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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식품소매 의 포특성과 포이미지, 감정  만족, 감정  몰입, 충성도 간의 계를 확인하

고, 감정  몰입의 매개역할을 조사하 다. 수집된 자료는 SPSS18.0과 AMOS18.0을 이용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하 다. 연구결과로는 첫째, 지각된 품질, 상품구색, 상품가격 모두가 포이미지와 감정  만족에 정

(+)의 향이 있음을 확인하 다. 둘째, 포이미지는 감정  만족  감정  몰입 그리고 충성도에 정(+)의 

향을 주었다. 감정  만족은 감정  몰입에 정(+)의 향을 주었지만 충성도에는 향이 없었다. 셋째, 

고객의 감정  몰입은 충성도에 정(+)의 향이 있었다. 한 포이미지  감정  만족과 충성도 계에

서 감정  몰입이 강력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특성이 포이미지를 통해 감정  만족

에 정 인 향을 미치었다는 것을 확인하 으며, 이어서 감정  몰입과 련이 있고, 결국 충성도로 이

어졌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감정  몰입이 포이미지와 감정  만족 그리고 충성도 사이에서 강력한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한 은 이 연구에서 의미있는 결과라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통

해서 고객 계에서 감정  몰입의 발 략을 논의하 으며, 향후 연구방향을 제안하 다.

■ 중심어 :∣점포특성∣점포이미지∣감정적 만족∣감정적 몰입∣충성도∣

Abstract

This study confirmed structural causal relations among concepts such as characteristics of 
store, store image, affective satisfaction, affective commitment, and loyalty and surveyed 
mediating roles of affective commitment in grocery retailing. Analysi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SPSS18.0 and AMOS18.0 were performed to test the research hypothe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erceived quality, product assortment and product price influenced 
satisfaction. Second, Store image influenced affective satisfaction, affective commitment and 
loyalty. Affective satisfaction influenced affective commitment but not loyalty directly. Third, 
affective commitment influenced loyalty through the powerful mediating role. The store 
characteristics was seen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affective satisfaction through store image, 
and in turn related to affective commitment, ultimately leading to loyalty. Especially, It is 
meaningful result in this study which is confirmed affective commitment have a strong mediating 
role in between store image, affective satisfaction and loyalty. Finally, we discussed the role of 
affective commitment and the strategies of affective commitment development, and suggested 
futur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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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소비자들의 식품소비의 다양한 소비 욕구와 신

규고객의 확보를 통한 포간 차별화 방안이 최 의 과

제가 되고 있고 소비자가 쇼핑하는 동안 편하고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는 장소로서의 역할은 매우 요한 핵심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포에서 경험

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만족스러운 감정을 느끼고 정

인 재구매 등의 행동의도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소비자가 어떤 속성에 의해 식품 포를 선택하는

가는 식품 포 선택의 요한 단서가 되며, 제품, 포

형태, 가격, 상품, 서비스 등[38] 다양한 요인에 의해 

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포특성의 악은 매우 요

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포특성은 소비자들의 매

장선택에 직 인 향을 미치며, 소비자는 포의 다

양한 특성들을 체험하면서 즐거움과 편안함 등의 감정

을 느끼고 상품구매 등을 통해 만족을 느끼게 된다. 결

국 포에서의 정 인 경험은 소비자에게 정 인 

감정유발을 통해 소비행동에 향을 미치게 된다[46]. 

