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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감성유형에 따른 점포선택행동에 관한 연구

- 점포속성, VM요소, 점포충성도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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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investigated store attributes, VM factors, and store loyalty for store choice behavior by G sen-
sibility types. A total of 425 usable questionnaires were obtained from students who enrolled at universities in Busan,
Korea. For data analysis, factor analysis, cluster analysis, χ2

-test, and ANOVA were conducted by using SPSS 10.1. The
major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G sensibility was classified into five types: G1(My pace type), G2(Active type),
G3(Whimsical type). G4(Mania type), and G5(Sensational type). Particularly, G3 was most highly observed in male and
female groups. Second,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importance of store attribute, such as merchandise assort-
ment among G sensibility types. Thir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VM factors of store image, physical facilities,
and display and layout among G sensibility types. Especially, G5 type consumers considered store image, physical facil-
ities, and merchandise display and layout more importantly, than did the other types. Fourth, there was significant dif-
ference in store loyalty among G sensibility types. This study discussed managerial implications of visual merchandising
strategy for apparel retail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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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 소비자는 제품의 특징이나 제품이 주는 편익에 구매

성향이 좌우되기 보다는 감성을 자극 할 수 있는 감성 중심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유병우, 2005). 이처럼

소비자들은 경제적 소비에서 문화적 측면의 기호 소비로 더 나

아가 쾌락적 측면의 감성적인 소비로 전환되었고 이러한 감성

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호하게 되었

다. 기업들은 소비자의 이러한 욕구를 반영한 제품디자인을 실

현하기 위해서 감성적 접근을 고려하게 되었으며(이경희, 김유

진, 2003), 특히 패션제품은 고관여 감성제품으로 제품구매에

있어 소비자의 감성이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Ratchford, 1987). 따라서 감성적인 패션제품을 판매하는 점포

에서도 소비자 감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전략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감성은 점포의 이미지 창출과 광고 등 거시

적 차원의 경영전략에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소비자는 필요한 것을 찾기 위해 정기적이고 일상적인 쇼핑

을 하고, 제품을 구매한다. 이때 소비자들은 상표에 대한 생각

보다 먼저 점포를 선택하고 그 후 점포에서 취급되는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이은실, 이선재, 2004). 따라서 유통업체들은 경

쟁력을 높이기 위해 VM(Visual Merchandising)을 강화시켜야

하며, 기존의 디자인적 요소보다 감성을 소구하는 마케팅적인

요소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즉, 점포의 VM요소는 브랜

드에 대한 소비자의 감성적 반응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박현희

외, 2007),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매개체로서 상품구매나

상표충성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Erdem et al., 1999). 특히,

새로운 소비패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패션점포의 VM요소

가 중요하며 소비자 감성과 관계되어 있음을 인식하게 되면서,

VM은 소비자의 브랜드 또는 점포선택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

는 마케팅 환경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신수연, 김희수,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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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영, 홍병숙, 2004; 박현희 외, 2007; 나영주 외, 2007). 

한편, 유형의 상품가치 보다는 소비자의 감성 코드에 초점을

맞춰 구매를 자극하게 한다는 감성마케팅 관점에서, VM에 관

한 선행연구에서는 매장의 이미지 분류나 VMD에 대한 소비

자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감정 반응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신

혜영, 홍병숙, 2004; 박성연, 배현경, 2006; 이정란, 2008). 이

러한 감성적 접근은 피험자 자신의 주관적 느낌만을 수량화하

였다는 제한점을 제시함과 동시에 몇몇 연구에서는 다양한 소

비자 욕구와 감성정도를 포함하는 TBS (1993)의 G감성에 의

한 객관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김관배, 2000; 오희선,

2004). 특히, 패션에 있어서 소비자의 감성은 욕구, 성격 및 가

치관이나 정체성을 반영한다는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의 감성을 세분화하기 위해 G감성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소비

자의 감성과 점포선택행동의 관계를 이해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감성을 5개의 G감성 유형(TBS, 1993)으

