갖고 있으며, 그 규칙

에 순응하느냐 또는 일탈하느냐에 따라 개인들은 상을 받거나 벌을 받는다

(Broom & Selznick, 1963). Homans(1961)는 “사회적 규범이란 집단의 

성원들이 어떠한 환경에서는 어떻게 반드시 행동해야 하는가를 밝히는 서술

(statement)로서, 이것은 반드시 성원 전체가 아니더라도 상당수의 사회 

구성원들이 만드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위의 다양한 정의를 살펴

봤을 때, 사회적 규범의 가장 핵심적인 특성은 규범은 특정 행동에 대한 사

회적 기대이며, 그 일탈에 대하여 제재가 가해지는 사회적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오태원, 2009). 리테일 상황도 광의의 사회적 활동이고, 매장 내 

고객들의 행동을 지배하는 규칙 또는 기준 즉, 사회적 규범이 존재한다. 매

장 내 다른 고객의 행동은 사회적 규범에 따라 적합한 행동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이 판단은 소비자의 감정과 태도, 행동에 영향을 준다.   

리테일 상황에서 다른 고객의 행동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소비자가 인식

하는 다른 고객의 행동을 몇 개 요인으로 분류하는 탐색적 연구가 대부분이

었다(Marting & Pranter, 1989; Martin, 1996; 이준엽, 2009; Harris & 

Reynolds, 2004). 최근 다른 고객의 긍정적 참여행동 및 불량행동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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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이 급증하면서 다른 고객의 참여행동이 타겟 고객의 감정 및 태도, 나

아가 행동에 까지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고객의 긍정

적 또는 부정적 참여행동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레저, 교육 등 전통적인 서

비스 상황을 기반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Yi et al., 2013, Yi & Gong, 

2013) 패션 점포의 상황에 적용하여 이해하는데 부족함이 있다. 

 

 

제 2 절 점포에 대한 태도 및 행동반응  

 

1. 점포에 대한 태도 

 

태도(attitude)란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경향과 느낌, 선입

견이나 편견, 생각의 총 합이며(Thurstone, 1928), 일관되게 호의적이거나 

비호의적인 방식으로 반응하려는 경향이다(Allport, 1936; 신가현 & 정명

선, 2001에서 재인용, p. 64). 태도는 제품이나 TV 프로그램, 소매점포 등

과 같은 특정 대상에 대해서 소비자가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Hawkins & Morthersbaugh, 2013). 

행동을 예측하는 선행 변수로서 태도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Ajzen & Fishbein, 1977; Frank & Talazyk, 1972, Robertson et al., 

1984; 박수정, 2012에서 재인용, p. 15). 선행연구에 따르면 인지적 구조와 

인지적 반응에 기반하여 우호적인 태도가 형성된 고객의 경우 방문, 구매 

등의 행동의도가 증가하며, 재방문 및 재구매 의도 역시 높아진다는 것을 

지지한다(안광호 & 이하늘 2011). 따라서 소비자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 

태도를 연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태도는 제품에 대한 태도 외에도 브랜드에 대한 태도, 점포에 대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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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연구되어 왔다(김윤정, 2012; 안광호 & 이하늘, 2011). 점포태도는 

점포에 대해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평가하고 행동하는 방식으로(Lee, 

2007), 점포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고객만족을 높이며 재방문의도와 점

포충성도로 연결된다.  

추호정(1998)의 연구에 따르면 의류점포 내 구매환경(최소요구, 판매원

자질, 쇼핑 편의성, 제품의 다양성)은 고객의 점포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점포에 대한 태도는 제품과 관련된 환경보다는 제품 외적인 

환경과 관련이 큰 것으로 제시하였다. 패션 점포 내 다른 고객 또한 제품외

적인 환경의 하나로서 고객의 점포태도 형성에 관련이 클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2. 점포에 대한 행동적 반응 

 

고객경험 중 행동반응은 개인이 어떤 대상에 대하여 행동을 취할 가능성

이나 경향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것은 일반적으로 구매의도의 관점에서 측

정되어왔다(김동기 & 이용학, 1999). 기존의 연구는 점포 분위기, 점포이미

지, 점포속성과 같은 점포 내 단서가 점포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고객이 점포에 더 오래 머무르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주로 

점포 내 환경적 단서, 또는 그로 인한 인지적 반응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밝혀졌다(박재옥 & 이은경, 2005). 추호정(1998)은 의류점포 내 구매환경 

만족도가 고객의 점포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호감도, 재방문 의도, 

재구매 의도, 구전의도, 예상외 시간소비, 예상외 금전소비를 행동적 반응으

로 나누어 측정하여, 의류점포 내 구매환경이 고객의 점포에 대한 고객의 

행동적 반응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렇듯 점포 내 환경과 그

로 인한 소비자들의 점포태도는 구매자들의 행동적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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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심리학자들은 환경이 인간의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왔으며, 

인간의 환경에 대한 행동적 반응은 직접적이거나 또는 간접적일 수 있다고 

밝혀왔다. 전통적으로 학자들은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

지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Lazarus(1991)의 인지∙감정 이론은 소

비자가 제품 평가를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쇼핑 환경의 단서를 분석하고 

이를 지각한 후 구매 행동을 결정하는 행동적 반응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점포 내의 환경적 단서의 하나인 다른 고객 지각이 타겟 

고객의 행동적 반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지지한다.  

 

 

제 3 절 명품매장과 SPA매장에서의 다른 고객 지각 차이 

 

본 연구에서는 다른 고객 지각의 차이를 비교하는 대상으로서 명품매장과 

SPA매장을 선택하였다. 명품매장과 SPA매장은 최근 오프라인 패션 점포 

중 가장 급격히 성장하는 점포 형태이고, 명품과 SPA를 쇼핑하는 소비자 

집단도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어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패션 명품 제

품과 SPA 제품은 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 그 자체의 속성에 있어서 차이

가 극명하여 소비 대상의 속성 차이에 의한 다른 다른 고객 지각의 영향이 

예상된다. 최근 패션 상품의 소비 특성을 살펴보면 명품을 소비하는 소비자 

층과 SPA를 소비하는 소비자 층이 예전과 같이 소득수준이나 연령에 따라 

뚜렷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소비자라도 명품 매장과 SPA 매장의 

쇼핑을 동시에 하며 매장의 특성에 따라 다른 고객의 지각 영향을 다르게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다른 고객을 지각하는 소비자의 연령과 성별

에 따른 차이 영향력의 차이뿐 아니라, 소비자의 특성에 상관없이 두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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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에 따른 다른 고객의 영향 또한 유의한 차이가 예상되며 연구의 필요성

이 있다. 이 두 매장 형태는 최근 백화점과 단독 매장 등에 대형 매장으로 

진행된다는 점에 있어서 다른 고객의 지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장의 크

기를 비교적 통제할 수 있다.  

 Grossman & Shapiro(1988)는 특정상표 상품의 사용으로 소유자가 자신

감이나 권위를 얻게 되는 상품으로 명품의 의미를 정의하였으며, Vigneron 

& Johnson(1999)는 단지 가격이 비싸거나, 최첨단 기능을 갖추었거나 희

소한 정도로는 부족하며 소비자들이 그 이상의 가치를 느낄 수 있어야 비로

소 명품이라고 정의하였다. 국내에서는 명품의 의미가 확대되어 제품의 내

재적 특성보다는 외재적 특성인 브랜드를 뜻하거나 ‘고가의 해외 유명 브랜

드’라는 의미로 그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다(이준영 & 김난도, 

2007).  

 명품의 특성과 관련하여 Bearden & Etzel(1982)은 준거집단과 고급 제품 

간의 소비 관련성을 연구하였는데, 연구 결과에서 과시적인 소비성향을 가

진 소비자는 해당 준거집단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대체로 고급브랜드를 선호

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Mason(1992)은 명품의 특성으로 과시성, 희소성, 

독특성과 고품질을 제시하였으며, Dubois & Duquesne(1993)는 명품을 소

비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경제력이 있는 준거집단에 속한다는 우월감을 갖게 

되며, 명품이란 품질, 디자인 등의 내재적인 요소가 가격, 상표 등의 외재적

인 요소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국내 주부들을 대

상으로 한 이금실 & 남미우(2013)의 연구에 의하면 명품 구매 행동에 외

모 관심이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동일한 리테일링 

환경에 존재하는 다른 고객은 명품 구매 시 중요한 준거집단으로 작용하며 

특히, 명품의 과시성과 명품 구매 행동에 미치는 외모 관심 영향을 토대로 

다른 고객 지각 차원 중 특히, 신체적 외모가 SPA매장에서보다 명품매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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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소비자의 점포태도 및 행동반응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최근에는 SPA 브랜드의 성장과 함께 대형 SPA 점포에 대한 관심이 증

가하고 있다. SPA는 패션 전문점이 제조업체로부터 제품을 사입하여 단순

히 판매하는 소매 기능에서 더 나아가 직접 디자인을 기획, 생산하는 제조 

기능까지 갖춘 전문점을 말하며, 그 유래는 미국 의류 전문 체인점 갭(GAP)

사 도널드 휘셔 회장이 1987년에 발표한 SPA선언에서 유래되고 있다(정

준원, 2002). 대표적인 SPA 브랜드로는 자라(ZARA), H&M, 유니클로

(Uniqlo) 등이 있고 수입 초반 2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소비자 층이 형성

되었던데 비해 최근에는 다양한 연령의 소비자로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SPA의 성장과 함께 SPA 점포 속성 및 소비자 인식에 대한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는데, 박민정과 이소은(2011)은 SPA 브랜드의 이미지 형성

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시각적 요인과 함께 인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

는 것을 밝혔다. 김선희(2007)는 패스트패션 선호 집단과 비선호 집단으로 

분류하여 패스트 패션 브랜드 선호 집단은 점포의 분위기 요인과 상품 요인

을, 비선호 집단은 서비스 및 판매원, 판촉 및 부대시설 요인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주와 이서희(2007)는 SPA 속성 요인으로 

점포 환경, 서비스, 제품, 판매 촉진, 편의성 5가지 요인으로 구분하고 전공

과 연령에 따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속성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위의 김

선희(2007)와 김현주와 이서희(2007) 연구에서는 SPA 점포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다른 고객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다룬 것은 아니지만, 점포 환경 

요인, 서비스 요인, 판매원, 부대시설 요인 등에 다른 고객의 직 · 간접적 

영향을 포함한다.   

명품매장과 SPA매장에서의 종업원 개입과 고객의 밀집도는 두 매장 형

태에서 다른 고객 지각의 차이를 야기할 수 있다. 명품매장은 SPA매장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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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의 개입이 적극적이기 때문에 다른 고객의 부정적 영향을 종업원이 

사전에 제어하거나 관리할 수 있다. 또 최근 SPA는 넓은 공간에도 불구하

고 굉장히 많은 고객이 밀집되어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대형 명품매장보다 

대형 SPA매장에서 다른 고객의 행동의 영향이 더 강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명품매장은 SPA매장에 비해 상징적 의미와 과시적 소비가 강하

므로 다른 고객과의 유사성과 그들의 신체적 매력에 따른 영향이 더 강화될 

것이고, SPA매장에서는 명품매장에 비해 고객의 밀집도가 높고, 종업원의 

관여가 적으므로 명품매장에 비해 다른 고객의 행동의 영향력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 

 

 

제 4 절 소비자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다른 고객 지각 차이 

 

성별과 연령은 쇼핑 과정에서의 태도와 행동에 있어 차이를 유발하는 중

요한 구별요소이다. Martin(1996)의 소비자의 만족∙불만족에 미치는 다른 

고객의 행동 인식에 대한 연구에서, 다른 어떤 기준(종교, 인종, 교육수준, 

음주 여부, 흡연여부, 가계수입)보다 응답자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소비자

의 만족∙불만족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환경 자극물에 대한 반응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Kellaris & Altsech, 1992; Yalch & Spangenberg, 1990), 남자는 여자에 

비해 물체나 시각적 정보 등 비사회적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여자는 

남자에 비해 사람이나 표정과 같은 사회적 단서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

고 밝혀졌다(Roberts, 1991; Venkatech & Morris, 2000). 여성은 남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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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타인의 옷차림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Butler & Roesel, 1989; 

Behling, 1995; Morris et al., 1996), 다른 사람의 얼굴을 더 유심히 보는 

경향이 있다(Hall, 1990). 또 다른 사람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볼 것인지

를 일컫는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의 영향력도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강하게 나타났다(Venkatesh & Morris, 2000) 

따라서 패션 점포 내 다른 고객과의 유사성, 신체적 매력, 행동의 적합성

이 점포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강할 것이다.  

타인과 같은 외부의 자극이 주어질 때, 자신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스스로 

예측, 통제할 수 있는 정도인 통제소재의 개념(locus of control)은 패션 점

포 내 다른 고객 지각이 소비자의 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서정희 & 홍향숙, 1996). 성별에 따른 통제소재의 차이는 보통 여

성이 남성에 비해 더 강한 통제력을 갖는다는 결과가 일반적이므로

(McGinnies et al., 1974; Buck & Austron, 1970; 이강이, 1991에서 재인

용) 행동반응에 대한 다른 고객의 지각의 직접적인 영향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 강할 것이다.  

다른 고객 지각이 소비자의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연령에 따라 차

이가 있다는 것이 밝혀져 왔다. Brocato et al.(2012)는 소비의 행동 의도

에 대한 다른 고객 지각의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실험에서 연령에 따

라 다른 고객의 신체적 매력에 있어서 영향력의 차이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젊은 소비자들은 다른 고객의 신체적 매력에 따라 접근∙회피 행동이 유의미

하게 달라졌으나, 나이든 소비자들은 다른 고객의 신체적 매력의 유의미한 

영향이 발견되지 않았다. 직장 여성을 대상으로 한 Rabolt & 

Drake(1984-85)의 연구와 대구 시내 여성을 대상으로 한 김소연과 조필

교(1988)의 연구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의복을 선택할 때 다른 사람의 영

향을 적게 받는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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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복선택에 있어 점포 내 다른 고객들은 제품 선택에 있어 기준이 되는 

준거집단(reference group)의 일부로 인식될 수 있는데(이승희 외, 2006, 

p. 512), 준거집단의 영향력을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도 성별과 연령에 따라 

준거집단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구매 

행동에 있어서 남성은 공식적인 준거집단(학교, 직장, 주민 단체 등)의 영

향력이, 여성복에는 비공식적인 준거집단(가족, 동료, 쇼핑, 운동 집단 등)

의 영향력이 크다는 결과가 지배적이다(이은영, 1991). 명품브랜드 구매행

동에서 성별에 따른 준거집단 영향의 차이를 연구한 결과에서도 남녀의 차

이가 밝혀졌는데, 준거집단의 영향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높은 영향력

이 나타났다(주지혁, 2012). 또한 연령에 따른 차이에서도 젊은 소비자일수

록 준거집단의 영향력이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점포태도와 행동반응에 미치는 점포 내 

다른 고객의 영향은 나이든 소비자에 비해 젊은 소비자 집단에서 강하게 나

타날 것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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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및 절차 

제 1 절 연구가 및 연구모형 

본 절에서는 이론적 연구를 통해 고찰한 개념들을 바탕으로 실증적 연구

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연구가설과 연구모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매장 내 다른 고객의 지각의 차원이 대상 고객(응답자)

의 점포태도와 행동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연령과 성별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있다.  