소비자들은 이러한 포특성을 지각하고 다양한 상

과 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소비자가 지각하는 포

특성으로는 포의 청결, 분 기 등의 주변 특성과 구

색, 유용성, 신선도, 품질 등의 상품특성 그리고 매원

역량, 친 도, 신속성, 편의성 등의 서비스 특성 등 여러 

상과 계를 형성하 고[60],
 식품소매 의 속성 선

행변수로 포 치, 서비스품질, 상품구색과 가격 등의 

기능  포특성이 포이미지와 포만족에 향을 

다고 하 으며[17], Clottey et al(2008)은 가격, 상품

구색, 상품품질, 포서비스 등의 4가지 속성이 고객만

족에 향을 다고 하 다.
 이에 따라 포이미지가 

기능  특징(functional quality)과 심리  속성

(psychological quality)에 의하여 고객의 마음속에 

포가 정의되는 것을 설명하면서 소비자가 포를 선택

할 때 입지, 가격, 상품과 같은 기능  요인은 물론이고 

포이미지도 매우 요하게 고려한다고 주장하 다

[44]. 이러한 기능  속성을 가진 포이미지는 고객만

족의 요한 측인자인 동시에 고객충성도를 향상시

키고[8], 포특성이 정 일수록 소비자의 포이미

지 지각에 정 인 향을 다고 하 다[22]. 한, 

소비자의 이  경험이 포이미지 측면에서 매우 요

하다고 하 는데, 수익이 좋은 포는 고객충성도가 유

도되어 호의 인 포이미지가 되었지만, 수익이 좋지 

않은 포는 고객회피를 유도하는 비호의 인 포이

미지가 생긴다고 하 다[39].
 이상으로 볼 때 포의 특

성이 포이미지에 향을 주어 고객이 만족함으로써 

구매의도가 형성됨을 알 수 있다. 한편, 기존 소매 들

은 소비자와의 계보다는 거래에 을 두었으나, 최

근 소매 들의 증가로 인해 고객 계와 포충성도가 

최 의 략요소로 두되고 있다[20][42]. 선행연구에

서도 단순한 고객만족으로는 고객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고객과의 계유지가 마 략의 핵심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고객 계는 회사에 많은 이익을 만들

어주기 때문에 계마  략의 근간이 된다고 주장

함으로써 고객과의 계형성의 요성을 설명하고 있

다[27]. 표 인 계모델 구성개념으로 신뢰(trust)와 

몰입(commitment)이 있는데, 서비스에서는 고객이 무

형 인 요소를 평가하기 어렵고, 많은 서비스의 계  

속성 때문에 몰입의 경우 다차원 인 구성개념의 필요

성을 설명하고 있다[66].
 다차원 인 몰입의 기연구

는 감정 (Affective), 지속 (Continuance)과 규범

(Normative)으로 구분하 고[2], 최근의 연구에서는 감

정 (Affective), 규범 (Normative), 계산 (Calculative)

으로 분류하 으며 이 게 용된 각 몰입의 유형이 충

성도에 미치는 향력을 제시하 다[7].
 몰입은 충성도

의 선행요인으로 구매의도와 같은 고객유지와 련하

여 강력한 측요인이라고 주장하 고[4], 회사이미지 

같은 고객기반 요소에 향을 주는 조 인자로서 몰입

의 요성을 구체화시켰다[68]. 한, 감정 이고 지속

인 몰입이 랜드만족의 조 인자라는 것도 확인하

다[18][19].
 Quero & Ventura(2015)는 감정  몰입이 

고객의 미래 구매의도에 향을 다고 확인 하 으며, 

만족과 신뢰 그리고 미래 구매의도 사이의 계를 감정

 몰입이 조 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시 에서 

효과 인 고객과의 계형성 기반을 구축하기 해서

는 소비자가 포의 특성을 통해 경험하는 포이미지, 

감정  만족이 감정  몰입에 향을 미치고,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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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입이 충성도 형성에 강력한 매개역할을 한다는 연구

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체계 으로 검증하는 연구가 

실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포특성과 포이미지 같은 인지 인 구성

개념과 감정만족과 감정몰입 같은 감정  구성개념 그

리고 충성도 같은 행동  구성개념 간 구조 계를 규

명하고, 지 까지의 일반 이고 종합 인 포특성에 

한 인식에서 벗어나 식품소매 에서 지각한 포특

성이 포이미지와 감정  만족에 어떠한 향을 미치

고, 포이미지와 감정  만족이 감정  몰입과 충성도

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함으로써 감정  반

응의 역할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식품소매 의 

정 인 감정 반응의 역할을 제시하고 각 구성개념의 

차이 에 한 주요 인자를 악하여 식품소매 의 경

쟁력 강화방안을 한 마 략의 활용 목 으로 본 

연구는 수행되었다.

Ⅱ. 이론적 배경

1. 점포특성
소비자의 포선택 결정은 개념 으로 소비자 자신

이 갖고 있는 포에 한 평가 기 과 특정 포에 

한 지각된 특성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제품구매를 한 

포를 선택하게 된다고 하 다[52]. Clottey et 

al.(2008)은 가격, 상품구색, 상품품질, 포서비스의 4

가지 포속성을 제시하 으며, Anderson은 품질, 가격

은 고객만족에 다양한 향을 미친다고 하 으나, 품질

과 만족간의 차이에 해서는 차이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 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기능  포특성이 

포이미지와 고객만족에 향을 미쳤으며, 이 두 변수가 

충성도에도 향을 미쳤다는 것을 제시하 다[61]. 