로 분류하고, 감성유형에 따른 점포속성의 중요도, VM요소 및

점포충성도에 대한 차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는 소

비자의 다양한 욕구와 감성을 근거한 시장세분화 전략을 통해

패션기업 또는 소매점 경영자들의 VM에 대한 감성적 마케팅

전략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G감성

감성이란 대상에 대한 좋고 나쁜 감정으로, 제품에 의미를

부여하고 제품 사용의 만족도를 증대시켜 준다. 오늘날 매스미

디어의 발달로 개성에 따른 차별적인 감성을 제공하는 것이 마

케팅 전략으로 중요시 되고 있다. 일본 후지총합연구소에서는

효과적인 감성마케팅을 전개하기 위해 감성을 과학적으로 분석

할 수 있는 G감성 분석방법을 개발하였다. G감성 측정방법은

고도소비사회에 있어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 및 감성을 감성(G),

능력(R), 성격(C)을 중심축으로 하여 5가지 타입으로 분류하였

다(TBS, 1993). G감성을 결정하는 요소로는 ‘자유로운 시간’,

‘행동범위’, ‘여유 있는 경쟁력’이 있으며, 이 3가지 요소가 풍

부해져야만 G감성은 높아지고 그 반대이면 낮아진다. G감성은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이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나타내면,

G1형은 합리적인 마이페이스(My pace)형, G2형은 새로운 것을

찾는 행동파형, G3형은 외형에 치중하는 기분파형, G4형은 관

심분야에 집착하는 매니아(Mania)형, G5형은 다양한 분야에 관

심을 갖는 감각파형이라고 할 수 있다(Table 1). G감성 척도로

이용한 디자인 분야의 선행연구로는 제품디자인을 위한 조형

이미지의 평가와 선호에 관한 연구(김관배, 2000), G감성에 따

른 남성복 스타일 이미지에 대한 평가와 선호에 관한 연구(오

희선, 2002), G감성에 따른 브랜드 퍼스낼리티에 관한 연구(오

희선, 2004) 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G감성에 따라

소비자를 분류하여 점포선택행동에 대한 연구도구로 활용하고

자 한다. 

2.2. 점포속성

점포속성은 소비자가 점포를 방문하는 동안 다양한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점포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소이다. 소비자의

점포선택행동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점포속성들은 그 사회의

문화적 규범이나 가치, 사회의 발전상태, 개인적 특성 등에 따

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며, 사회의 복잡성이 증대됨에 따라 요

인의 수 또한 증가하게 된다. 소비자가 중요시하는 점포속성은

점포선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므로 많은 연구에서 점포

속성의 차원을 밝히거나 점포속성의 중요도를 밝히고자 하였다.

예를 들면, 임숙자, 이주은(1993)은 점포이미지 속성을 상품, 서

비스, 편의성, 촉진, 분위기의 5가지 요인으로 분류하여 소비자

집단별로 점포속성이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신수연, 나현정

(2003)의 연구에서도 해외명품브랜드를 쇼핑하는 소비자들이 중

요시 하는 점포속성을 상품 및 점포 서비스, 가격 관심, 구매

편의의 3가지 요인으로 추출하고, 백화점 애고소비자들은 상품

및 점포 서비스와 구매편의 요인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제시하

였다. 또한, 이승희, 조세나(2007)는 멀티샵의 점포이미지 속성

을 매장분위기, 점포서비스, 점포인지도, 제품다양성 차원으로

분류하고, 상품구색이 점포충성도를 높이는 중요한 속성임을 논

의하였다. 이와 같이 소비자의 점포선택시 중요하게 고려되는

점포속성은 상품, 서비스, 점포의 물리적 환경 등 다양한 요인

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점포속성과 감성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지만 몇

몇의 선행연구에서는 점포속성이 소비자의 감성요인과 관계가

Table 1. G감성유형 별 특징

 G감성유형 특성

G1 마이페이스형 합리적이며 논리적인 사람으로 자기 자신의 가치기준이 뚜렷하고 감성이 아닌 자기 자신의 가치관, 정체성에 따라 행동하
는 형이다

G2 행동파형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행동파로 활동적이며 사교적이고 감성을 어필하는 의욕이나 특히 구매 행동력이 매우 높은 형이다.

G3 기분파형 다재다능한 능력의 소유자로 타인의 평가를 의식하며 주변의 상황이나 정보로부터 영향을 받 으며 색, 디자인 등과 같이 타
인으로부터 평가받는 부분에 대한 감성이 매우 높고 그것을 표 현 하려고 한다

G4 매니아형 특정분야에 관심과 흥미가 높고 자신의 내적 감성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 자신이 원하는 일 에는 행동력을 십분 발휘한다.