1. 가설의 설정

 사회정체성이론(social identity theory; Tajfel, 1972) 또는 자기범주화이

론(Self-categorization theory; Turner, 1982)에 따르면 다른 고객과 유

사성을 인지하는 것은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것은 긍정적 평가를 유

도한다. 유사성-매력이론(similarity-attraction theory; e.g., Byrne, 1971)

은 유사한 속성을 가진 타인에게 매력을 느끼며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낸다

고 하였다. 결국 패션 점포에서 다른 고객에게 유사함을 느낄수록 점포태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Reingen & Kernan(1993)과 Söderlund & Julander(1009) 등의 연구에

서 서비스 직원의 신체적 매력은 고객의 만족 및 기업 평가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매력 스테레오타입(physical 

attractiveness sterotype)과 추론이론(Inference theory)은 낯선 환경에



29 

서 소비자의 사고과정을 설명해주는데, 소비자들은 낯선 매장을 평가할 때, 

그들이 이용 가능한 매장 내 다른 고객의 외모를 의미 있는 정보원으로 이

용할 것이다. 따라서 패션 점포 내 다른 고객의 신체적 매력이 높을수록 점

포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 것이다.   

 역할이론(Role theory)와 행동설정이론(Behavior setting theory)에 의해 

매장 내 소비자들은 다른 고객의 행동의 적합성을 인식한다. 또한 패션 리

테일 상황에서는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규범(social norm)이 있는데, 

패션 리테일 상황에서 행동의 적합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와 다른 고객

의 행동이 불일치 하는 경우 감정의 불일치로 부정적 태도를 갖게 된다.  

가설1. 패션 점포에서 다른 고객의 유사성을 지각할수록 점포에 대한 고객

의 태도는 긍정적일 것이다.   

가설2. 패션 점포에서 다른 고객의 신체적 매력을 높게 지각할수록 점포에 

대한 고객의 태도는 긍정적일 것이다.   

가설3. 패션 점포에서 다른 고객의 행동이 적합하다고 지각할수록 점포에 

대한 고객의 태도는 긍정적일 것이다.   

 사회정체성이론, 자기범주화 이론, 유사성-매력이론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사람들은 그들의 자존감을 지키고, 자아 정체성과의 균형, 일치감을 위

해 유사한 상대와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하는 등 행동반응을 나타낸다.  

 김상희(2007)는 판매원의 매력적인 신체적 외모가 고객의 행동의도에 긍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점포 내 존재하는 다른 고객 역

시 판매원과 같은 인적 요소로서 다른 고객의 신체적 매력도는 행동반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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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4. 패션 점포에서 다른 고객의 유사성 지각이 점포에 대한 고객의 행동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가설5. 패션 점포에서 다른 고객의 신체적 매력 지각이 점포에 대한 고객의 

행동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가설6. 패션 점포에서 다른 고객의 행동 적합성이 점포에 대한 고객의 행동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점포태도는 점포에 대해 호의적 비호의적으로 평가하고 행동하는 방식으로

(Lee, 2007), 점포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고객 만족을 높이며 재방문 의

도와 점포 충성도로 연결된다.  

 

가설7. 패션 점포에서 다른 고객의 점포태도가 점포에 대한 고객의 행동반

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SPA에 비해 명품은 과시성과 상징성이 강한 패션 상품이고, 매장 내 종업

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고객 행동의 영향을 덜 받을 것이

다. 반면 SPA매장은 다른 고객과의 접점이 많고, 종업원의 개입이 적으므

로 다른 고객 행동의 적합성에 따라 소비자의 점포태도 및 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가설8. 명품매장과 SPA매장에서 다른 고객의 유사성, 신체적 매력, 행동의 

적합성이 점포태도와 행동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다.  

(a)유사성, (b)신체적 매력이 점포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명품매장에 더 

강할 것이며, (c)행동의 적합성은 SPA매장에서 더 강한 영향을 미칠 것이

다. 행동반응에 미치는 영향 또한 (d)유사성, (e)신체적 매력은 명품매장에

서, (f)행동의 적합성은 SPA매장에서 더 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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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은 남성에 비해 사회적 단서에 민감하고(Venkatech & Morris, 2000), 

타인의 옷차림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Butler & Roesel, 1989). 주관적 

규범에 대한 영향력도 남성보다 여성이 더 강하다는 선행연구 결과가 있다

(Hall, 1990). 따라서 점포태도에 대한 타인의 영향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강할 것이다. 그러나 행동에 대한 외부 자극의 직접적인 영향을 막는 통제

력은 여성이 더 강하므로 행동반응에 대한 점포 내 다른 고객의 영향은 남

성에게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9. 다른 고객의 유사성, 신체적 매력, 행동의 적합성을 지각하는 소비자

의 성별에 따라 점포태도와 행동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본다.  

점포태도에 미치는 (a)유사성, (b)신체적 매력, (c)행동의 적합성의 영향

은 여성 소비자가 더 강할 것이며, 행동반응에 미치는 (d)유사성, (e)신체

적 매력, (f)행동의 적합성의 영향은 남성 소비자 집단에서 더 강하게 나타

날 것이다.  

 

Brocato et al.(2012)의 리테일 상황에서 접근-회피 행동에 미치는 다른 

고객 지각의 영향력은 젊은 집단에서는 유의했지만, 나이든 집단에서는 영

향력이 없었다.  연령이 높을수록 의복 선택 시, 다른 사람의 영향을 덜 받

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Rabolt & Drake, 1984-85; 김소연 & 조필교, 

1988). 

  

가설10. 다른 고객의 유사성, 신체적 매력, 행동의 적합성을 지각하는 소비

자의 연령에 따라 점포태도와 행동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 살

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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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포태도에 미치는 (a)유사성, (b)신체적 매력, (c)행동의 적합성의 영향

은 젊은 소비자 집단이 더 강할 것이며, 행동반응에 미치는 (d)유사성, (e)

신체적 매력, (f)행동의 적합성의 영향 또한  젊은 소비자 집단에서 더 강하

게 나타날 것이다.  

 

 

2. 연구모형 

 

연구가설을 바탕으로 구성한 연구모형은 그림<3-1>과 같다.  

 

<그림 3-1>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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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최근 6개월 간 명품

매장 또는 SPA매장의 쇼핑에서 다른 고객을 인식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회상에 의한 설문지법(retrospective self-reports)을 실시하였

다. 회상에 의한 설문지법은 응답자의 이전 경험이나 지식의 축적에 기반해 

기억해낸 정서적 · 인지적 반응과 행동의 보고를 포함하는 데이터 수집 방

법이다. 이 설문 방법은 감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답변이 수

집된다는 약점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인지적 판단이나 행

동의 기억에 있어서는 다른 설문 및 실험 방법에 비해 더 객관적인 방법으

로 평가된다(Metts & Cupach, 1991). 특히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나 

관계 현상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회상에 의한 설문지법은 매우 실용적으로 

사용되므로 매장 내 다른 고객 지각이 점포에 대한 태도와 행동반응에 미친 

영향을 연구한 본 연구는 회상에 의한 설문지법을 선택하여 시행하였다.  

 

 

1. 연구대상 및 방법 

 

명품매장과 SPA매장에서의 다른 고객 지각의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

하기 위해 각각의 매장에서 다른 고객 지각의 경험이 있는 응답자로부터 명

품매장과 SPA매장의 회상에 의한 설문을 나누어 진행하였다. 또한 응답자

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각 남/여, 젊은/나이든 소

비자 집단을 확률적 표본추출법(probability sampling) 중 층화표본추출법

(stratified random sampling)에 의해 젊은 남성 소비자, 젊은 여성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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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든 남성 소비자, 나이든 여성 소비자가 같은 확률(각 25%씩)로 추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확률적 표본추출법에 따라 추출된 확률표본의 

경우에는 표본오차를 추정할 수 있어 표본으로부터 얻은 통계치에 대하여 

정확도를 평가할 수 있다. 많은 통계기법들이 이러한 평가에 근거하여 이루

어지기 때문에 확률적 표본추출법에 의한 연구의 결과는 정확도에 따라 모

집단에 일반화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이은영 & 정인희, 2010).  

 설문문항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적절하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후 최종 설문지에 대해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

원회(IRB)의 승인을 받은 후 설문을 진행하였다..  

 

 

2. 설문지 문항의 구성 

 

설문지는 크게 4부분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회상에 의한 설문법의 특성상 

최근 6개월간 명품 또는 SPA매장 방문 경험이 없거나 매장을 방문하였더

라도 다른 고객이 없었던 응답자는 설문을 중단하도록 하였다. 또한 응답자

의 회상을 더욱 명확하게 하여 응답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방문한 명품 

또는 SPA 브랜드는 무엇인지, 어느 소매점에 입점해 있었는지를 주관식으

로 답하게 하였고, 그 명품 또는 SPA매장에서 구입한 상품은 무엇인지, 매

장에서 마주친 다른 고객은 대략적으로 몇 명인지를 객관식 선택지 중 고르

게 하여 응답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상의 정확도를 끌어 

올렸다.  

다음으로 응답자가 방문하였던 명품 또는 SPA매장에서의 다른 고객 지각

에 대한 문항을 물어본 뒤, 점포에 대한 태도 및 행동반응을 7점 리커트 척

도로 측정하였다(1점=’전혀 그렇지 않다’, 7점=’매우 그렇다’). 이은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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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희(2010)에 따르면 신상정보 관련 문항은 마지막에 배치하여 응답자가 

거부감 없이 응답할 수 있게끔 배려해야 하므로, 인구통계적 특성에 대해서

는 설문 마지막에 물어보았다.  

 

 

(1) 다른 고객 지각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경험에서 다른 고객 지각 차원을 개발하고 검증한

Brocato et al.(2012)의 결과에 따라 다른 고객 지각 차원을 유사성과 신체

적 외모, 적합한 행동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Brocato et al.(2012)에서 개

발하고 검증한 문항을 바탕으로 본 연구 상황에 적절하게 수정, 보완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해당 문항은 <표 3-1>와 같다.  

 

<표 3-1> 다른 고객 지각 측정 문항 및 출처 

하위 

차원 
번호 문 항 출처 

유사성 

Ⅰ-1 
매장 내 다른 고객들은 나와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Brocato et 

al.(2012)에

서 수정, 

보완 

Ⅰ-2 
나와 매장 내 다른 고객들은 같은 부류의 

사람일 것 같다.  

Ⅰ-3 
나와 매장 내 다른 고객들은 외형적으로 비슷하

다.  

Ⅰ-4 
나는 매장 내 다른 고객들과 유사한 성향을 가

지고 있을 것 같다. 

Ⅰ-5 
매장의 다른 고객은 전반적으로 나와 

유사하다고 느껴졌다. 

신체적 

매력 

Ⅰ-6 나는 다른 고객들의 외모가 좋았다. 

Ⅰ-7 다른 고객들은 적절하게 옷을 잘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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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8 다른 고객들은 잘(예쁘게) 생겼다 

Ⅰ-9 
다른 고객들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외모를 

가졌다. 

행동의 

적합성 

Ⅰ-10 
매장 내 다른 고객들의 행동은 그 상황에 

적절했다. 

Ⅰ-11 
매장 내 다른 고객들은 타인을 배려하면서 

행동했다.  

Ⅰ-12 
나는 매장 내 다른 고객들이 예의 바르게 

처신했다고 생각한다. 

Ⅰ-13 
매장 내 다른 고객들의 행동이 기분 좋게 

느껴졌다. 

 

 

(2) 점포에 대한 태도  

 본 연구에서는 점포에 대한 태도를 점포에 대해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평가하고 행동하는 방식으로 정의하고(Lee, 2007), Bennett, R., & 

Rundle-Thiele, S. (2002)의 문항을 적절하게 수정, 보완하여 문항을 구성

하였다. 해당 문항은 <표 3-2>와 같다.  

 

<표 3-2> 점포에 대한 태도 측정 문항 및 출처 

요인 번호 문 항 출처 

점포에 

대한 

태도 

Ⅱ-1 그 매장이 마음에 든다. Bennett, R., 

& Rundle-

Thiele, S. 

(2002)에서 

수정 

Ⅱ-2 그 매장은 훌륭하다. 

Ⅱ-3 
그 매장에 대한 내 생각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Ⅱ-4 나는 그 매장을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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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포에서의 행동반응 

 본 연구에서는 의류점포 내 소비자의 행동반응을 추호정(1998)의 연구에

기반하여 시간 소비, 재방문 의도, 구전의도 등을 포함하는 행동적 반응으로 

보고 <표 3-3>과 같이 문항을 구성하였다.  

 

<표 3-3> 점포에서의 행동반응 문항 및 출처 

요인 번호 문 항 출처 

행동적  

반응 

Ⅱ-1 나는 그 매장에서 오래 머무르고 싶었다. Donovan & 

Rossiter(19

82).  

Kaltcheva, 

V. D., & 

Weitz, B. A. 

(2006) 

에서 수정 

Ⅱ-2 나는 그 매장에서 빨리 빠져 나오고 싶었다.(R) 

Ⅱ-3 나는 그 매장을 다시 방문하고 싶다. 

Ⅱ-4 
나는 그 매장의 다른 사람과 대화 또는 

상호작용하고 싶었다. 

Ⅱ-5 나는 그 매장에서 제품을 사고 싶었다. 

Ⅱ-6 나는 이 매장을 지인에게 추천하고 싶다. 

(R)역문항을 의미함.  

 

 

(4) 인구통계적 특성과 패션 관여도 

 인구통계적 특성은 성별, 연령, 최종학력, 결혼 여부, 직업, 월평균 수입 관

련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추가적인 분석을 위하여 패션 관여도에 대해 

<표 3-4>와 같이 5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표 3-4> 패션 관여도에 대한 측정 문항 및 출처 

요인 번호 문 항 출처 

패션 

관여도 

Ⅳ-1 나는 패션제품 구입시 유행경향에 대해 신경 쓴다. Tigert et 

al.(1976), Ⅳ-2 내 삶에 있어 옷을 잘입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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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3 나는 패션제품 쇼핑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진화 & 

임정은 

(2008) 

재구성 

Ⅳ-4 
나는 대개 최신 유행 패션 제품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다. 

Ⅳ-5 멋있는 의복은 나를 돋보이게 한다 

 

 

제 3 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실증적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 과정에서의 조사 대상, 표집 방법, 분석 방

법은 다음과 같다.  