포특성 에서 먼  지각된 품질은 제품의 반 이 우

월성 혹은 탁월성에 한 소비자의 단으로[76], 객

 는 일반 인 품질이 아니라 주 이고 상 인 

개념의 품질로 고객에 의해 지각된 서비스품질로 정의

할 수 있다[55]. 따라서 지각된 품질은 고객들의 개인

인 욕구나 업종에 따라서 구성요소들 간에 상 으로 

요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상호작용으로 인

해 서비스품질이 결정된다고 하 다[9]. 한 주 인 

지각된 품질로 평가되는 서비스품질이 기술  품질과 

기능  품질이라는 2차원을 통해 기 된 서비스와 지

각된 서비스의 수 차이로 서비스품질이 결정된다고 

하 다[24]. 두 번째, 가격은 소비자에게 있어 비용으로 

지각되며 제품의 교환 가치이자 서비스 편익을 교환하

는 가로 얻게 되는 효용에 부여된 가치라고 할 수 있

다[37]. 소비자는 제품 구매시 다양한 평가 기 으로 구

매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소비자에게 지각된 가격은 

제품을 구매하기 한 요한 향 요소이다. 한, 상

품 구매시 소비자의 가격 지각은 단순히 제품 가격을 

토 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제품 가격에 한 소비

자의 기 , 기  가격과 실제 가격의 일치여부, 제품가

격과 품질간의 연상 계 등으로부터 향을 받는 복잡

한 인지 과정이라 볼 수 있다[25]. 가격은 주 인 신

념과 감정을 기반으로 고객들이 포를 방문하 을 때 

매우 요한 주제가 되며[77][78],
 가격이미지가 고객만

족과 신뢰, 태도 그리고 미래행동의도에 직  그리고 

간 인 향을 다고 하 다. 식품소매 에서 가격

은 포선택과 포 애호도에 향을 주는데[11],
 특히, 

슈퍼마켓 고객들에게 낮은 가격이 매우 요하다는 것

을 확인하 다[47]. 세 번째, 상품구색은 소비자가 소매

 매장을 결정하는데 요한 기 의 하나로 다양한 소

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타당성이 입증되었으

며, 포에서 제공하는 상품구색을 소비자들이 어떻게 

지각하고 평가하는지 그리고 실제 구매행동에는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매우 요하다고 하

겠다. 상품구색은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

고 상품 탐색시간을 감소시켜 쉽게 원하는 상품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며[6], 불확실성을 여서 의사결정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믿음의 정도를 진시킨

다고 하 다[63].
 반면, 상품구색의 증가는 선택 안을 

평가하는데 많은 인지  비용을 발생시켜 오히려 소비

자의 선호도를 약화시킬 수 있고[31], 선택가능의 증가

는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선택상품에 한 선호

도를 약화시켜 결국 상품구매 확률을 낮출 수 있다는 

지 도 있다[23]. 상품구색이 소비자로 하여  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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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정 /부정 인 감정을 일으켜 매장태도에 유의

한 향을 주었으며, 식품소매  고객들이 포 애호도

의 결정인자로서 다양한 상품과 가격에 해 순 를 정

하기도 하 다[73]. 결국, 상품구색의 사용은 포 이용 

고객의 지각에 향을 주면서[68] 만족과 포선택[28]

에도 향을 주고, 어떠한 상품을 매하느냐는 소비자

의 포이미지 형성  포선택에 요한 향을 미침

을 알 수 있다[43].