G5 감각파형 새로운 것에 대한 동경심이 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대상을 획득한다. 항상 새로운 것에 매력을 느끼고 발굴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재미있다고 생각하면 즉시 행동에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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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정란 (2008)의 연구에 의하면, 대형할

인점의 점포속성 즉 제품가치, 제품구색, 점포분위기가 긍정적

감정에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인터넷 쇼핑맥락에서 홍

희숙, 이수경(2005)은 패션점포속성 중 상품다양성은 긍정적 쇼

핑감정과 정적관계를 가지는 반면, 상품다양성과 상품구색은 부

적적 쇼핑감정과 부적관계를 보여 점포속성이 감성과 관계되고

있음을 논의하였다. 이와 같이, 점포속성이 소비자의 감정 요인

과 관계된다는 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를 G

감성유형에 따라 점포선택 행동시 고려되는 점포속성의 중요도

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본다. 

2.3. VM(Visual Merchandising)

VM은 브랜드와 점포 이미지를 초점으로 고객에게 한눈으로

알 수 있게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을 의미하며, 기획에서 판

매까지의 일관된 사상과 상품을 전개시키는 것이다(이영주,

2002). VM의 목적은 디스플레이를 통해 점포와 상품의 이미지

를 높여 고객이 상품을 구매하도록 하여 판매효율을 높이는 것

이며(나영주 외, 2007), 상품의 가치를 높여 소비자들에게는 상

품의 구매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판매 촉진과 함께 매장

및 기업의 이미지를 고양시키는 것이다(신수연, 김희수, 2002).

이처럼 VM은 매장의 효율성 향상과 동시에 매장의 이미지를

확립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하여 구매의도에 영향을 주는

특히 감성마케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전중옥, 박

현희, 2005). 

VM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신수연, 김희수(2002)는

의복구매 장소를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각 집단 별 중요시하는

VMD속성을 연구한 결과, 상품의 진열방법과 공간구성, 매장의

전반적인 색채조화, 조명장치의 효과, 상품이외의 소도구의 4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박현희, 전중옥(2004)은 광고효과

모형을 활용하여 VMD구성요소가 패션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점포의 공간구성 및 기능성, 연출 및 유

행성, 심미성, 정보성의 4가지 요인으로 추출하였고, 이은주 외

(2007)는 속옷매장에서의 상품정보, 프로모션정보, 브랜드 이미

지가 구매행동에 중요한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한편, G감성유형에 따른 제품의 시각적 이미지 선호도에 차

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는 김관배(2000)의 연구와 더불어 선행

연구에서는 VM이 시각적 표현을 강조한 마케팅 자극으로써

소비자의 감성에 소구할 수 있음을 함축하고 있다 (나영주 외,

2007; 박성현, 배현경, 2006; 신혜영, 홍병숙, 2004). 특히, 패

션 점포의 VM요소는 감성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가 이루어지

고 있는데, 의류매장의 감성캐쥬얼 이미지를 위해 인테리어, 비

주얼 이미지, 쇼윈도우, 조명, 소도구 등 VM 역할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신혜영, 홍병숙, 2004). 또한, 매장에서의 시각,

청각, 촉각을 통한 감각적 체험이 소비자의 감정과 유의한 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시각적 요소인 매장내 VM

요소의 인테이어, 색상, 조명이 소비자 감성과 강하게 관계됨을

밝히고 있다 (박성연, 배현경, 2006). 나영주 외(2007)의 연구에

서도, 백화점 방문 소비자의 매장내 감성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

인은 마네킹의 코디, 소품, 상품의 진열상태, 매장의 집기순으

로 나타나 VM의 시각적 요소가 브랜드이미지를 느끼는 소비

자 감성과 관계됨을 지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의 G감성 유형에 따라 패션점포내 VM요소에 대한 인식에 차

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2.4. 점포충성도

점포충성도란 소비자의 특정점포에 대한 심리적 약속을 의

미하며(Laura & Alvin, 2001), 구매상황에서 특정 상표, 서비

스에 대해 고객들의 높은 반복구매 수준과 높은 상대적 태도와

의 조합에 의해서 결정된다(Dick & Basu, 1994). 점포충성도

는 소비자의 구매행동과 직결되므로 오늘날 한국의 의류 유통

업체들이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전략의 하나

로 소비자의 점포충성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점포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파악할 수 있다면 목표

수익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효과적인 소매전략을 수립하고 실행

할 수 있으며(Samli, 1989), 고객의 점포충성도를 형성하고 유

지하는 것은 이윤 극대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조광행, 박봉규, 1999). 