 

 

1. 자료의 수집 

 

본 연구의 실증적인 조사를 위한 설문지는 서울대학교 생명심의윤리위원

회(IRB)에서 2014년 3월 10일 최종 승인을 받은 후, 전문 리서치기관의 

패널을 이용하여 2104년 3월 20일부터 4월 4일까지 온라인 설문으로 실

시하였다. 명품매장과 SPA매장에서의 다른 고객 지각의 영향에 차이가 있

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각의 매장에서 다른 고객 지각의 경험이 있는 응답

자로부터 명품매장 212부, SPA매장 217부의 설문지를 수집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각 남/여, 젊은/나

이든 소비자 집단을 나누어 자료를 수집하였다. 최종 분석에 사용된 표본

의 수는 <표 3-5>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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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각 집단 별 수집된 표본의 수 

 

명품매장(N=212) SPA 매장(N=217) 
합계 

남(n=105) 여(n=107) 남(n=108) 여(n=109) 

젊은 소비자 집단 

(만 20 세~34 세) 
51 56 47 40 194 

나이든 소비자 집단 

(만 40~54 세) 
54 51 61 69 235 

합계 105 107 108 109 429 

 

 

2. 자료의 분석 

 

수집된 응답은 SPSS 21.0과 AMOS 18.0을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

였다. SPSS 21.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AMPS 18.0으로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뢰도 분석과 요인분석을 통해 선행연구를 통해 구성하나 측정도구의 신

뢰성과 타당성을 점검하였다. 신뢰도 분석의 경우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값을 통해 실시하였다. 타당성의 경우 SPSS 

21.0을 이용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AMOS 18.0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

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요인을 결정하였다. 인구통계학적 자료에 

대해서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교차분석을 통해 연구에 필요한 집단 

간 인구통계학적 특성 차이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다른 고객 지각의 점포태도와 행동에 대한 영향력 검증을 위해 AMOS 

18.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통해 경로 분석을 하였다. 이에 

앞서 연구자가 설정한 연구 모형과 비교 가능한 대안 모형을 설정하여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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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모형을 결정하여 이 후 분석에 이용하였다. 집단 간 차이 검증 역시 

수정된 연구 모형을 이용한 구조방정식 분석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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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및 논의 

 

제 1 절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및 집단 간 동질성 검정 

 

 먼저, 수집된 429부의 표본의 특성과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빈

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 응답자의 성별, 연령

결혼여부, 학력, 월평균 가계수입에는 대해서 두 설문지 상의 차이가 없었

다<표 4-1>. 명품매장과 SPA매장 소비자들의 패션 관여도 평균에 대한 

t-test를 한 결과 <표 4-2>와 같이 5% 수준에서 두 설문지 유형에 따라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명품 소비 집단과 SPA소비 집단의 속성에서 유

래하고 본 연구 방법이 실제 소비 경험에 기반한 회상에 의한 설문법이라는 

점에서 완벽한 통제가 불가능한 한계로 생각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명품매

장과 SPA매장의 이용 고객의 특성이기도 하므로 응답자의 경험에 대한 회

상을 기반으로 한 본 연구에서 이 특성에 대해 완전히 동질성을 맞추기 어

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 간 특성 차이가 실제 명품매장 소비자

와 SPA매장 소비자의 특성을 현실적으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가 

의의 있을 수 있다. 또한 명품매장과 SPA매장의 응답자들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할당표본추출하여 연구에 명품과 SPA매장의 비교 연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표본의 동질성은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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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교차분석 결과 

항목/세부범주 

점포 유형 

전체 
χ2(d.f) prob. 

대형명품매

장 

대형 SPA 매

장 

(n=212) (n=217) 

n % n % n % 

성별 
남성 105 49.5 108 49.8 213 49.7 

.002(1) .960 
여성 107 50.5 109 50.2 216 50.3 

연령 

20 세 - 24 세 18 8.5 11 5.1 29 6.8 

8.883(5) .114 

25 세 - 29 세 47 22.2 35 16.1 82 19.1 

30 세 - 34 세 42 19.8 41 18.9 83 19.3 

젊은 소비자 107 50.5 87 40.1 194 45.2 

40 세 - 45 세 46 21.7 71 32.7 117 27.3 

45 세 - 49 세 36 17.0 34 15.7 70 16.3 

50 세 - 54 세 23 10.8 25 11.5 48 11.2 

나이든 소비자 105 49.5 130 59.9 235 54.8 

결혼 

여부 

미혼 89 42.0 80 36.9 169 39.4 
1.175(1) .278 

기혼 123 58.0 137 63.1 260 60.6 

학력 

고등학교 졸업 15 7.1 17 7.8 32 7.5 

.298(4) .990 

전문대학교 

졸업 
28 13.2 26 12.0 54 12.6 

대학교 재학  14 6.6 14 6.5 28 6.5 

대학교 졸업 126 59.4 132 60.8 258 60.1 

대학원 이상 29 13.7 28 12.9 57 13.3 

월평균 

가계 

수입 

200 만원 이하 27 12.7 31 14.3 58 13.5 

1.915(5) .861 

200-400 만원 26 12.3 31 14.3 57 13.3 

400-600 만원 69 32.5 76 35.0 145 33.8 

600-800 만원 48 22.6 44 20.3 92 21.4 

800-1000 만원 22 10.4 17 7.8 39 9.1 

1000 만원 이상 20 9.4 18 4.2 38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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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패션 관여도에 대한 명품매장과 SPA매장의 t-test 결과 

항목 

점포 특성 

전체 
t-value prob. 

대형명품매장 대형 SPA 매장 

(n=212) (n=217) 

평균 평균 평균 

패션 

관여도 
5.20 4.97 5.09 -2.556* .011 

Note. 7점 리커트 척도(1~7점) 응답 점수의 평균값, 점수가 높을수록 패션 관여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р < .05 

 

 

제 2 절 측정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가설 검정에 앞서 선행연구를 통해 구성한 척도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검

증하고자 한다. 신뢰성의 경우 같은 변수를 측정한 척도간 내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신뢰도 계수를 분석하였으며, 타당성의 경우 요인 분석에서 

Varimax 직교 회전에 의한 추출 방식을 통해 측정 방식을 통해 측정 문항

이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1. 다른 고객 지각 

 

Varimax 회전을 통해 주성분 요인분석을 추출한 결과 패션 점포 내 다

른 고객 지각 차원은 선행연구 및 가설과 같이 신체적 외모, 적합한 행동, 

유사성 3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다만 문항 구성에 있어서 SPSS 20.1을 이

용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행동의 적합성 1문항이 제거되었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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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S18.0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과 경로분석의 적합도를 맞추기 위해 

유사성 1문항이 추가로 제거되었어 최종적으로 유사성 4문항, 신체적 매력 

4문항, 행동의 적합성 3문항 총 3개 요인, 11개 문항으로 총 분산의 

73.492%가 설명됨을 알 수 있다.  

측정변인의 요인부하량 0.775~0.899의 범위를 보였으며, 신뢰도를 보여

주는 Cronbach’s α 값 역시 0.842~0.891로 높아 다른 고객 지각 변수의 

신뢰성이 검증되었다<표 4-3>.  

 

<표 4-3> 매장 내 다른 고객 지각의 탐색적 요인 분석 및 신뢰도 분석 

요인 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신뢰도 

(누적분산) 

유사성 

나와 매장 내 다른 고객들은 

같은 부류의 사람일 것 같다.  
.775 

1.429 
25.381 

(25.381) 
.844 

나와 매장 내 다른 고객들은 

외형적으로 비슷하다.  
.750 

나는 매장 내 다른 고객들과 

유사한 성향을 가지고 있을 것 

같다. 

.770 

매장의 다른 고객은 전반적으

로 나와 유사하다고 느껴졌다. 
.831 

신체적 

매력 

나는 다른 고객들의 외모가 좋

았다. 
.794 

5.409 
27.350 

(52.731) 
.891 

다른 고객들은 적절하게 옷을 

잘 입었다. 
.799 

다른 고객들은 잘(예쁘게) 생겼

다 
.852 

다른 고객들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외모를 가졌다.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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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의 

적합성 

매장 내 다른 고객들은 타인을 

배려하면서 행동했다.  
.801 

1.246 
20.761 

(73.492) 
.842 

나는 매장 내 다른 고객들이 

예의 바르게 처신했다고 생각

한다. 

.899 

매장 내 다른 고객들의 행동이 

기분 좋게 느껴졌다. 
.772 

 

 

2. 점포에 대한 태도 및 행동반응 

 

 Varimax 회전에 의한 주성분 요인분석 결과, 점포에 대한 태도와 행동반

응은 각각 다른 차원의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행동반응의 reverse

문항과 상호작용 의도에 대한 문항은 행동반응의 다른 문항들과 같은 차원

으로 나타나지 않아 삭제하였다. 최종적으로 점포에 대한 태도 4문항과 행

동적 반응 3문항로 총 분산의 76.758%가 설명되었다. 측정변인의 요인부

하량 0.780~0.872의 범위를 보였으며, 신뢰도를 보여주는 Cronbach’s α 

값도 0.837~0.900로 나타나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표 4-4> 점포태도 및 행동반응의 탐색적 요인 분석 및 신뢰도 분석 

요인 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신뢰도 

(누적분산) 

점포 

태도 

나는 그 매장이 마음에 든다. .847 

4.336 
43.460 

(43.460) 
.900 그 매장은 훌륭하다. .844 

그 매장에 대한 내 생각은 전 .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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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으로 긍정적이다. 

나는 그 매장을 좋아한다. .791 

행동 

반응 

그 매장을 다시 방문하고 싶다. .780 

1.037 
33.298 

(76.758) 
.837 

그 매장에서 제품을 사고 싶었

다. 
.872 

이 매장을 지인에게 추천하고 

싶다. 
.805 

 

 

 

3. 전체 측정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의 구성체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한 다음 단계로 AMOS 18.0을 이용

하여 모든 요인을 반영한 전체 측정모형을 대상으로 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4-5>와 <

그림 4-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주요 모델 적합도 지수들이 추천 범위 내

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χ2(d.f)=253.918(125), Normed 

χ2=2.031, RMR=.043, GFI=.940, AGFI=.918, NFI=.946, TLI=.965, 

RMSEA=0.049). Normed χ2의 경우 기준치인 3 미만이면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판단하며 RMR과 RMSEA 지수는 5미만으로 우수한 모형임이 

확인되었고 GFI, AGFI, NFI, TLI 는 1에 가까울수록 적합도가 이상적인 모

델이며 0.9이상이어야 우수한데(Schumacker & Lomax, 2004), 본 모형의 

경우 모두 0.9를 넘어서 모형의 적합도가 우수하였다. 따라서 다른 고객의 

지각 차원은 유사성, 신체적 매력, 행동의 적합성으로 나뉘며, 소비자 반응 

또한 태도와 행동반응으로 적절하게 나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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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문 항 
표준화 

계수 a 
t-값 AVE 

개념 

신뢰도 

유사성 

나와 매장 내 다른 고객들은 같은 

부류의 사람일 것 같다.  
.71 -b 

.57 .78 

나와 매장 내 다른 고객들은 외형적

으로 비슷하다.  
.73 13.758 

나는 매장 내 다른 고객들과 유사한 

성향을 가지고 있을 것 같다. 
.75 14.079 

매장의 다른 고객은 전반적으로 나

와 유사하다고 느껴졌다. 
.85 15.401 

신체적 

매력 

나는 다른 고객들의 외모가 좋았다. .80 -b 

.63 .88 

다른 고객들은 적절하게 옷을 잘 입

었다. 
.78 17.480 

다른 고객들은 잘(예쁘게) 생겼다 .86 19.733 

다른 고객들은 내가 좋아하는 스타

일의 외모를 가졌다. 
.84 19.089 

행동의 

적합성 

매장 내 다른 고객들은 타인을 배려

하면서 행동했다.  
.74 -b 

.60 .82 
나는 매장 내 다른 고객들이 예의 

바르게 처신했다고 생각한다. 
.79 15.339 

매장 내 다른 고객들의 행동이 기분 

좋게 느껴졌다. 
.87 16.332 

점포태

도 

나는 그 매장이 마음에 든다. .84 -b 

.69 .90 

그 매장은 훌륭하다. .81 19.433 

그 매장에 대한 내 생각은 전반적으

로 긍정적이다. 
.86 21.395 

나는 그 매장을 좋아한다. .83 2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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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적 

반응 

그 매장을 다시 방문하고 싶다. .78 -b 

.67 .86 그 매장에서 제품을 사고 싶었다. .74 15.080 

이 매장을 지인에게 추천하고 싶다. .87 17.308 

적합도 

지수 

χ2(d.f)=253.918(125), Normed χ2=2.031,  

RMR=.043, GFI=.940, AGFI=.918, NFI=.946, TLI=.965, RMSEA=0.049 

a) 요인부하량은 표준화된 계수로 모든 요인부하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함(p<.001) 

b) 비표준화 계수(unstandardized estimates)를 1로 고정, t값이 도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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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전체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Note. 요인부하량은 표준화 계수를 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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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측정변수들 간의 수렴 타당성 및 판별 타당성 확인 

 

매장 내 다른 고객 지각이 점포태도와 행동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기 위한 본 연구의 모형이 우수한지 확인하기 위해 5개 잠재 변수의 구성

체 타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구성체 타당성은 요인과 측정변수간의 일

치성 정도에 관한 것으로 어떤 측정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요인의 값을 정

확히 측정해주는 정도에 관한 것이다(이학식, 임지훈, 2009). 이를 평가하

기 위해 수렴 타당성(convergent validity)과 판별 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검토하고자 한다.  

수렴 타당성(convergent validity)는 하나의 요인에 대한 두 개 이상의 

측정도구가 상관관계를 갖는 정도에 관한 것이다. 이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과 개념신뢰

도(construct realiability)가 있다. 평균분산추출값(AVE)은 표준화된 요인

부하량의 제곱한 값들을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의 제곱의 합과 오차분산의 합

으로 나눈 값이다(Fronell & Larket, 1981). 평균분산 추출값은 0.50 이상

이면 집중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Heslop et al., 2008), 본 

연구의 변수들은 <표 4-6>에서와 같이 평균분산추출값이 모두 0.57~0.70

의 범위를 보여 수렴 타당성을 만족시켰다. 개념신뢰도는 표준화된 요인부

하량 합의 제곱을 표준화된 요인부하량 합의 제곱과 오차분산의 합으로 나

눈 것이다. 개념신뢰도 값은 0.70이상이면 수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

되는데(Hair et al., 2010), 본 연구모형의 개념신뢰도 역시 <표 4-5>에서

와 같이 0.78~0.90의 범위를 보여 역시 수렴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상에서, 다른 고객 지각의 하위 차원인 유사성, 신체적 매력, 행동

의 적합성, 그리고 점포태도와 행동적 반응으로 이루어진 본 연구모형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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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측정 문항들이 모두 잠재 변인을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판별 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은 한 요인이 실제로 다른 요인과 얼

마나 다른가에 관한 것이다. 판별타당성 평가의 대상이 되는 두 요인 각각

의 측정모형의 판별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Fornell & Larcker(1981)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잠재변수의 평균분산추출값과 각각의 두 변수간 상관계

수의 제곱을 계산하여 비교하였다. AVE와 두 변수간의 상관계수의 제곱을 

비교하여 두 변수간 AVE가 모두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크면 그 두 요인 간

에는 판별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4-6>에서와 같이 연구 모형의 

모든 잠재변수 간의 상관계수 제곱값은 0.05~0.38의 범위를 보여, 

0.57~0.70의 범위를 가진 변수별 평균분산추출지수보다 모두 작게 나타나, 

5개 변수는 모두 각각의 측정변수들로 설명되는 부분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5개 변수가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판별 타당성을 확인하였

다.  