2. 점포이미지
포이미지는 오랫동안 여러 마  연구자들의 지

속 인 심의 상이었던 분야이며[45], 포를 이용

하는 구매자들에 의해 지각되는 방법이라고 정의하

다[54]. 포이미지는 포가 고객의 마음속에 정의되

는 방식으로 상품선택이나 가격범  는 포배열 등 

물리  특성인 기능 (Functional) 측면과 소속감이나 

친근감 등 심리  속성(psychological attributes)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 는데 포에 한 객 이고 물

리 인 특성보다는 주 으로 단된 이미지에 

을 맞추어야 한다고 하 다[44]. 이 후 연구에서는 포

를태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포이미지를 

소비자가 요하게 생각하는 포속성에 한 평가에 

근거한 일련의 태도라고 설명하 으며[35], 포에 

해 하게 요한 속성이 반 된 태도의 한 유형이라

고 하 다.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포이미지는 만족

과 몰입에 향을 다고 하 다[54]. 선행연구에서는 

포이미지에 향을 미치는 포특성요인들을 매우 

다양하게 제안하고 있다. Martineau(1958)는 한 소비

자가 포를 선택할 때 입지, 가격, 상품과 같은 기능  

요인뿐만 아니라 포이미지도 매우 요하게 고려한

다고 주장하 다. 한, 포이미지의 요한 형성요인

을 크게 12가지로 나 었는데, 상품가격, 상품품질, 상

품구색, 상품의 유행성, 매, 입지, 편의요소, 서비스, 

매 진, 고, 포분 기, 평  등을 들 수 있다[39]. 

Helgesen & Nesset(2011)은 입지와 서비스품질, 상품

구색, 가격이 포이미지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

하 다. 이처럼 포이미지는 고객이 포를 찾아오고 

고객을 유지하는데 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3. 감정적 만족
최근 소비자의 포 선택  구매 성과에 향을 미

치는 요한 향변수  감정이 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에게 마  활동 시 다양한 자

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개인의 감정에 

따라 개인의 충성행동에 향력을 주게 되고, 결국 소

비자의 감정의 증가는 고객충성도에 향을 주는 요인

이 된다는 것이다[5]. 따라서, 소비자의 감정  만족은 

소비자가 서비스를 경험하는 동안 특별한 감정  반응

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며[70], 소비자의 감정은 즐거

움, 분노, 불안 등 감정 인 범주 안에 있는 다양한 행동

을 표출하게 된다[59]. 한 Wong(2004)의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감정  만족이 고객충성도에 정 인 향

을 미친다고 보고되었고, 감정  처리과정이 인지  과

정보다 고객충성도의 보다 좋은 측인자라는 것을 보

여주었다. 국내 연구에서는 서비스 품질에 한 고객 

충성도 형성과정에서 감정  만족이 요한 매개역할

을 하면서 소비자의 만족과 충성도에도 향을 다고 

하 다[13]. 이와 같이 소비자의 감정반응에 따라 만족

과 구매행동과도 연 성이 높으며, 결국 소비자의 행동

의도에 요한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감정적 몰입
몰입이란 가치있는 계를 유지하고자 상호 계를 

유지하려는 장기 이고 지속 인 열망으로[48], 최근에 

조직과 고객을 연결하는데 계형성과 유지에 요한 

개념으로 신뢰와 함께 마  연구에 핵심 변수로 활용

되고 있다. Fullerton(2005a)은 몰입을 태도  몰입과 

행동  몰입 두 가지의 차원으로 설명하 는데, 감정  

몰입은 태도  차원의 개념을 의미한다고 하 다. 한 

감정  몰입은 특별한 거래경험과 계없이 그 회사를 

좋아할 때 서비스 제공자에게 감정 으로 몰입한다고 

하 다. Morgan & Hunt(1994)는 최종 고객 개념을 사

용하여 고객과의 계를 강화함으로써 일반 소비자를 

충성도 높은 고객으로 환하는 마 활동이 필요하

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몰입이 효율성, 생산성, 효과성

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계마  성공에 도

움되는 력 인 행동을 가져온다고 하 다. 이와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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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고객과의 몰입은 장기  계를 수립하고 지속 인 경

쟁 우 를 획득하는데 핵심 인 요소로서 더 이상 사치

가 아닌 성공의 필수 조건이라고 하겠다[26]. 이처럼 감

정  몰입은 거래경험을 토 로 하여 고객과의 지속

인 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거래 유지의 핵심요소라

고 할 수 있다.