점포충성도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안광호, 김미라

(1991)는 소비자가 특정점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점포

이미지와 소비자의 자아이미지가 일치할 때 그 점포를 선호한

다고 하였으며, 한지혜, 고애란(2001)은 소비자의 점포충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특성 변인이 쾌락적 쇼핑성향이

라고 밝혔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소비자가 지각한 이미지 또는

쾌락적 성향의 감성적 측면이 점포충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

음을 반영한다. 또한, 감성적 측면에서 점포이미지가 점포충성

도와 관계된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승희, 조세나, 2007), 소비

자의 점포이미지에 대한 긍정적 감정이 점포충성도에 직접적으

로 유의한 영향을 줌으로써 감정이 점포충성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박성연, 배현경, 2006; 이정란,

2008; 홍희숙, 이수경,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를

G감성 유형별로 분류하여 점포충성도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 분

석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측정도구

측정도구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개발된 설문지가 이용되었다.

설문지는 G감성, 점포속성, VM요소, 점포충성도, 인구통계학

적 특성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G감성 문항은 일본 후지 총합

연구소에서 개발한 33개 G감성 문항을 본 연구에 맞도록 수정

하여 사용하였으며 예, 아니오로 응답을 하게 하였다. 점포속성

문항은 Katerattanakul & Siau (2003)의 연구에서 사용한 물리

적 시설, 상품, 촉진, 서비스, 점포분위기 요인을 의류 점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총 25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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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포VM문항은 선행연구(신수

연, 김희수, 2002; Erdem et al., 1999)에서 VM의 시각적요소

와 매장내 인테리어 및 상품관련요소를 중심으로 의류소매점

VM요소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22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포충성도 문항은 Pan

& Zinkhan (2006)의 문항을 의류제품을 구매하는 맥락으로 수

정, 보완하여 점포선호도, 점포애고, 점포추천 의도의 내용을 포

함하는 7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 문항은 성별, 학년, 월평균 가

계 소득, 최근 의류구입 장소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3.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20대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감수성과 개성이 강할 뿐만 아니

라 성별에 따라서도 감성유형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관배,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산시내 거주하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편의표집에 의한 양적조

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2007년 3월 16일부터 3월 30일 사

이에 총 450부를 배포하여 439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응답

이 불성실한 것을 제외 한 425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 49.42%, 여자 50.58%를 차지하였고, 1학년과 2학

년이 전체 응답자의 88.8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월

평균 가게 소득은 800만원~1000만원(34.30%), 500만원~800만

원(33.25%), 300만원 이하(12.93%), 300만원~500만원(11.35%),

1000만원~2000만원(6.07%), 2000만원 이상(2.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의류구입 장소는 백화점(45.75%), 대리점

(24.06%), 상설대리점(11.01%), 쇼핑몰(8.49%), 기타(8.25%),

할인점(2.36%)의 순으로 나타났다.

3.3. 분석방법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10.1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응답자의 G감성에 대한 판별에는

1988년 후지 총합연구소에서 개발한 ‘G감성 판별분석’이 이용

되었다. 각 연구변인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산출하였으며, 점포

속성, VM요소에 대한 하위차원을 규명하기 위해 Varimax회전

을 사용하여 주성분분석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별 Cronbach's α값을 산출하여 문항 간 내적 일치도를 검증하

였다. 그리고 감성유형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χ2-검증, 분산

분석(ANOVA)과 Duncan의 사후검증을 통해 집단 별 차이를

밝혔다.

4. 연구결과

4.1. 소비자의 G감성유형

소비자의 G감성은 일본 후지총합연구소에서 사용한 ‘자유로

운 시간’, ‘행동범위’, ‘여유 있는 경제력’의 3가지 요소를 기준

으로 분류되었다. 소비자의 G감성유형은 마이페이스형, 액티브

형, 기분파형, 매니아형, 감각파형의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각 유형 별 성별분포는 Table 2와 같다. 