<표 4-6> 요인 간 상관계수, 상관계수 제곱, 평균분산추출 

변수 유사성 
신체적 

매력 

행동의 

적합성 
점포태도 

행동적 

반응 

유사성 .57c         

신체적 

매력 

.38b 

(.62)a 
.64       

행동의 

적합성 

.14 

(.37) 

.19 

(.44) 
.61     

점포태도 
.07 

(.26) 

.11 

(.33) 

.10 

(.32) 
.70    

행동적 

반응 

.05 

(.22) 

.06 

(.24) 

.10 

(.31) 

.17 

(.41) 
0.68  

Note: 소수점 둘째짜리까지 표시함. 

a: 상관계수 b: 상관계수 제곱 c: AVE(평균분산추출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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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다른 고객 지각이 점포태도와 행동반응에 미치는 

영향 

 

 본 절에서는 다른 고객 지각의 세 차원 즉, 유사성, 신체적 매력, 적합한 

행동 요인이 고객들의 점포태도와 행동반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

하기 위해 전체 경로 모형을 구성하고 검증하고자 한다. 나아가 연구자가 

기존 선행연구와 이론을 바탕으로 처음 고안한 연구모형과 대안모형

(alternative model)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모델들을 서로 비교하는 경쟁모

델전략(competing model strategy)를 이용하여 최종 모형을 결정하고자 

한다. 또한 점포태도에 대한 경로를 다양하게 수정하면서 점포태도의 매개

효과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1. 연구모형 분석 결과 

 

연구모형의 경로모형은 <그림 4-2>와 같이 구성되었으며, 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4-7>에서 보는 바와 같다. 연구모형의 모델 적합도는 모두 우

수한 것으로 나타났다(χ2(d.f)=253.918(125), Normed χ2=2.031, 

RMR=.043,, GFI=.940, AGFI=.918, NFI=.946, TLI=.965, 

RMSEA=.049).  

패션 점포 내에서 다른 고객 지각 차원 중 유사성은 점포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β=.09, n.s.), 신체적  매력(β=.31***)과 행동의 적합성(β

=.31***)은 점포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점포태도에 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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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고객의 영향을 예측한 가설 1~3 중, 가설1은 기각되고, 가설2와 가설3

은 채택되었다. 특히, 소비자 점포태도에 영향을 주는 다른 고객 차원 중 

다른 고객의 매력적인 외모보다 적합한 행동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적합한행동=.31***>β신체적외모=.22**) . 즉, 패션 점포에서 소비자

들은 다른 고객의 외모가 매력적일수록, 그리고 다른 고객의 행동이 예의바

르고 상황에 적절할수록 그 매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지한다.   

패션 점포 내에서 고객의 행동반응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른 고객의 

지각 차원 중 유사성(β=.04, n.s.)과 신체적 매력(β=-.08, n.s.)는 행동

반응에 영향을 주지 않고, 다른 고객 행동의 적합성(β=.23***)만이 고객 

행동반응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즉, 소비자의 행동에 대한 유사성의 영

향을 예측한 가설4와 다른 고객의 신체적 매력의 영향을 예측한 가설5는 

기각되고 다른 고객의 적합한 행동만이 소비자의 행동반응에 유의하므로 가

설 6은 채택되었다. 패션 점포 내 소비자의 구매, 재방문, 구전 등의 행동반

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다른 고객 차원은 행동의 적합성이 유일하였다. 

즉, 다른 고객의 행동이 무례하거나 상식에 어긋난다고 인지되면 소비자는 

기업이나 종업원의 의도에 상관없이 점포를 부정적으로 인지하고 구매, 구

전, 재방문 의도에 부정적일 것이다.   

소비자의 점포에 대한 태도는 행동반응에 유의한 영향(β=.62***)을 주

었어 가설 7은 채택된다. 신체적 매력이 행동반응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인 가설 5는 기각되었지만, 신체적 매력은 점포태도를 매개하여 행동반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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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연구모형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р < .001, **р < .01, *р < .05 

 

<표 4-7> 연구모형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결과 

결과변수 영향변수 
비표준화된 

경로계수 

표준화된 

 경로계수 

Critical 

Ratio 

설명력

(%) 

점포태도 

H1 유사성  .08 .09 1.297 

29.3 H2 신체적 매력 .20 .22 3.101** 

H3 행동의 적합성 .30 .31 4.632*** 

행동반응 

H4 유사성  .03 .04 .621 

53.9 
H5 신체적 매력 -.06 -.08 -1.155 

H6 행동의 적합성 .20 .23 3.634*** 

H7 점포태도 .57 .62 10.185*** 

적합도지수 
χ2(d.f)=253.918(125), Normed χ2=2.031, 

RMR=.043,, GFI=.940, AGFI=.918, NFI=.946, TLI=.965, RMSEA=.049 

***р < .001, **р < .01, *р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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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모형을 기반으로 패션 점포 내 다른 고객 지각 차원이 점포태도와 행

동반응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총효과의 크기는 <표 4-8>과 같다.  

   

<표 4-8> 점포태도와 행동반응에 대한 다른 고객 지각 차원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결과변수 영향변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점포태도 

유사성  .09(n.s) -a .09(n.s) 

신체적 매력 .22** - .22** 

행동의 적합성 .31*** - .31** 

행동반응 

유사성  .04(n.s) .05(n.s) .09(n.s) 

신체적 매력 -.08(n.s) .14(n.s) .06(n.s) 

행동의 적합성 .23*** .19** .42** 

점포태도 .62*** - .62** 

Note.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나타내는 경로계수는 모두 표준화된 지수를 이용함.  

a) 제시된 연구모형에서 간접효과가 존재하지 않음. 

***р < .001, **р < .01, *р < .05, n.s는 유의성이 없음을 의미함. 

 

 

2. 대안 모형1(매개변수를 제거한 모형)의 분석 결과 

 

 점포태도의 매개 경로를 제외하여 다른 고객 지각의 모든 차원이 고객의 

행동반응으로 직접 가는 대안모형1은 <그림 4-3>와 같이 구성되었으며, 

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4-9>에서 보는 바와 같다. 대안모형1의 모델 적

합도 지수는 χ2(d.f)=507.298(129), Normed χ2=3.933, RMR=.203, 

GFI=.898, AGFI=.865, NFI=.891, TLI=.901, RMSEA=0.083으로 기본

적으로 Normed χ2 < 3, RMSEA<  5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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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즉, 매장 내 다른 고객 지각의 각 차원이 점포태도를 매개하지 않고 

행동반응에 직접 영향을 가정한 대안모형1은 적합하지 않다.  

 

<그림 4-3> 대안모형1 

 

 

<표 4-9> 대안모형1(매개모형를 제거한 모형)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분

석 결과 

결과변수 영향변수 
비표준화된 

경로계수 

표준화된  

경로계수 

Critical 

Ratio 

설명력 

(%) 

행동반응 

유사성  .08 .09 1.283 

26.9 신체적 매력 .05 .06 .822 

행동의 적합성 .37 .42 5.684*** 

적합도 지수 
χ2(d.f)=507.298(129), Normed χ2=3.933, 

RMR=.203, GFI=.898, AGFI=.865, NFI=.891, TLI=.901, RMSEA=0.083 

***р < .001, **р < .01, *р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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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안모형2(다른 고객 지각의 세 차원 모두 태도에 의해 완전 매

개되는 모형) 

 

대안모형2는 는 다른 고객 지각의 세 차원 모두 점포태도에 의해 완전 

매개되어 행동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으로서 외부의 자극이 사람의 태도

를 거쳐 행동으로 이어짐을 설명하는 Ajzen & Fishbein(1977)의 

attitude-behavior relationship에 따른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대안모형2

는 <그림 4-4>와 같이 구성되었으며 모델 적합도는 모두 추천 범위 내에 

위치하여 수용할만한 것으로 나타났다(χ2(d.f)=271.293(128), Normed 

χ2=2.119, RMR=.049, GFI=.937, AGFI=.915, NFI=.942, TLI=.962, 

RMSEA=0.051).  

대안모형2의 구체적인 영향력의 검증을 살펴보면 패션 점포 내에서 다른 

고객과의 유사성 지각(β=.09, n.s.)은 점포태도에 유의한 영향력이 없었고, 

다른 고객의 신체적 외모의 매력(β=.21**)과 다른 고객의 적합한 행동(β

=.34***) 중 패션 점포에 대한 태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른 고

객의 적합한 행동으로 확인되었다. 점포태도는 행동에 유의한 영향(β

=.72***)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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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대안모형2  

 

 

 

 

<표 4-10> 대안모형1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결과 

결과변수 영향변수 
비표준화된 

경로계수 

표준화된 경

로계수 

Critical 

Ratio 

설명력 

(%) 

점포태도 

유사성  .09 .09 1.362 

30.8 신체적 매력 .19 .21 2.988** 

행동의 적합성 .32 .34 5.002*** 

행동반응 점포태도 .66 .72 12.762*** 51.4 

적합도 지수 
χ2(d.f)=271.293(128), Normed χ2=2.119, 

RMR=.049, GFI=.937, AGFI=.915, NFI=.942, TLI=.962, RMSEA=0.051 

***р < .001, **р < .01, *р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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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안모형3(다른 고객 지각 중 적합한 행동만이 행동반응에 직접

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 

 

대안모형3은 본 연구에서 제안된 연구모델의 주효과 검증 결과를 기반으

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유사성과 신체적 매력이 행동반응에 미치

는 영향을 제거하고, 적합한 행동만이 점포태도와 행동반응에 직접적인 영

향력을 미치는 경로로 설정하였다. 경로모형과 결과는 <그림 4-5>와 <표 

4-11>과 같다.  

연구모형의 모델의 적합도는 매우 우수했고(χ2(d.f)=255.260(127), 

Normed χ2=2.010, RMR=.044, GFI=.939, AGFI=.918, NFI=.945, 

TLI=.966, RMSEA=0.049) 모형 내 경로 또한 모두 유의한 영향력을 나

타내었다.   

대안모형3의 구체적인 영향력의 검증을 살펴보면 패션 점포 내에서 다른 

고객과의 유사성 지각(β=.09, n.s.)은 점포태도에 유의한 영향력이 없었고, 

다른 고객의 신체적 외모의 매력(β=.22**)과 다른 고객의 적합한 행동(β

=.32***)은 점포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이 확인되었는데 두 변수 중 패션 점

포에 대한 태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른 고객의 적합한 행동으로 

확인되었다. 다른 고객의 행동이 적합한 정도는 점포태도 뿐 아니라 행동반

응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확인되었는데(β=.21***), 앞서 연구모형과 대안

모형 1과 대안모형2에서도 다른 고객의 행동 적합성의 중요성을 나타낸다

고 할 수 있다. 점포태도는 행동에 유의한 영향(β=.61***)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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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대안모형3 

 

 

 

<표 4-11> 대안모형3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결과 

결과변수 영향변수 
비표준화된 

경로계수 

표준화된 경

로계수 

Critical 

Ratio 

설명력 

(%) 

점포태도 

유사성  .09 .09 1.341 

29.2 신체적 매력 .19 .22 3.033** 

행동의 적합성 .30 .32 4.680*** 

행동적 반응 
행동의 적합성 .18 .21 3.947*** 

53.3 
점포태도 .56 .61 10.279*** 

적합도 지수 
χ2(d.f)=255.260(127), Normed χ2=2.010, 

RMR=.044, GFI=.939, AGFI=.918, NFI=.945, TLI=.966, RMSEA=0.049 

***р < .001, **р < .01, *р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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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쟁모형전략을 통한 수정된 연구모형 도출 

 

이상에서 분석한 연구모형과 대안모형1, 대안모형2, 대안모형3의 비교를 

통해 최적모형을 찾고, 다른 고객 지각이 행동반응에 영향을 주는데 있어서 

점포태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대안모형(alternative model)은 

‘경쟁모델(competing model or rival model)’이라고 하며, 조사자가 기존의 

선행연구나 이론을 바탕으로 처음 고안한 제안모형(proposed model)과 서

로 비교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형이다. 제안모형과 대안모형을 함께 제시함

으로써 모형들의 서로 비교하는 전략을 경쟁모형전략(competing model 

strategy)이라고 한다(우종필, 2013). 연구모형과 대안모형들의 모델적합도

와 간결도, 경로의 유의성과 크기 등을 비교할 수 있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연구자는 연구에 가장 적합한 최종모형을 결정할 수 있다.  

연구모형과 대안모형 1, 2, 3의 모델 적합도와 경로계수를 정리한 것은 <

표 4-12>과 같다. 연구모형은 대안모형1, 2에 비해 자유도가 작기는 하지

만 카이제곱의 차이가 자유도의 감소량을 상쇄하므로 즉, 연구모형은 대안

모형 1, 2에 비해 카이제곱 차이가 유의하게 작으므로 연구모형이 대안모형 

1, 2에 비해 우수하다. 반면, 연구모형과 연구모형3의 카이제곱 차이 검정 

결과 그 차이는 유의하지 않으므로 모델의 적합도만으로 연구모형과 대안모

형3의 우수성을 비교할 수 없다.  

카이제곱 차이 검정 결과 모델적합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연구모형과 대

안모형3의 간결적합지수를 비교하였다. 간결적합지수는 모델의 복잡성을 고

려한 상태에서 경쟁모델 중 최고의 모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우종필, 

2013). 간결적합지수에는 PCFI, PNFI, PCFI, AIC 등이 있는데, PCFI, 

PNFI, PCFI 수치는 낮을수록, AIC 수치는 높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의미한

다. <표 4-13>에서와 같이 대안모형3이 연구모형에 비해 PGFI, PN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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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FI 값은 높고, AIC값은 낮아 모형 간결도 면에서 대안모형3이 연구모형

에 비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제안모형과 대안모형이 둥지모형 

관계에 있는 경우, 대안모형3의 경우처럼 경로의 개수가 적은 모형이 모형 

간결도 면에서 우수하다. 