분석된 응답자들의 성별 분포는 남자가 214명으로 49.4%를

차지하였고, 여자는 219명으로 50.6%를 차지하였다.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G감성유형 별 분포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수준에서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3

형의 경우 남자는 52.8%, 여자는 55.7%로 남녀 모두 가장 높

았다. 남녀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난 G3형은 다재다능한 능력의

소유자로 타인의 평가를 의식하며 주변의 상황이나 정보로부터

영향을 받아 표현하려는 의욕 또한 높은 기분파형이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경우 G3 형이 가장 큰 비율로 차지하였다는 보

고와 일치하고 있다 (기초조사연구, 1998). G1형의 경우 남자

는 27.6%, 여자는 12.3%로 비율에 차이를 보였다. G1은 합리

적인 마이페이스형으로 여자보다 남자의 분포율이 더 높은 것

은 남자가 여자보다 더 합리적으로 현실적이며 가치관, 정체성

이 더 강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G2형의 경우 남자는 11.2%,

여자는 20.1%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높았다. G2형은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행동파형으로 활동적이며 사교적이고 감성을 어

필하는 의욕과 구매행동력이 매우 높은 형이다. 
 

4.2. G감성유형과 점포속성 중요도

소비자가 의류제품의 쇼핑을 위해 점포를 선택시 고려되는

점포속성의 중요도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5개의 요

인이 추출되었다(Table 3). 5개요인의 전체분산의 54.63%를 설

명하고 있으며 요인부하량은 .50~.77의 범위에 있다. 신뢰도계

Table 2. 성별에 따른 G감성유형

 G감성유형 성별 

G1

마이페이스형
(n=86)

G2

액티브형
(n=68)

G3

기분파형
(n=235)

G4

매니아형
(n=26)

G5

감각파형
(n=19)

합계  χ2 value

남자

빈도 59 24 113 13 5 214

22.38
df=4

p <0.001

기대빈도 42.5 33.6 116.1 12.4 9.4 214

퍼센트 27.6 11.2 52.8 6.1 2.3 100

여자

빈도 27 44 122 12 14 219

기대빈도 43.5 34.4 118.9 12.6 9.6 219

퍼센트 12.3 20.1 55.7 5.5 6.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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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Cronbach’s α값은 .71이상으로 신뢰할만한 범위에 있어 각

요인별 문항간 내적일치도를 확인하였다.

요인 1은 일반적인 서비스, 판매원 서비스, 매장 분위기, 자

아이미지와의 일치성, 매장 직원, 매장의 평판, 매장의 신뢰감

의 7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서비스와 점포분위기’로 명

명하였다. 요인 2는 상품 반품의 용의함, 배달 서비스, 신용카

드 정책, 점포 위치의 편의, 주차편의의 5가지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어 ‘편의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선택의 다양성,

다양한 브랜드, 최신 유행 아이템, 상품구색, 스타일 또는 유행

성의 5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품구색의 다양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4는 품질, 품질보증, 가격, 상품 반품의 용의

함의 4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가격과 품질’로 명명하였

다. 요인 5는 판매촉진과 광고에 관한 2가지 문항으로 ‘판촉행

사’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의 점포선택 시 중요

하게 고려하는 점포속성은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나타나 서비스

와 점포분위기, 편의성, 상품구색, 품질, 판매촉진의 요소를 포

함하여 선행연구들(임숙자, 이주은, 1993; 신수연, 나현정,

2003; 이승희, 조세나, 2007)에서 제시한 의류제품의 점포속성

요인을 지지하고 있다. 

소비자의 G감성유형에 따라 점포속성의 중요도에 차이가 있

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4와 같

이 5가지 점포속성 중에서 상품구색의 다양성 요소만이 통계

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10.80, p<.0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G5형은 다른 G형 집

단에 비해 의류 점포선택시 상품구색의 다양성을 가장 중요하

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G4형, G3형,

G2형, G1형 순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수연(1999)의 연구에 의하면, 여대생들의 의복쇼핑성향에

따른 점포속성 중요도의 연구에서 쇼핑고관여 집단이 다른 집

단에 비해 다양한 상품구색 속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

로 나타났다. 쇼핑고관여 집단은 쇼핑 자체를 즐기며 의복 구

입 시 타인을 비교적 의식하지 않고 본인에게 어울리는 옷을

고를 능력이 있는 집단으로 감각파의 G5형의 특성과 유사하다

고 볼 수 있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쾌락적 쇼

핑성향을 가진 소비자들에게 있어 특히 상품의 다양성이 중요

한 차원으로 나타났다고 제시한 차인숙 외(1999)의 연구와 상

품다양성과 상품구색이 소비자 감정에 중요한 속성으로 작용하

고 있다는 선행연구들(이정란, 2008; 홍희숙, 이수경, 2005)을

지지함으로써 패션점포에 있어서 상품구색의 다양성이 새로움

을 추구하는 감각적 G5감성의 소비자에게 중요한 점포속성임

을 시사하고 있다. 

Table 3. 점포속성 중요도에 관한 요인분석 

요인 및 문항내용
요인

부하량
고유치

누적

분산
(%)

 신뢰도
(Cronbach's 

α)

요인1 : 서비스와 점포분위기
·일반적인 서비스
·판매원 서비스
·점포 분위기
·자아이미지와의 일치성
·직원의 친절함
·점포의 평판
·점포의 신뢰감

.65

.70

.52

.52

.70

.64

.62

3.18 13.81 .82

요인2 : 편의성
·상품 반품의 용의함
·배달 서비스
·신용카드 정책
·점포위치의 편의
·주차편의

.50

.61

.71

.70

.71

2.95
26.63 .79

요인3 : 상품구색의 다양성
·선택의 다양성
·다양한 브랜드
·최신 유행 아이템
·상품구색

·스타일 또는 유행성

.49

.67

.77

.63

.72

2.49 37.46 .73

요인4 : 가격과 품질
·품질

·품질보증

·가격

·상품 반품의 용의함

.65

.73

.53

.50

2.24 47.18 .66

요인5 : 판촉행사
·판매촉진

·광고

.74

.72
1.71 54.63 .71

Table 4. G감성유형에 따른 점포속성 중요도에 대한 차이분석

 G감성유형
점포속성

G1

마이페이스형
(n=86)

G2

액티브형
(n=68)

G3

기분파형
(n=235)

G4

매니아형
(n=26)

G5

감각파형
(n=19)

F-value

서비스와 점포분위기 3.52A 3.71AB 3.64AB 3.62AB 3.93B 1.45

편의성 3.16A 3.34AB 3.33AB 3.33AB 3.70B 1.77

상품구색의 다양성 3.75A 3.97AB 4.14B 4.19B 4.58C 10.80***

가격과 품질 3.82A 3.79A 3.88A 3.83A 4.06A 0.82

판촉행사 2.86A 2.96A 3.00A 3.01A 3.50A 2.20

***p < .001 

A<B<C: Duncan의 사후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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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G감성 유형과 점포VM

소비자가 의류제품의 쇼핑을 위해 점포를 선택 시 고려되는

VM요소의 인식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Table 5). 4개의 VM요인이 전체분산의 54.51%를

설명하고 있으며, 요인부하량은 .45~80의 범위에 있다. 각 요인

별 신뢰도는 Cronbach’s α값이 .71이상으로 요인별 문항 간

비교적 높은 내적 일치도를 보여 신뢰할 만 하였다. 

요인 1은 점포이미지와 브랜드이미지와의 일치, 점포 내 상

징물과 색상, 전체적인 점포분위기, 색상조화, 점포의 전반적인

색상배열의 5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점포이미지’로 명

명하였다. 요인 2는 점포의 건축양식, 점포 입구, 핏팅룸, 이용

가능한 점포 내 설비와 시설, 통로의 위치와 넓이의 5가지 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점포 내 편의시설’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찾기에 편리한 상품배치, 점포의 전반적인 배치, 전반적인

점포 내 디스플레이, 최신유행 스타일의 진열, 윈도우 디스플레

이, 상품 진열의 6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품진열 및

레이아웃’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4는 사인물, 판매촉진 프로모

션, 점포 내 광고의 4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점포 내

판촉’이라 명명하였다. 