 

<표 4-12> 연구모형과 대안모형 1, 2, 3의 경로계수와 적합도 통계량 비교 

경로 

연구모형 대안모형1 대안모형2 대안모형3 

경로 

계수 

표준화

경로 

계수 

경로 

계수 

표준화

경로 

계수 

경로 

계수 

표준화

경로 

계수 

경로 

계수 

표준화

경로 

계수 

유사성 

태도 
.08 .09 - - .09 .09 .09 .09 

신체적매력 

태도 
.20** .22** - - .19** .21** .19** .22** 

행동적합성 

태도 
.30*** .31*** - - .32*** .34*** .30*** .32*** 

유사성 

행동반응 
.03 .04 .08 .09 - -   

신체적매력 

행동반응 
-.06 -.08 .05 .06 - -   

행동적합성

행동반응 
.20*** .23*** .37*** .42*** - - .18*** .21*** 

태도 

행동반응 
.57*** .62*** - - .66*** .72*** .56*** .61*** 

적합도 

통계량 

χ2(d.f) 

=253.918(125), 

Normed χ2 

=2.031, 

RMR=.043,, 

GFI=.940, 

AGFI=.918, 

χ2(d.f) 

=507.298(129), 

Normed χ2 

=3.933, 

RMR=.203, 

GFI=.898, 

AGFI=.865, 

χ2(d.f) 

=271.293(128), 

Normed χ2 

=2.119, 

RMR=.049, 

GFI=.937, 

AGFI=.915, 

χ2(d.f) 

=255.260(127), 

Normed χ2 

=2.010, 

RMR=.044, 

GFI=.939, 

AGFI=.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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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I=.946, 

TLI=.965, 

RMSEA=.049 

NFI=.891, 

TLI=.901, 

RMSEA=0.083 

NFI=.942, 

TLI=.962, 

RMSEA=0.051 

NFI=.945, 

TLI=.966, 

RMSEA=0.049 

경로설명력 

(태도/행동

반응) 

29.3%/53.9% -/26.9% 30.8%/51.4% 29.2%/23.3% 

연구모형과 

카이제곱 

차이 

- 
Δχ2=253.38 

Δd.f.=4 

Δχ2=17.375 

Δd.f.=3 

Δχ2=1.342 

Δd.f.=2 

카이제곱 

차이 유의

도 검증 

- 

Δχ2=253.38 

> Δχ

0.050(4)=9.49 

연구모형이 더 

우수함. 

Δχ2=17.375 

> Δχ

0.050(3)=7.81 

연구모형이 더 

우수함. 

Δχ2=1.342 

< Δχ

0.050(2)=5.99 

연구모형이 더 

우수하지 않음. 

***р < .001, **р < .01, *р < .05 

 

<표 4-13> 연구모형과 대안모형3의 간결 적합도 지수 비교 

  연구모형 대안모형 3 

간결 적합도 

지수 

PGFI=.687 

PNFI=.773 

PCFI=.794 

AIC=345.918 

PGFI=.698 

PNFI=.785 

PCFI=.806 

AIC=343.260 

 

 

이상의 통계값의 최종 비교 결과, 대안모형3이 최적모형으로 밝혀졌다. 

즉, 대안모형3에서처럼 패션 점포 내 다른 고객 지각 차원 중 다른 고객과

의 유사성 지각과 다른 고객의 신체적 외모, 그리고 다른 고객 행동의 적합

성은 점포태도를 매개하여 행동반응에 영향을 주고, 그 중 행동의 적합성은 

다른 고객을 지각한 소비자의 행동반응에 직접적인 영향이 추가되는 모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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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수치상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밝혀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모

형은 비단 통계수치로만 지지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선행연구에 의하여 논

리적으로 지지될 수 있다. 서비스 마케팅 분야에서는 같은 서비스 환경에 

존재하는 다른 고객의 행동이 그것을 지각하는 소비자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고객 참여행동 및 불량행동 개념으로 많이 연구

되어왔다. Yi et al.(2013)은 다른 고객의 적절한 참여 행동 및 친절함, 배

려 등을 지각한 소비자는 그들 또한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행동을 할 가능

성이 높다는 것을 밝혔다. 여기서 연구자들은 다른 고객의 긍정적 행동이 

이를 지각한 매장 내 다른 소비자의 행동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적 서비

스 상황뿐 아니라 백화점을 대상으로 한 쇼핑 서비스 환경에까지 적용하여 

유의한 결과를 얻어냈다. 이로써 다른 고객들의 유사성, 신체적 매력과 같

은 비상호작용적 성격이 강한 시각적 자극보다는 사회적 규범에 의해 평가

될 수 있는 행동의 적합성이 그것을 지각하는 소비자의 행동반응에 직접적

인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추후 명품과 SPA매장, 고객의 성별, 연령에 의한 집단간 다른 고

객 지각 차이는 대안모형3을 수정된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여 비교한다. 연구

모형이 수정됨에 따라 소비자의 행동반응에 미치는 다른 고객의 유사성, 신

체적 매력의 영향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고자 했던 가설8d, 가설8e, 

가설9d, 가설9e, 가설10d, 가설10e는 검증하지 않도록 한다.   

 

 

제 4 절 다른 고객 지각 영향에 있어서 집단 간 차이  

 

 앞서 제 3 절에서 경쟁모형전략을 이용하여 연구모형과 대안모형들을 비

교 분석한 결과, 다른 고객 지각 차원 중 유사성과 신체적 매력은 점포태도



65 

를 통해 행동반응에 완전히 매개되고, 다른 고객 지각 차원 중 행동의 적합

성 만이 점포태도와 행동반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안모형3이 가장 우수한 모형으로 검증되어 수정된 연구모형으로 이용하

기로 결정하였다. 

 본 절에서는 수정된 연구모형에 있어서 상황특성과 고객특성에 따라 점포

내 다른 고객 지각의 영향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검증할 것이다. 상황특

성으로는 명품매장과 SPA매장 간 차이를 비교하고, 고객특성으로는 다른 

고객을 지각하는 대상 고객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한다.  

 

 

1. 명품매장과 SPA매장에서의 다른 고객 지각 차이 

 

1) 측정모델의 등가성 확인 

측정모델의 등가성은 다른 모집단으로부터 얻어진 측정모델이 같은 결과

를 보이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다중집단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한

다(우종필, 2013). 다중집단분석은 잠재요인 간 경로에 나타나는 조절변수

의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집단 간 형태 동질

성과 측정 동질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배병렬, 2008). 형태 동질성이란 다중

집단에서 개념의 요인구조가 동일함을 뜻하며, 측정 불변성이란 서로 다른 

집단이 각 요인을 동일한 의미로 이해함을 말한다.  

 

① 형태 동질성 검증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두 집단의 차이 검증에 있어서 각각의 집단에 대해 

모델이 높은 적합성을 보이고, 요인부하량이 유의해야 형태동일성이 확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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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 4-14>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명품매장 이용 집단(χ

2(d.f)=237.789(127), Normed χ2=1.872, RMR=.065, GFI=.890, 

NFI=.908, RMSEA=0.064)과 SPA매장 이용 집단(χ

2(d.f)=208.529(127), Normed χ2=1.642, RMR=.044, GFI=.908, 

NFI=.909, RMSEA=0.055) 은 수정된 연구모형에 대해 각각 수용 가능한 

모델 적합도를 보이고, 요인부하량에서도 <표 4-15>와 같이 모두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형태동일성이 확보되었다.  

 

<표 4-14> 명품매장 이용 집단과 SPA매장 이용 집단의 모델 적합도 

 χ2 (d.f). p-value Normed χ2 RMR GFI NFI RMSEA 

명품

매장 
237.789(127) .000 1.872 .065 .890 .908 .064 

SPA

매장 
208.529(.127) .000 1.642 .044 .908 .909 .055 

 

② 측정 동일성 검증 

 측정 동일성의 검증은 집단 별로 요인부하량이 같다는 제약을 가한 모형과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의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비제약

모델(unconstrained model)과 요인부하량 제약모델(measurement 

weights model)의 카이제곱값 증가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야 측정

의 동일성이 확인된다(Myers et al., 2000). 즉, 비제약모형에 비해 제약모

형의 적합도 지수가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 측정의 동질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표 4-16>는 명품매장 이용 고객과 SPA매장 이용 고객 집단의 요 

인부하량 메트릭스에 대한 제약모델을 비제약모델과 비교한 결과이다.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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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명품매장 이용 집단과 SPA매장 이용 집단 각각의 요인부하량 

 요인 문 항 

표준화된 요인부하량 a 

명품매장 SPA 매장 

유사성 

나와 매장 내 다른 고객들은 같은 부류의 사람일 

것 같다.  
.718 .704 

나와 매장 내 다른 고객들은 외형적으로 비슷하다.  .755 .716 

나는 매장 내 다른 고객들과 유사한 성향을 가지고 

있을 것 같다. 
.765 .732 

매장의 다른 고객은 전반적으로 나와 유사하다고 

느껴졌다. 
.860 .833 

신체적 매력 

나는 다른 고객들의 외모가 좋았다. .821 .766 

다른 고객들은 적절하게 옷을 잘 입었다. .773 .782 

다른 고객들은 잘(예쁘게) 생겼다 .899 .823 

다른 고객들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외모를 가

졌다. 
.863 .806 

행동의 

적합성 

매장 내 다른 고객들은 타인을 배려하면서 행동했

다.  
.753 .716 

나는 매장 내 다른 고객들이 예의 바르게 처신했다

고 생각한다. 
.805 .773 

매장 내 다른 고객들의 행동이 기분 좋게 느껴졌

다. 
.860 ..890 

점포태도 

나는 그 매장이 마음에 든다. .841 .839 

그 매장은 훌륭하다. .812 .803 

그 매장에 대한 내 생각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889 .818 

나는 그 매장을 좋아한다. .854 .792 

행동반응 

나는 그 매장을 다시 방문하고 싶다. .831 .725 

나는 그 매장에서 제품을 사고 싶었다. .690 .794 

나는 이 매장을 지인에게 추천하고 싶다. .851 .880 

a. 모든 요인부하량 값의 유의도는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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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의 카이제곱 증가치가 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아 두 집단 간 측정의 

동일성이 확보되었다(Δχ2=5.103(13)< χ2.
.050(13)=22.36, Δd.f.=13). 

 

<표 4-16 > 측정모델의 비제약모델과 제약모델의 모델 적합도 비교 

 χ2 d.f. Normed χ2 RMR GFI NFI RMSEA 

Unconstrained 

model 
446.319 254 1.757 .055 .900 .908 .042 

Measurement 

weights 
451.422 267 1.691 .056 .898 .907 .040 

 

 

2) 다중집단 경로분석 

 

매장 내 다른 고객 지각에 대한 명품매장과 SPA매장 이용자의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각 경로에 제약을 하지 않은 Free모형과 각 집단 

간 경로(유의성  점포태도, 신체적 매력  태도, 행동의 적합성  태

도, 행동의 적합성  행동적 반응)계수가 같다고 제약한 각각의 제약모

형에 대해 카이제곱 차이 검증을 실시하여 Δχ2을 통해 경로간 유의한 

차이를 검증해야 한다. Δχ2차이를 검증하는 방법으로는 각각의 경로를 

하나씩 제약한 제약모형과 Free모형을 비교하는 방법과 AMOS 결과표에

서 제공하는 수치인 Critical rations for differences(C.R.)의 값을 확인

하는 방법이 있다. 이 값은 각 경로를 동일하게 고정했을 때의 경로간 차

이와 경로가 서로 고정되었을 때의 C.R.값을 보여주는데, ±1.965 이상이

면 경로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두 방법 모두 유의성에 대해

서 같은 결과를 제공한다(우종필, 2013).  

AMOS 결과표에서 제공하는 C.R.값으로 명품매장 쇼핑 집단과 SPA매

장 쇼핑 집단간 경로 계수 차이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모든 경로 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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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유사성  점포태도(-.979), 신체적 매력 

 점포태도(.546), 행동의 적합성  점포태도(.1.612), 행동의 적합성 

 행동반응(.745), 점포태도  행동반응(-.648)). 즉, 명품매장과 SPA

매장 간 직접적인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점포태도와 반응에 다른 고객 지각이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명품과 SPA매

장 이용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개별표본분석에서는 

형태 동질성과 측정 동질성이 확보되었고, 다른 고객 지각 차원의 영향이 

유의하므로 각각의 집단 내에서의 경로계수를 비교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

다(윤초롱, 2010). 또한 두 집단간 변수들 사이의 영향력 비교는 불가하지

만, 영향력의 유무는 비교할 수 있으므로(Jung et al., 2014) 명품매장과 

SPA매장의 차이를 알아볼 수 있다. 개별표본분석에 의한 각 집단의 영향력

을 비교할 때에는 비표준화계수를 활용하는데(배병렬, 2008), 명품매장과 

SPA매장 각각에서 다른 고객 지각의 영향력은 <표 14-17>과 같다.  

 명품매장 이용자들은 다른 고객 지각 차원 중 점포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신체적 외모(β=.24*)와 행동의 적합성(β=.22*)이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SPA매장 이용자 집단에서는 다른 고객의 행동의 적합

성만이 점포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β=.47***), 대형명품매장에서 유의

한 영향으로 나타났던 다른 고객의 신체적 매력은 SPA매장 이용자 집단에

서는 그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았다. 특히, 명품매장에서는 다른 고객의 적

합한 행동의 영향력에 비해 신체적 외모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SPA매장 이용자 집단과 차이가 있다. 즉, 명품매장에서는 입점 고객에 대

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 고객들의 신체적 매력에 유의해야 함을 의미

한다.  

 다른 고객의 행동 적합성이 행동반응에 미치는 영향은 명품매장(β=.18*)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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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매장(β=.27***)에서 모두 높았고, 점포태도가 행동반응에 미치는 영향

도 유의했다(명품매장β=.63***, SPA매장 β=.55***). 즉, 명품매장과 

SPA매장 모두 점포 내 고객들의 행동에 유의하여 고객 관리를 해야 그들

의 소비자 집단이 긍정적인 점포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17> 명품매장과 SPA매장 이용자 집단의 경로계수 

 

명품매장 SPA매장 

β 
표준 

오차 

Critical 

Ration 
β 

표준 

오차 

Critical 

Ration 

유사성태도 .145 .099 1.505 .029 .080 .3.4 

신체적 매력태도 .239 .089 2.417* .164 .090 1.617 

행동의 적합성  

 태도 
.221 .097 2.237* .467 .084 5.037*** 

행동의 적합성  

 행동반응 
.170 .066 2.367* .268 .068 3.320*** 

태도  행동반응 .631 .074 7.969*** .554 .082 6.322*** 

β는 표준화된 경로계수 

***р < .001, **р < .01, *р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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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18> 명품매장과 SPA매장 이용자 집단의 다른 고객 지각의 영향 

집단  구조모형 검증(표준화된 경로계수 표시) 

명품매

장 이

용자  

집단 

 

 

 

 SPA

매장 

이용자  

집단 

 

 

 

ns는 통계값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을 의미함. 

***р < .001, **р < .01, *р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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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별에 따른 다른 고객 지각 차이 

 

1) 측정모델의 등가성 확인 

 

① 형태동일성 검증 

 남성 소비자와 여성 소비자 집단은 수정된 연구모형에 대해 각각 높은 모

델 적합성을 보이고<표 4-19>, 요인부하량값 또한 모두 0.1% 수준에

서 .685이상으로<표 4-20> 형태동일성이 확보되었다. 이는 남성과 여성 

응답자가 개념의 요인구조를 동일하게 인식하였음을 의미한다.  