G감성유형에 따른 점포내 VM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

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6과 같이 점포 내 판촉 요

인을 제외한, 점포이미지, 점포 내 편의시설, 상품진열 및 레이

아웃 요인이 G감성유형 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VM요소 중, 점포이미지 요소가 가장 높게 인식되고 것으

로 나타났으며, 상품진열 및 레이아웃, 점포 내 편의 시설 순

으로 나타났다. 점포이미지 요소는 G5형이 가장 높게 인지하

Table 5. 점포VM 요소에 관한 요인분석

요인 및 문항내용 요인부하량 고유치 누적분산(%)  신뢰도 (Cronbach's α)

요인1 : 점포이미지 
·점포이미지와 브랜드이미지와의 일치
·점포 내 상징물과 색상
·전체적인 점포분위기
·색상조화

·점포의 전반적인 색상배열

.67

.72

.74

.72

.72

3.26 16.30 .82

요인2 : 점포 내 편의시설
·점포의 건축양식
·점포 입구
·핏팅룸

·이용 가능한 점포 내 설비와 시설
·통로의 위치와 넓이

.53

.63

.70

.78

.69

2.61 29.46 .71

요인3 : 상품진열 및 레이아웃
·찾기에 편리한 상품배치
·점포의 전반적인 배치
·전반적인 점포 내 디스플레이
·최신유행 스타일의 진열
·윈도우 디스플레이
·상품 진열

.76

.72

.45

.56

.51

.63

2.63 42.50 .79

요인4 : 점포 내 판촉
·사인물

·판매촉진 프로모션
·점포 내 광고
·계절성을 반영한 장식

.66

.80

.77

.51

2.40 54.51 .71

Table 6. G감성유형에 따른 점포VM에 대한 차이분석

 G감성유형
점포VM

G1

마이페이스형
(n=86)

G2

액티브형
(n=68)

G3

기분파형
(n=235)

G4

매니아형
(n=26)

G5

감각파형
(n=19)

F-value

점포이미지 3.48A 3.80B 3.80B 3.78B 4.20C 6.48***

점포 내 편의시설 2.94A 3.21A 3.14A 3.11A 3.51B 3.29**

상품진열 및 레이아웃 3.40A 3.63A 3.65A 3.42A 4.02B 4.10***

점포 내 판촉광고 3.01A 3.13A 3.10A 3.08A 3.25A 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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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 Duncan의 사후검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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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G2형, G3형, G4형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G1형이 제일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한, 감각파 G5형이 다른 G감성유형집단에 비해 점포방문시 점

포내 편의시설, 상품진열 및 레이아웃의 VM요소를 더 높게 인

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G감성유형별 시각적 이미지 선호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제시한 김관배(2000)의 연구를 지지하면서, 감

각파의 G5형은 새로운 것에 대한 동경심과 매력을 느끼며 적

극적으로 대처하여 대상을 획득하고 발굴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시각적인 점포이미지 요소를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이는 매장의 VM

요소가 소비자 감성과 관계되어 있다는 관점과 일치함으로써 (

나영주 외, 2007; 박성연, 배현경, 2006), 점포내 VM요소는

소비자 감성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소매전략에 중요한 수단임을

시사하고 있다. 

4.4. G감성 유형과 점포충성도

소비자가 의류제품의 쇼핑을 위해 점포를 선택 시 고려되는

점포충성도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1개의 요인이 추

출되었다 (Table 7). 요인부하량은 .73이상이며, 신뢰도는

Cronbach's α값이 .92로 문항 간 높은 내적일치도를 보였다. 

소비자의 G감성유형별 점포충성도의 차이검증을 위해 점포

충성도의 7가지 문항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8과 같이 G감성 유형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결과, G5형이 점포충성도의 가

장 높은 평균값을 보여다른 G감성 유형과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반면 G1형, G2형, G3형, G4형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G감성유형 중 제품자체의 패션

성을 중시하는 감각파 G5형의 특징과 감각적 유행추구형이 일

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는 감각적 유

행추구형이 점포충성도가 높다고 제시한 선행연구(권기대, 신

인숙, 2002)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소비자 G감성별

점포충성도에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여, 장기적 충성고객 유치

를 위한 감성적 접근이 중요함을 함축하고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의류점포를 초점으로 소비자의 G감성을 파악하여,

점포선택 시 고려되는 점포속성의 중요도, 점포VM 및 점포충

성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서는 의류점포선택

시 소비자의 G감성 유형별 점포속성과 점포VM에 유의한 차

이가 있음을 지지함으로써 점포충성도를 증가시키고 소매환경

의 개선을 위한 VM 전략을 개발하는데 통찰력을 제시하고 있

다. 실증적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G감성을 5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성별에 따른 분포를

분석한 결과, G감성유형 중 G3형이 남자는 52.8%, 여자는

55.7%로 남녀 모두 가장 높았다. 