 

<표 4-19> 성별에 따른 각 집단의 모델 적합도 

 χ2 (d.f). p-value Normed χ2 RMR GFI NFI RMSEA 

남성 191.102(127) .000 1.505 .051 .916 .918 .049 

여성 197.594(127) .000 1.556 .056 .911 .921 .051 

 

② 측정의 동일성 검정 

<표 4-21>은 남성과 여성 소비자 집단의 요인부하량 메트릭스에 대한 

제약모델을 비제약모델과 비교한 결과이다. 제약모형의 카이제곱 증가치가 

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아 두 집단 간 측정의 동일성이 확보되었다(Δχ

2= 5.785(13)< χ2.
.050(13)=22.36, Δd.f.=13). 이는 남성과 여성 응답자

가 각 요인을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고 응답했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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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0> 성별에 따른 각 집단의 요인부하량 

요인 문 항 

표준화된 요인부하량 a 

남성 여성 

유사성 

나와 매장 내 다른 고객들은 같은 부류의 사람일 것 

같다.  
.733 .685 

나와 매장 내 다른 고객들은 외형적으로 비슷하다.  .745 .721 

나는 매장 내 다른 고객들과 유사한 성향을 가지고 

있을 것 같다. 
.769 .737 

매장의 다른 고객은 전반적으로 나와 유사하다고 느

껴졌다. 
.850 840 

신체적 

매력 

나는 다른 고객들의 외모가 좋았다. .775 .826 

다른 고객들은 적절하게 옷을 잘 입었다. .769 .794 

다른 고객들은 잘(예쁘게) 생겼다 .835 .881 

다른 고객들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외모를 가졌

다. 
.798 .878 

행동의 

적합성 

매장 내 다른 고객들은 타인을 배려하면서 행동했다.  .740 .733 

나는 매장 내 다른 고객들이 예의 바르게 처신했다고 

생각한다. 
.779 .792 

매장 내 다른 고객들의 행동이 기분 좋게 느껴졌다. .854 .892 

점포태도 

나는 그 매장이 마음에 든다. .811 .862 

그 매장은 훌륭하다. .776 .833 

그 매장에 대한 내 생각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878 .844 

나는 그 매장을 좋아한다. .851 .811 

행동반응 

나는 그 매장을 다시 방문하고 싶다. .751 .809 

나는 그 매장에서 제품을 사고 싶었다. .764 .711 

나는 이 매장을 지인에게 추천하고 싶다. .901 .831 

a. 모든 요인부하량 값의 유의도는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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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측정모델의 비제약모델과 제약모델의 모델 적합도 비교 

 χ2 d.f. Normed χ2 RMR GFI NFI RMSEA 

Unconstrained 

model 
388.695 254 1.530 .054 .914 .920 ..035 

Measurement 

weights 
394.480 267 1.477 .057 .9112 .919 .033 

 

 

2) 경로계수 차이 검증 

 

매장 내 다른 고객 지각에 대한 성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각 

경로에 제약을 하지 않은 Free모형과 각 집단 간 경로(유사성  점포태도, 

신체적 매력  태도, 행동의 적합성  태도, 행동의 적합성  행동적 반

응)계수가 같다고 제약한 각각의 제약모형에 대해 AMOS 결과표에서 제공

하는 수치인 Critical rations for differences(C.R.)의 값을 확인하는 방법

을 이용하였다. C.R값을 비교한 결과 유사성  점포태도(-1.537), 신체적 

매력  점포태도(.803), 행동의 적합성  점포태도(-1.372)의 경로의 

C.R. 값의 절대값은 모두 1.965 이하로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행동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두 변수 경로 C.R.값은 1.965이

상으로 행동의 적합성  행동반응(2.592), 점포태도  행동반응(2.072) 

경로에 대해서는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는 검증되었다. 즉, 행동의 적합성이 

행동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성별의 조절효과는 유의하다.  

남성과 여성 개별표본분석에서는 형태 동질성과 측정 동질성이 확보되었

고, 다른 고객 지각 차원의 영향이 유의하므로 비표준화계수를 이용하여 개

별표본분석에 의한 각 변수의 영향력을 비교하였다. 남성과 여성 소비자 각 

집단에서 다른 고객 지각의 영향력은 <표 4-22>와 <표 4-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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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반응에 대한 행동 적합성과 점포태도의 영향에서는 성별에 따른 조절

효과가 유의했으므로 이들 경로에 대해서는 표준화계수를 이용하여 비교할 

수 있다. 남성 소비자 집단에서 행동반응에 대한 다른 고객의 행동 적합성

의 영향력(b=.30***) 유의하게 나온 반면, 여성 소비자 집단에서 행동의 적

합성이 행동반응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즉, 남성 

소비자는 여성 소비자에 비해 다른 고객의 행동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기 쉽

고, 그 영향력이 더 크다. 행동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점포태도의 영향은 여

성 소비자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남성b=.46***, 여성b=.68***) 이를 통해 

점포 내 행동반응에 미치는 점포태도의 영향력은 남성에 비해 여성 소비자

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22> 남성과 여성 소비자 집단의 경로계수 

 

남성 여성 

B β 
표준 

오차 

Critical 

Ration 
B β 

표준 

오차 

Critical 

Ration 

유사성 

태도 
-.01 -.02 .10 -.15 .18 .19 .09. 2.13* 

신체적 매력 

태도 
.30 .32 .10 .81** .11 .13 .08 .143 

행동의 적합성  

 태도 
.25 .26 .10 2.52* .35 .38 .08. 4.26*** 

행동의 적합성  

 행동반응 
.30 .34 .07 4.44*** .06 .07 .06 .921 

태도  

 행동반응 
.46 .49 .07 6.20*** .68 .73 .08 8.635*** 

B는 비표준화된 경로계수 

β는 표준화된 경로계수 

***р < .001, **р < .01, *р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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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3> 남성과 여성 집단에서 다른 고객 지각의 영향 

집단  구조모형 검증(표준화된 경로계수 표시) 

남성 

소비자 

 

 

 

 여성 

소비자 

 

 

 

ns는 통계값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을 의미함. 
괄호 안의 숫자는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 검증이 가능한 경로의 비표준화계수를 나타냄. 

***р < .001, **р < .01, *р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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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령에 따른 다른 고객 지각 차이 

 

1) 측정모델의 등가성 확인 

 

① 형태동일성 검증 

 젊은 소비자 집단과 나이든 소비자은 각각 수정된 연구 모형에 높은 적합

성을 보이고<표 4-24>, 요인부하량 또한 0.1% 수준에서 .67이상을 나타

내므로<표4-25> 젊은 소비자 집단과 나이든 소비자 집단은 모두 형태 동

질성이 확보되어 각 집단 별 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할 수 있다.  

 

<표 4-24> 젊은 소비자 집단과 나이든 소비자 집단 각각의 모델 적합도 

 χ2 (d.f). p-value Normed χ2 RMR GFI NFI RMSEA 

젊은  

소비자 
191.102(127) .000 1.505 .051 .916 .918 .049 

나이든 

소비자 
197.59(127) .000 1.556 .056 .911 .921 .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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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5> 젊은 소비자 집단과 나이든 소비자 집단 각각의 요인부하량 

요인 문 항 

표준화된 요인부하량 a 

젊은 

소비자 

나이든 

소비자 

유사성 

나와 매장 내 다른 고객들은 같은 부류의 사람일 것 

같다.  
.671 .733 

나와 매장 내 다른 고객들은 외형적으로 비슷하다.  .716 .722 

나는 매장 내 다른 고객들과 유사한 성향을 가지고 

있을 것 같다. 
.758 .734 

매장의 다른 고객은 전반적으로 나와 유사하다고 느

껴졌다. 
.834 .838 

신체적 

매력 

나는 다른 고객들의 외모가 좋았다. .819 .758 

다른 고객들은 적절하게 옷을 잘 입었다. .764 .779 

다른 고객들은 잘(예쁘게) 생겼다 .882 .847 

다른 고객들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외모를 가졌

다. 
.862 .785 

행동의 

적합성 

매장 내 다른 고객들은 타인을 배려하면서 행동했다.  .720 .772 

나는 매장 내 다른 고객들이 예의 바르게 처신했다고 

생각한다. 
.758 .837 

매장 내 다른 고객들의 행동이 기분 좋게 느껴졌다. .859 .842 

점포태도 

나는 그 매장이 마음에 든다. .853 .812 

그 매장은 훌륭하다. .768 .827 

그 매장에 대한 내 생각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880 .831 

나는 그 매장을 좋아한다. .849 .814 

행동반응 

나는 그 매장을 다시 방문하고 싶다. .744 .795 

나는 그 매장에서 제품을 사고 싶었다. ..632 .840 

나는 이 매장을 지인에게 추천하고 싶다. .820 .898 

a. 모든 요인부하량 값의 유의도는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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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측정의 동일성 검정 

 <표 4-26>는 패션 점포의 젊은 소비자와 나이든 소비자 집단의 요인부하

량 메트릭스에 대한 제약모델을 비제약모델과 비교한 결과이다. 제약모형의 

카이제곱 증가치가 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아 두 집단 간 측정의 동일성

이 확보되었다(Δχ2=17.109(13)< χ2.
.050(13)=22.36, Δd.f.=13)). 

 

< 표 4-26> 측정모델이 비제약모델과 제약모델의 모델 적합도 비교 

 χ2 d.f. Normed χ2 RMR GFI NFI RMSEA 

Unconstrained 

model 
424.911 254 1.673 .056 .904 .910 .040 

Measurement 

weights 
442.019 267 1.656 .063 .900 .907 .039 

 

 

2) 경로계수 차이 검증 

 

명품과 SPA 쇼핑 경험이 있는 젊은 소비자와 나이든 소비자 집단의 연

령에 따른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두 집단간 C.R값을 비교한 결과 모

든 값의 절대값이 ±1.965 이하로 경로 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

다(유의성  점포태도(-.273), 신체적 매력  점포태도(1.356), 행동

의 적합성  점포태도(.564), 행동의 적합성  행동반응(.060), 점포태

도  행동반응(-.1.263)). 즉, 점포태도 및 행동반응에 미치는 다른 고

객 지각의 영향에 있어서 연령에 따른 직접적인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

았다.  

점포태도와 반응에 다른 고객 지각이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연령의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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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나, 개별표본 차원에서는 형태 동질성과 측

정 동질성이 확보되었고, 다른 고객 지각 차원의 영향이 유의하므로 표본 

내에서 표준화 계수를 비교하고, 두 집단간 영향력의 유무를 비교하는 수준

에서 젊은 집단과 나이든 집단의 패션 점포 내 다른 고객 지각의 영향을 비

교해볼 수 있다.   

 <표 4-27>와 같이 젊은 소비자 집단은 다른 고객 지각 차원 중 행동의 

적합성(β=.20*)만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든 소비자 

집단은 유사성을 제외한 신체적 매력(β=.41***)과 행동의 적합성(β=.28***)

이 점포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젊은 소비자(β=.19*)와 나이든 소비자(β=.17*) 모두 유의

한 영향력이 검증되었고, 점포태도가 행동에 미치는 영향 또한 검증되었다

(젊은 소비자β=57.***, 나이든β=.67***).  

 

 <표 4-27> 젊은 소비자와 나이든 소비자 집단의 경로계수  

 

젊은 소비자 나이든 소비자 

β 
표준 

오차 

Critical 

Ration 
β 

표준 

오차 

Critical 

Ration 

유사성태도 .10 .102 .903 .06 .080 .706 

신체적 매력태도 .20 .116 1.599 .41 .074 5.014*** 

행동의 적합성  

 태도 
.20 .60 2.444* .28 .075 3.431*** 

행동의 적합성  

 행동반응 
.19 .067 2.266* .17 .061 2.425* 

태도  행동반응 .57 .080 6.316*** .67 .078 8.282*** 

Note. β는 표준화된 경로계수 

***р < .001, **р < .01, *р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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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8> 젊은 소비자 집단과 나이든 소비자 집단의 구조 모형 검증 

집단  구조모형 검증(표준화된 경로계수 표시) 

젊은 

소비자 

집단 

 

 

 

 나이

든 소

비자 

집단 

 

 

 

ns는 통계값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을 의미함. 

***р < .001, **р < .01, *р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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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쇼핑은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 활동에 속하며 쇼핑 과정 중 소비자에게 영

향을 주는 환경 요소는 다양하다. 그 중 인적 요소는 소비자가 매장에서 필

수적으로 접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점포 내 소비자의 행동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환경 요소의 영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

나 소비자에게 영향을 주는 환경 요소 중 상품구색이나 공간 구성 등 물리

적 요소에 비해 판매원이나 동반인, 다른 고객과 같은 인적 요소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고, 특히 인적 요소 중에서도 종업원과 고객과의 상호작용

에만 집중된 연구가 많았다.  

 패션 기업을 포함한 여러 기업들이 점포 내 존재하는 다른 고객의 중요성

을 인식하면서도 그 동안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던 이유는 물리적 환경이

나 종업원 관련 요인은 기업이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인데 비해 고객들 간의 

인식이나 상호작용은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이

다. 그러나 최근 학계와 기업에서는 다른 고객이 타겟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리 필요성과 관리 가능성을 높게 인식하고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업이 적절한 고객 조합과 고객 간 관계를 향상시키는 목

적의 ‘고객 적합성 관리’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가 하면, 다른 고객에게 긍

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고객참여행동 및 나아가 시민행동을 유도하기 위

해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패션 리테일 상황에

서 다른 고객에 대한 지각이 패션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의 점포태도와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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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점포 유형(명품매

장과 SPA매장)과 소비자의 성별, 연령에 따라 다른 고객 지각의 영향이 어

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여 보다 총체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 목적에 따라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패션 

점포 내 다른 고객 지각 차원인 유사성, 신체적 매력, 행동의 적합성이 각

각 점포태도와 행동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둘째, 각각의 

다른 고객 지각 차원이 행동반응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점포태도를 매

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가장 적합한 모형을 찾고자 하였다. 셋째, 명품

매장과 SPA매장, 그리고 고객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다른 고객 지각에 어

떠한 차익 있는지 집단 간 차이를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를 실증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회상에 의한 설문지법을 

이용하였으며, 회상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본격적인 설문 전에 해당 쇼핑 

경험에 대한 간단한 질문을 추가하였다. 점포유형(명품 vs. SPA)과 응답자

의 성별(남 vs. 여), 연령(젊은 vs. 나이든)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

기 위하여 각각의 집단이 비슷한 확률로 추출될 수 있도록 층화표본추출법

으로 표본을 수집하였다. 최근 6개월 이내에 명품 또는 SPA매장에서 쇼핑

하는 중 다른 고객을 지각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설문 대상으로 삼았고, 

최종 분석에 이용한 응답자의 분포는 명품매장 212개, SPA매장217개이다. 

본 연구의 실증적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명품과 SPA를 포함하여 패션 점포를 이용하는 모든 소비자를 대상

으로 한 가설 검증에서 소비자들은 점포태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매장 내 

다른 고객의 유사성에는 영향을 받지 않고, 신체적 매력과 그들의 행동이 

적합한지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인과의 자신이 비슷

하다고 느낄수록 긍정적 감정을 느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나타낸다는 선행연

구들의 흐름과 다른 것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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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기존의 패션 점포 내의 종업원이나 다른 고객과의 유사성을 연구한 선

행연구는 자료 수집의 편의성과 패션 상품의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소비

자라는 점에서 주로 젊은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김윤정

(2012)의 연구에서도 다른 고객과의 자기이미지 일치의 영향을 보는데 있

어서 2-3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향력이 유의했지만, 40대 이상의 

소비자나 남성 소비자에게는 그 결과를 적용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도 여

성 소비자 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유사성이 점포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확인되어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다른 고객과의 유사성 지각의 영향

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점포 내 행동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다른 고객의 유사성 지

각과, 신체적 매력은 행동반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다른 고

객의 행동 적합성만이 그것을 지각한 소비자의 행동반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이는 다른 고객과의 유사성이나 그들의 신체적 매력과 같은 시각

적 자극에 대해서는 외부 자극이 태도를 형성하고, 태도를 매개로 행동에 

나타난다는 전통적인 태도-행동 관계를 지지한다. 그러나 다른 고객의 적

합한 또는 적합하지 않은 행동은 소비자의 직접적인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Yi et al.(2013)의 연구에서도 다른 고객에 대한 자발적인 배려, 도

움 그리고 기업 및 종업원에 대한 관용 및 지지 등의 긍정적인 행동이 그것

을 지각하는 고객의 긍정적인 행동반응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을 밝혀 그 

흐름을 같이한다.  

 셋째, 상황과 고객 특성에 따라 다른 고객 지각의 영향의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았다. 먼저 명품매장에서 고객들은 점포태도를 형성하는데 있어 다른 

고객의 신체적 매력에 유의한 영향을 받았으나, SPA매장에서는 그 영향력

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것은 과시적 특성을 갖는 명품을 소비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점포 내 다른 고객들을 준거집단으로 활용하고 특히 그들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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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 매력을 중요한 단서로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 소비자들은 다른 고객과의 유사성을 지각하면 점포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으나, 남성 소비자에게서는 유사성의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점포 내 인적 요소들과의 유사성의 영향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이 대부

분 젊은 여성 집단을 대상으로 그 영향력이 검증되었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유사성의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패션 점

포 내 다른 고객의 행동 적합성이 그것을 지각한 소비자의 행동반응에 미치

는 직접적인 영향에 있어서는 남성만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패션 점

포에서 다른 고객이 사회적 규범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지각했을 때, 

남성은 여성에 비해 구매를 하지 않거나 매장을 재방문 하지 않는 등의 부

정적인 행동반응에 보다 즉각적으로 반응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업에서

도 남성 소비자들의 즉각적인 행동반응에 유의하여 고객들의 행동 적합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2-30대 젊은 소비자와 4-50대 소비자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젊은 소비

자 집단에서는 다른 고객 지각 차원 중 행동의 적합성만이 점포태도에 미치

는 영향이 확인되었고, 나이든 소비자 집단에서는 신체적 매력과 행동의 적

합성에 따라 점포태도가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모든 연령의 소비자에게서 

다른 고객의 행동 적합성이 행동반응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유의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의복 구매 시 다른 사람들의 시선

을 덜 의식한다는 결과가 많았는데, 본 연구 결과는 그와 다르게 다른 고객

의 신체적 매력에 대해서 젊은 소비자 집단에서는 그 영향이 없었으나 오히

려 연령이 높은 소비자 집단에서는 신체적 매력의 영향이 확인되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명품과 SPA매장 쇼핑 경험을 대상으로 설문이 이루어진 것에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다. 4-50대로 구성한 높은 연령의 소비자 집단에서

는 명품매장과 SPA매장이 그들이 일상적으로 의복을 구매하는 상황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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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비교적 낯선 환경일 것이다. 그에 반해 2-30대로 구성한 젊은 소비자 

집단은 명품매장이나 SPA매장에 대한 방문 또는 쇼핑 경험이 빈번하여 그 

환경이 높은 연령에 비해 낯설지 않게 느껴질 수 있다. 낯선 환경에서 사람

들은 다른 사람의 단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명품매장과 SPA매장에서는 그 매장에 익숙하지 않은 높은 

연령의 소비자에 대해 특히 다른 고객 지각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한 고객 적합성 관리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점포 내 다른 고객의 행동 적합성은 그것을

지각한 소비자의 점포태도 및 행동반응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상황 특성, 고객 특성에 관계없이 명품과 SPA매장 모두에서 그

리고 소비자의 성별과 연령에도 관계없이 가장 중요한 다른 고객 차원이었

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점이다. 이것은 그 동안 소비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패션 점포 내 요소 가운데 다른 고객과의 유사성이나 신체적 매력에 

비해 간과되었던 요소였지만 최근에는 고객간 상호작용이 많은 서비스 분야

를 중심으로 다른 고객의 행동이 소비자의 감정 및 태도, 행동반응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나아가 고객 참여행동, 불량행동으

로 구체화하여 그 영향력을 연구하는 시도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패션 점포에서 다른 고객이 소비자의 태도 및 행동반응에 미치

는 영향에 주목하였다. 특히, 패션 점포의 특성을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매장 특성(명품매장과 SPA매장)과 소비자 특성(소비자의 성별

과 연령)에 따라 각 집단 별 다른 고객 지각의 영향력을 알아보았다.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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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얻을 수 있는 학문적 시사점과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 학문적 시사점 

 

패션 점포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물리적 요소에 대한 영향력 검증

이 많았고, 인적 요소 중에서는 기업 입장에서 통제 및 관리가 가능한 종업

원의 영향력에 대해서 주로 연구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패션 점포 내 다

른 고객 지각이 점포태도와 행동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 패션 리테일 

분야에서 다른 고객의 영향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결과에서 중요한 학문적 시사점은 패션 점포 내 다른 

고객 지각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던 다른 고객 행동

의 적합성에 대해 연구하고, 연구 결과를 통해 다른 어떤 변수보다 중요한 

요소임이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패션 리테일 상황은 서비스가 이뤄지는 접

점으로서 최근 서비스 마케팅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고

객 참여행동, 불량행동 개념의 패션 리테일 분야에의 적용이 필요하다. 서

비스 환경에서 고객들의 기업에 대한 또는 다른 고객에 알맞은 참여와 나아

가 배려, 관용, 도움, 피드백 등 긍정적인 행동은 그것을 지각하는 소비자로 

하여금 행동의 당사자뿐 아니라 점포 및 기업에도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낼 

수 있다. 반대로 고객의 불량행동으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은 불량행동의 당

사자뿐 아니라 점포와 기업에까지 부정적 평가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그 영

향에 주목해야 한다.        

셋째, 패션 점포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명품매장과 SPA매장에서 각각 다

른 고객 지각의 영향력을 구분하여 알아보았다. 패션 상품은 다양한 속성의 

브랜드가 존재하는데, 서로 다른 브랜드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같은 자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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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할지라도 다른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패션 점포의 특징을 반영

하여 명품매장과 SPA매장에서의 다른 고객 지각 차이를 비교한 것은 학문

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넷째, 소비자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패션 점포 내 다른 고객 지각의 영향

력을 알아보았다. 패션 시장에 대한 선행 연구는 종종 자료의 수집과 표본

의 접근성 때문에 여성 소비자 또는 젊은 학생 소비자에 제한되어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전통적으로 패션 시장의 주 고객은 여성 소비자 또는 젊은 

소비자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패션시장 연구가 유용한 

결과로 인정될 수 있었나 최근에는 남성 소비자와 중년 소비자 역시 젊은 

여성 소비자 못지않게 중요한 소비자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더욱이 패션

시장에서는 각 세분집단 별 소비자들이 서로 다른 인지와 반응을 나타내므

로 기존의 젊은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결과로 모든 소비자 

집단에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소비자의 성

별과 연령에 따라 응답자를 구분하고 패션 점포 내에서 다른 고객 지각의 

영향력을 구분하여 알아보았다는 점에서 학문적으로 의미가 있다.  

 

 

2. 실무적 시사점 

 

 최근 패션 기업들은 불량 고객 혹은 충성 고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

다. 불량 고객이 환불이나 교환으로, 충성 고객이 지속적 재방문이나 높은 

구매율로 매출 이익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이들 고객이 점포 내에서 다른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 때문이기도 하다. 과거에 기업들은 입점하는 고객을 

외부 요소로 생각하고 기업이 그들을 그들을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것은 불

가능하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다른 고객이 지각하는 고객들의 영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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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고객 관리와 통제 전략도 개발되고 실제로 시

행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 밝힌 점포 내 다른 고객 지각의 

영향은 다양한 실무적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패션 기업들은 매장 내 고객들의 행동이 사회적 규범에 맞는지 각별

히 관리하여야 한다. 패션 브랜드에서는 전통적으로 고객 들간 유사성과 신

체적 매력이 높은 고객은 다른 고객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

지하여 판매하는 상품의 사이즈에 제한을 두어 신체적 매력이 낮은 소비자

의 진입을 막거나 외부로 전시하는 상품을 이상적 사이즈로 내보여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유사성과 신체적 매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그 동안 패션 기업이 중요하게 다루지 않던 고객들의 행

동의 중요성을 밝혔다. 즉, 패션 점포를 방문한 고객이 판매원이나 다른 고

객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지나치게 떠들어 적합하지 않은 행동이라는 인

식을 주게 되면 이는 그 행동을 한 소비자와 함께 그 점포에 대한 태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심지어는 매장을 나가거나 구매를 하지 않고, 점포

에 대해 부정적인 구전을 하는 행동반응도 보이게 된다. 반대로 소비자가 

패션 점포에서 다른 고객의 배려나 친절, 또는 그들이 사회적 규범에 잘 맞

게 행동하는 것을 접한다면 다른 고객뿐 아니라 기업에 대한 태도와 구매, 

재방문, 구전 의도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패션 기업들은 점포 내 고객들의 행동 적합성을 관리할 수 있는 전

략을 고려하여 소비자들의 점포태도와 행동을 긍정적으로 향상시켜야 할 것

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명품매장과 SPA매장 간 다른 고객 지각에 차이가 있

음을 확인하여 두 매장에서는 서로 다른 고객 관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명품매장에서는 다른 고객의 신체적 매력에 영향을 받는 고객을 고려하여 

신체적 매력이 높은 고객의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나 또는 매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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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들로 하여금 다른 고객의 신체적 매력이 높게 인지되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매장 내 조명이나 거울, 그리고 다양한 물리적 증거를 통해 

타인의 외모가 더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점포태도와 행동

반응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도 다른 고객 지각의 영향이 달

라지므로 이를 반영한 고개 관리나 전략이 필요하다. 남성 소비자는 여성 

소비자에 비해 행동 적합성이 구매, 재구매, 구전 등 행동반응으로 직접 미

치는 영향이 확인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명품

과 SPA매장에서 4-50대 높은 연령의 소비자들은 다른 고객의 신체적 매

력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고객 관

리 및 적합성 전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제 3 절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명품매장과 SPA매장에서의 쇼핑 중 다른 고객을 지각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회상에 회상에 의한 설문지법(retrospective self-

reports)을 실시하였다. 회상에 의한 설문지법은 응답자의 경험에 기반해 

기억해낸 정서적 · 인지적 · 행동적 반응을 보고하는 수집 방법으로 기억의 

망각, 합리화 경향과 응답의 일관성 요인이 존재하는 약점이 있다(Smith et 

al., 1999).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기업 망각 및 응답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근 6개월 이내의 쇼핑 경험으로 제한하였고, 설문지의 서두에 ‘방



91 

문한 명품(또는 SPA) 브랜드’, ‘방문한 명품(또는 SPA) 브랜드가 속한 소

매점’, ‘방문한 대형 명품(또는 SPA) 매장에서 구입한 상품’, ‘대형 명품(또

는 SPA) 매장에서 마주친 다른 고객의 수’ 등을 간단한 주관식 또는 객관

식으로 질문하여 응답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수준에서 회상의 정확도를 

높이도자 했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의 실제 소비 경험에 대한 회상에 

기반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므로 높은 외적 타당성을 얻을 수 있었고, 표본

과 상황을 적절히 통제함으로써 각 변수의 신뢰도 및 연구모형의 적합도 또

한 만족할 만한 범위 안에 들어 내적 타당성 또한 획득할 수 있었다. 그러

나 보다 철저한 변수 간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상황변수 및 통제변수를 

체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나리오 기반 실험 등의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추후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회상에 의한 설문법은 감정에 대

한 질문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답변이 수집된다는 약점이 있으므로 추후 감

정에 미치는 다른 고객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에서는 실험실 실험

이나 시나리오 설문법 등을 이용한 자료수집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명품매장과 SPA매장의 응답자들 간의 패션 관여도

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n명품=5.20 > nSPA=4.97, t=-2.556, 

p=.011). 이는 각각의 매장에서 판매하는 패션 상품의 특성에 기반한 것으

로 실제 명품매장의 쇼핑 경험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응답한 소비자들이 

SPA매장의 응답자들에 비해 패션관여도가 높은 것은 현실에 나타나는 추

세를 더 자연스럽게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명품과 SPA매장

에서 판매하는 상품 속성에만 근거한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실험을 

통해 참가자들의 패션 관여도를 동질하게 맞추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다른 고객의 지각 차원을 유사성, 신체적 매력, 행동

의 적합성 세 수준으로 구분하여 영향력을 알아보았다. 이는 Brocato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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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2012)의 연구에서 타당성이 검증된 차원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다른 고

객 지각 차원에 대한 영향이 연구된다면 더 수준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 리테일 상황에서 연구가 많이 이뤄졌던 다른 고객의 수나 

다른 고객과의 거리, 다른 고객의 구매 행동 또는 서비스 환경에서 활발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 다른 고객의 참여행동, 불량행동 등을 패션 점포 내 

다른 고객 지각 차원으로 적용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연구의 대상을 한국인 소비자로 제한하여 패션 점포 내 

다른 고객 지각의 영향력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최근 브랜드의 해외진출 또

는 소비자의 해외 여행에서의 소비 등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오프라인 

점포에서도 국가의 영역 및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므로 향후 다양한 국

가와 문화권에 걸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최근 국내를 방문하는 중국 관

광객들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이들은 국내에서 숙박과 식음료보다도 쇼

핑에 가장 많은 경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중국인 관광

객들은 이전에 명품 중심으로 쇼핑하던 것에 비해 최근에는 저가의 SPA브

랜드에서의 쇼핑도 증가하고 있다(“중국 여행자가 온다”, 2013. 12. 4). 따

라서 국내 명품 뿐 아니라 SPA를 포함한 다양한 패션 점포에서의 외국 소

비자의 다른 고객 지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소비자가 이동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브랜드가 해외로 진출하는 경우도 있다. 중국, 일본 등 아시아 

문화권뿐 아니라 미국과 프랑스 등 서구 문화권에도 오프라인 매장을 통하

여 진출하고 있는 국내 패션브랜드들이 증가하고 있다. 넓은 의미의 패션으

로 볼 수 있는 화장품 브랜드 또한 최근 국내 브랜드가 중국, 미국과 프랑

스 등 다양한 국가에 오프라인 매장을 설립하며 활발히 진출하고 있으므로

(“거침없는 아모레퍼시픽 150만원 조준”, 2014) 다른 문화권에서의 점포 

내 다른 고객 영향력에 대한 이해를 모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른 고객의 지각에 있어서 시간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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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다면 더욱 풍부한 결과를 축적할 수 있다. 특히 반복되는 매장 방문에

서 다른 고객 지각의 영향을 연구하거나 다른 고객 지각의 횟수를 늘리는 

등의 장기적 관점을 적용한 종적 연구는 패션 브랜드가 실무적 전략을 발전

시키는데 유용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서

도 다른 고객 지각의 차이가 달라질 수 있는데, 1회의 방문 중 다른 고객의 

존재를 단순히 인지한 순간, 그들과 몇 분간의 시간을 한 점포 내에 머무르

며 상품을 탐색하는 동안, 그리고 최종적으로 쇼핑을 마칠 때의 다른 고객 

지각의 영향력도 흥미로운 연구 주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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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서울대학교 생명심의윤리위원회(IRB) 심의면제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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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대형 명품 매장 대상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 

 

<설문지1_’대형 명품 매장’ 쇼핑 경험 설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보람 입니다. 