둘째, 소비자가 의류점포를 선택할 때 고려되는 점포속성의

중요도에 있어서 “서비스와 점포분위기”, “편의성”, “상품구색

의 다양성”, “가격과 품질”, “판촉행사”의 5가지 요인으로 타났

다. 점포속성 요인 중 상품구색의 다양성 요인만이 G감성 유

형에 따른 점포속성 중요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셋째, 소비자가 인식한 점포내 VM에 대한 요인은 “점포이

미지”, “점포 내 편의시설”, “상품진열 및 레이아웃”, “점포 내

판촉”으로 구성되었다. G감성 유형에 따른 점포VM에 대한 차

Table 7. 점포충성도에 관한 요인분석

요인 및 문항내용 요인부하량 고유치  신뢰도 (Cronbach's α) 

점포충성도 
·옷을 구입 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나는 그 점포에 가려고 한다.
·옷을 구입하고자 할 때, 나는 그 점포를 가장 먼저 선택한다.
·나는 그 점포에서 쇼핑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 점포는 그 옷을 구매하기에 가장 좋은 점포이다.
·그 점포는 쇼핑을 위해 내가 가장 선호하는 점포이다.
·의류 구매에 관해 조언을 구하는 모든 이에게 그 점포를 추천한다.
·옷을 사기 위해 점포를 선택할 때, 나는 다른 점포에 가지 않고, 
·그 점포에서 쇼핑을 할 것이다.

.73

.83

.74

.81

.84

.76

.78

4.58 .92

Table 8. G감성유형에 따른 점포충성도에 대한 차이 분석

G1

마이페이스형
(n=86)

G2

액티브형
(n=68)

G3

기분파형
(n=235)

G4

매니아형
(n=26)

G5

감각파형
(n=19)

F-value

점포충성도 3.34A 3.59A 3.60A 3.37A 4.08B 3.68***

*** p < .001 

A<B<C: Duncan의 사후검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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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분석 결과, 점포이미지, 점포 내 편의시설, 상품진열 및

레이아웃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G감성 유형 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VM요인 중 점포이미지는 G5 감

각파형이 전반적으로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G1 마이페이스형이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G감성 유형에 따른 점포충성도에 대한 차이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G5 감각파형이 다른 G감

성 유형 (마이페스형, 액티브형, 기분파형, 매니아형) 보다 점포

충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G감성유형에 따라 점포속성, VM요소, 점포충성

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임으로써 소비자의 감성이 의복구매시

점포선택행동에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나, 소매점포의 환경개선

을 위한 VM 전략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의류점포 선택 시 상품구색의 다양성과 VM의 상품진열 및 레

이아웃이 G감성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결과는 소

비자의 다양성 추구성향이 유행제품의 구매행동과 점포선택과

의 관계가 있음(Erdem, et al., 1999; Kwon & Workman,

1996)을 지지하였다. 또한, 점포이미지 요소인 윈도우디스플레

이, 마네킹, 코디와 소품 등의 중요성을 제시한 선행연구(나영

주 외 2007; 신수현, 김희수, 2002; 신혜영, 홍병숙, 2004)를

지지하며, 특히 의류점포의 감성마케팅 전략 측면에서 상품구

색이 중요한 VM요소임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VM측면에서

매장관리를 위해 단순한 시각적 이미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

장내부의 상품진열, 상표의 다양성 및 유행아이템을 고려하여

다양한 감각과 새로움을 추구하는 고객을 장기적으로 유치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감성유형별로 점포속성, 점포VM이 차이를 보

임으로써 매장의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이 요구되고 있음을 시

사하고 있다. 감성마케팅의 일환으로 소비자의 G감성유형을 파

악하고 점포속성 및 점포VM을 설정하고 연출함으로써 소비자

의 점포충성도는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G감성유형이 현대인들의 점포선택행동에 따른 감성유형

임을 고려할 때, 점포에 대한 시각과 평가기준이 G감성 유형

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

구는 대상을 부산시내에 거주하는 남녀대학생으로 한정시켰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확대 해석하여 일반화하는 데는 신중을 기

해야 할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지역과, 성별, 다

양한 연령층으로 확대조사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감성을 바

탕으로 점포VM에 관련된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관련 변수들

을 질적· 양적 연구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점포에서 고객을 보다 더 구체적

으로 이해하고 이에 적합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시사점

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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