본 설문지는 석사 학위 논문의 바탕이 될 연구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패션 

매장에서 다른 고객 지각에 대한’에 대한 연구를 위한 설문지입니다. 각 질문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으니 평소에 생각하시던 대로 솔직하게 한 문항도 빠짐없이 대답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적으로 처리될 뿐 개별적으로 공개되는 일은 없으므로 안심하시

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응답은 연구를 위해 매우 소중

하고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설문에 응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 3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패션머천다이징 연구실 

김보람 드림 

 

지도교수: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교수 이유리 

 

연락처: 010-4562-1727 

Email: boram0929.kim@gmail.com 

 

본 연구는 패션 제품을 취급하는 대형 명품 매장에서 다른 고객 지각에 대한 반응

을 조사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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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명품 매장이란 국내에는 주로 백화점 1층에 위치한 루이비통Louisvuitton, 샤

넬Chanel, 프라다Prada 등을 의미합니다.   

 

0-1. 당신은 최근 6개월 이내에 대형 명품 매장을 방문한 경험이 있으십니

까? 

① 예  

② 아니오  

 ‘② 아니오’를 선택한 경우, 설문 조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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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당신이 방문한 대형 명품 매장에 다른 고객이 있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② 아니오’를 선택한 경우, 설문 조사 중단. 

 

 
0-3. 최근 6개월 이내에 대형 명품 매장을 방문한 경험 중 1회를 회상하여 다음 질

문에 주관식으로 답하여 주십시오.  

1. 당신이 방문한 명품 브랜드는 무엇입니까?  

2. 당신이 방문한 명품 브랜드는 어느 소매점에 입점해 있습니까?  

(ex. 신세계 백화점 강남, 롯데 애비뉴얼 명동, 청담동 단독 매장, 해외 등) 

3. 방문한 대형 명품 매장에서 구입한 상품은 무엇입니까? (중복 선택 가능) 

① 상의류    ② 하의류     ③ 아우터   ④ 액세서리(신발, 가방 등)    ⑤ 기타 

4. 방문한 대형 명품 매장에서 마주친 다른 고객은 대략 몇 명입니까?  

① 1~2명         ② 3~10명       ③ 10명 이상        

 

I. 다음은 귀하가 방문한 대형 명품 매장에서 보았던 다른 고객에 대한 

질문입니다. 앞에서 회상하신 대형 명품 매장 쇼핑에 기반하여 다음 질문에 

대해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 항 
전혀           보통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다.   

1 
매장 내 다른 고객들은 나와 비슷한 배경

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와 매장 내 다른 고객들은 같은 부류의 

사람일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와 매장 내 다른 고객들은 외형적으로 

비슷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매장 내 다른 고객들과 유사한 성향

을 가지고 있을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매장의 다른 고객은 전반적으로 나와 유사

하다고 느껴졌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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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나는 다른 고객들의 외모가 좋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다른 고객들은 적절하게 옷을 잘 입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다른 고객들은 잘(예쁘게) 생겼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다른 고객들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외

모를 가졌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매장 내 다른 고객들의 행동은 그 상황에 

적절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매장 내 다른 고객들은 타인을 배려하면서 

행동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나는 매장 내 다른 고객들이 예의 바르게 

처신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매장 내 다른 고객들의 행동이 기분 좋게 

느껴졌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II. 다음은 귀하가 방문한 대형 명품 매장에서의 쇼핑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앞에서 회상하신 대형 명품 매장 쇼핑에 기반하여 다음 질문에 대해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 항 
전혀         보통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다. 

1 나는 그 매장이 마음에 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그 매장은 훌륭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그 매장에 대한 내 생각은 전반적으로 긍

정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그 매장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그 매장은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나는 그 매장을 믿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그 매장에서 파는 상품은 신뢰감이 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나는 그 매장에서 즐거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나는 그 매장에서 경험이 만족스러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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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나는 그 매장에서 행복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나는 그 매장에서 편안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나는 그 매장이 흥미로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나는 그 매장에서 짜증이 났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나는 그 매장에서 답답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나는 그 매장에서 불안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6 나는 그 매장에서 오래 머무르고 싶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7 
나는 그 매장에서 빨리 빠져 나오고 싶었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8 나는 그 매장을 다시 방문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9 
나는 그 매장의 다른 사람과 대화 또는 

상호작용하고 싶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0 나는 그 매장에서 제품을 사고 싶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1 나는 이 매장을 지인에게 추천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III. 다음은 귀하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V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여성 

 

2. 귀하의 연령은?              만(                    )세 

 

3. 귀하의 결혼 여부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미혼          ② 기혼 

 

4.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경영관리직      ② 전문직      ③ 전문기술직     ④ 사무직     ⑤ 서비스직     

⑥ 판매직    ⑦ 생산관리직    ⑧ 학생     ⑨ 주부      ⑩ 기타   ____________ 

 

5.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중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전문대학 졸업     

④  대학교 재학 중     ⑤ 대학교 졸업        ⑥ 대학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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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귀하의 가계 한 달 평균 수입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100 만원 미만                      ② 100 만원 이상 ~ 200 만원 미만 

③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⑤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⑥ 6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⑦ 8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⑧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⑨ 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⑩ 2000만원 이상 

 

7. 쇼핑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① 주 1 회 미만 ② 월 1~2 회  ③ 2 달에 한 번  ④ 계절별 1 회 ⑤ 년 1~2 회 

 

Ⅳ. 다음은 응답자 본인의 패션 관여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읽고 응답해 주시

기 바랍니다.  

번호 문 항 
전혀         보통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다. 

1 
나는 패션제품 구입시 유행경향에 대해 신경

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내 삶에 있어 옷을 잘입는 것은 매우 중요하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패션제품 쇼핑하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대개 최신 유행 패션 제품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멋있는 의복은 나를 돋보이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끝까지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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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대형 SPA 매장 대상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 

 

<설문지2_’대형 SPA 매장’ 쇼핑 경험 설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보람 입니다. 

본 설문지는 석사 학위 논문의 바탕이 될 연구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패션 

매장에서 다른 고객 지각에 대한’에 대한 연구를 위한 설문지입니다. 각 질문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으니 평소에 생각하시던 대로 솔직하게 한 문항도 빠짐없이 대답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적으로 처리될 뿐 개별적으로 공개되는 일은 없으므로 안심하시

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응답은 연구를 위해 매우 소중

하고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설문에 응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 3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패션머천다이징 연구실 

김보람 드림 

 

지도교수: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교수 이유리 

 

연락처: 010-4562-1727 

Email: boram0929.kim@gmail.com 

 

본 연구는 패션 제품을 취급하는 대형 SPA 매장에서 다른 고객 지각에 대한 반응을 

조사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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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SPA 매장에는 자라ZARA, 유니클로Uniqlo, 갭GAP, H&M 등이 있습니다. 

 

0-1. 당신은 최근 6개월 이내에 대형 SPA 매장을 방문한 경험이 있으십니

까? 

① 예  

② 아니오  

 ‘② 아니오’를 선택한 경우, 설문 조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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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당신이 방문한 대형 SPA 매장에 다른 고객이 있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② 아니오’를 선택한 경우, 설문 조사 중단. 

 

 
0-3. 최근 6개월 이내에 대형 SPA 매장을 방문한 경험 중 1회를 회상하여 다음 질

문에 주관식으로 답하여 주십시오.  

1. 당신이 방문한 SPA 브랜드는 무엇입니까?  

2. 당신이 방문한 SPA 브랜드는 어느 소매점에 입점해 있습니까?  

(ex. 롯데 백화점 잠실, 강남역 지점, 해외 등)  

3. 방문한 대형 SPA 매장에서 구입한 상품은 무엇입니까? (중복 선택 가능) 

① 상의류    ② 하의류    ③ 아우터     ④ 액세서리(신발, 가방 등)    ⑤ 기타 

4. 방문한 대형 SPA 매장에서 마주친 다른 고객은 대략 몇 명입니까?  

① 1~2명         ② 3~10명       ③ 10명 이상        

 

IV. 다음은 귀하가 방문한 대형 명품 매장에서 보았던 다른 고객에 대한 

질문입니다. 앞에서 회상하신 대형 SPA 매장 쇼핑에 기반하여 다음 질문에 

대해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 항 
전혀           보통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다.   

1 
매장 내 다른 고객들은 나와 비슷한 배경

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와 매장 내 다른 고객들은 같은 부류의 

사람일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와 매장 내 다른 고객들은 외형적으로 

비슷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매장 내 다른 고객들과 유사한 성향

을 가지고 있을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매장의 다른 고객은 전반적으로 나와 유사

하다고 느껴졌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나는 다른 고객들의 외모가 좋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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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른 고객들은 적절하게 옷을 잘 입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다른 고객들은 잘(예쁘게) 생겼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다른 고객들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외

모를 가졌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매장 내 다른 고객들의 행동은 그 상황에 

적절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매장 내 다른 고객들은 타인을 배려하면서 

행동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나는 매장 내 다른 고객들이 예의 바르게 

처신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매장 내 다른 고객들의 행동이 기분 좋게 

느껴졌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V. 다음은 귀하가 방문한 대형 SPA 매장에서의 쇼핑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앞에서 회상하신 대형 SPA 매장 쇼핑에 기반하여 다음 질문에 대해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 항 
전혀         보통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다. 

1 나는 그 매장이 마음에 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그 매장은 훌륭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그 매장에 대한 내 생각은 전반적으로 긍

정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그 매장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그 매장은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나는 그 매장을 믿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그 매장에서 파는 상품은 신뢰감이 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나는 그 매장에서 즐거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나는 그 매장에서 경험이 만족스러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나는 그 매장에서 행복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나는 그 매장에서 편안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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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나는 그 매장이 흥미로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나는 그 매장에서 짜증이 났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나는 그 매장에서 답답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나는 그 매장에서 불안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6 나는 그 매장에서 오래 머무르고 싶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7 
나는 그 매장에서 빨리 빠져 나오고 싶었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8 나는 그 매장을 다시 방문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9 
나는 그 매장의 다른 사람과 대화 또는 

상호작용하고 싶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0 나는 그 매장에서 제품을 사고 싶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1 나는 이 매장을 지인에게 추천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VI. 다음은 귀하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V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7.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여성 

 

8. 귀하의 연령은?              만(                    )세 

 

9. 귀하의 결혼 여부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미혼          ② 기혼 

 

10.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② 경영관리직      ② 전문직      ③ 전문기술직     ④ 사무직     ⑤ 서비스직     

⑥ 판매직    ⑦ 생산관리직    ⑧ 학생     ⑨ 주부      ⑩ 기타   ____________ 

 

11.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②  중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전문대학 졸업     

⑤  대학교 재학 중     ⑤ 대학교 졸업        ⑥ 대학원 이상 

 

12. 귀하의 가계 한 달 평균 수입은 어느 정도입니까? 

② 100 만원 미만                      ② 100 만원 이상 ~ 200 만원 미만 

③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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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⑥ 6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⑦ 8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⑧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⑨ 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⑩ 2000만원 이상 

 

7. 쇼핑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② 주 1 회 미만 ② 월 1~2 회  ③ 2 달에 한 번  ④ 계절별 1 회 ⑤ 년 1~2 회 

 

Ⅳ. 다음은 응답자 본인의 패션 관여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읽고 응답해 주시

기 바랍니다.  

번호 문 항 
전혀         보통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다. 

1 
나는 패션제품 구입시 유행경향에 대해 신경

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내 삶에 있어 옷을 잘입는 것은 매우 중요하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패션제품 쇼핑하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대개 최신 유행 패션 제품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멋있는 의복은 나를 돋보이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끝까지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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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customers’ similarity, physical 

attraction, and suitable behavior on a customer in 

a fashion store 

 

Boram Kim 

Dept. of Textiles, Merchandising and Fashion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hopping behaviors can generally be perceived social activities and 

the influence of human factors such as salesperson, accompanying 

person, and other customer is necessary like the physical factors. 

Despite its importance, there has not been much research on the 

impact of other customer in the same place because the retailers have 

considered physical factors and salesperson as a controllable matter 

but have not considered it the same way of other customer. Recently, 

however, both researchers and managers have gained interest in the 

management necessity and possibility about customers and regar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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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nagement as developing stage of relationship marketing. 

Therefore, this research attempted to understand the influence of 

other customers’ perception of the fashion retail environment on 

specific customer’s attitude of store and behavioral response. In 

additional, comparing the effect of store type and customer’s feature, 

this study comprehensively provides the effect of other customers’ 

perception in fashion retailing. 

Reviewing the relevant literatures, this study conceptualized a three-

dimension model of other customers’ perception - similarity, physical 

attraction, and suitable behavior- and elicited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 This research examined the effect of other customers’ 

perception in fashion retail environment on perceiver’s store attitude 

and behavioral response. Moreover, the researcher compared the 

different effects between luxury fashion store and SPA store. 

Furthermore, the researcher checked the difference according to the 

perceiver’s gender.   

 In order to investigate the research questions,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and the samples were collected by quota sampling method 

by store type, respondent’s gender and age. A total of 429 responses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the following. First, the 

dimensions of physical attraction and suitable behavior of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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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s influenced toward target customer’s fashion store attitude. 

The influence of the similarity is not verified, and this is explained by 

the fact samplings of previous studies verifying that the similarity 

effect was composed of young women. In this study, in fact, the 

analysis of the women’s group showed that the other customer’s 

similarity effect is confirmed. 

 Second, the direct effect of suitable behavior of other customer in 

fashion store towards the perceiver’s behavioral response is proved. 

This means that the customers’ expectation about others and their role 

in fashion store affected the behavioral acceptability.   

Third, while customers established their store attitude by other 

customer’s physical attraction and behavior in luxury stores, but only 

others’ behavior was meaningful in SPA store. Conspicuous character 

of luxury fashion consumption affects consumers to think other group 

in the store as reference group. 

Fourth, other customer’s similarity dimension positively influenced 

the female consumers’ store attitude, but the similarity influence on 

male customer’s store attitude was not significant. This showed the 

different effects of other customer’s similarity perception between the 

perceiver’s genders. The direct effect of suitable behavior on 

customer’s behavior response was significant in male customer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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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young customer group. This indicates that male group or young 

group responds immediately to other’s behavior against the social norm 

in comparison to the female or the elder group.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other 

customer’s effect in fashion store as examining different store types 

and perceivers’ gender and age. In addition, the managers may 

establish a strategy of customer portfolio and their training with the 

result of this research.   

Keywords: other customers, similarity, physical attraction, suitable 

behavior, store attitude, behavioral response, luxury store, SPA store, 

gender, age 

Student Number: 2012-2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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