5. 충성도
충성도는 마  목표 략  고객유지를 해 변

하는 유통환경에서 소매 포가 시장기회를 포착하고 

과열경쟁을 회피하여 경쟁우 를 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소매 포의 성공  요인으로 여겨져왔다. 충

성도를 심리  과정의 결과로 나타나는 태도로 보고, 

이 충성도는 몰입(commitment), 정  태도, 사 지식

(schemas), 일치감(oneness), 신뢰(trust)에 의해 뒷받

침되는 성향이라고 정의하 고[14], Jacoby & 

Kyner(1973)는 충성도를 소비자가 선택 가능한 여러 

포 가운데서 상품 구매를 해 일정기간 동안 특정 

소매 포를 반복 으로 방문하여 구매하는 행동으로 

정의하 다. 선행연구에서 충성도는 소비자들이 포

특성요인에 향을 받아 포를 선택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그 포에 한 충성도를 형성하게 

된다고 하 다[51]. 포충성도는 포이미지와 포만

족으로부터 직 인 향을 받지만, 포만족에 향

을 주는 포이미지로부터는 간 인 향을 받는다

는 연구결과를 제시하 다[8]. 한 충성도에 미치는 

향으로 입지, 서비스품질, 구색, 가격 등의 기능  포

이미지 등을 제시하 고[17], Williams & Burns(2001)

는 사회 요인(경험, 인  는 비인  의사소통), 감성

인 포이미지, 기능 인 포이미지(상품, 가격, 서

비스) 등을 충성도에 미치는 향요인으로 제시하 다. 

이처럼 소비자는 경쟁사와 다른 차별 인 그들의 욕

구가 만족되었을 때 강력한 감정을 느끼며 결국 그 제

품을 다시 구매하게 된다고 하 다[64].

Ⅲ.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설정

1. 연구모형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식품소매 에서 구매경험이 있는 소

비자들을 상으로 포의 특성과 포이미지, 감정

만족, 감정  몰입, 충성도 등 변수 간 인과 계 검증을 

통한 구조 계를 확인하고, 경로 계에서 감정  몰입

의 강력한 역할을 규명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하 다. 특히, 포특성 에 입지 특성은 이미 많

은 국내외 논문에서 정  평가로 검증되었고, 최근에

는 1가구 1  내지 2  차량의 소유로 입지의 요성이 

많이 희석되고 당연시되어 의미가 약하다고 단되어

서 본 모형에서는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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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가설의 설정
2.1 점포특성과 점포이미지 관계
포선택은 포를 평가하는 선택 기 과 지각된 

포특성의 비교  평가에 의해 결정되므로 소매 은 

포이미지의 리가 매우 요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하

며, 포이미지는 포의 각 특성에 하여 형성되며 

각 특성의 요도는 제품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Nesset and Helgesen(2011)은 식품소매 에서 포

특성의 요성을 강조하면서 입지, 서비스품질, 구색, 

가격 등의 포특성이 포이미지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 으며, 한 Janaina et. al., 

2003)는 가격, 품질, 구색, 세일즈맨, 입지, 고, 분 기, 

제도, 물리  측면 등의 포속성을 제시하면서 각자 

포이미지의 향 여부를 확인하고 이 이미지가 포

만족과 충성도에도 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시하 다. 

한, 포특성  하나인 지각된 품질과 이미지와의 

계를 설명하면서 각각의 높고 낮음에 따라 미치는 

향이 다름을 제시하 다[58]. 이상의 선행연구 내용을 

볼 때 포특성이 포이미지에 향을 미친다 할 것이

므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1: 지각된 품질은 포이미지에 정(+)의 향을 

미친다.

가설 2: 상품구색은 포이미지에 정(+)의 향을 미

친다.

가설 3: 상품가격은 포이미지에 정(+)의 향을 미

친다.

2.2 점포특성과 만족 관계
선행연구에서 포특성 에 서비스 품질이 감정의 

역할에 요한 요소로 인지되었고[53], 입지, 서비스 품

질, 상품구색 그리고 가격의 포특성은 기 와 이상

인 감정 인 만족과 포이미지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54]. Sam(2013)는 가격, 상품구색, 품질, 포서비

스 등의 포특성이 고객만족에 향을 미치면서 포

이미지가 고객에게 강력한 매력도를 제공하게 되고, 결

국 충성도에도 기여함으로써 명성있는 포를 만들게 

된다고 주장하 다. 한 형 포를 상으로 지각된 

품질과 만족간의 계는 매우 높은 상 계를 갖고 있

으며, 좀 더 지각된 품질이 감정  만족에 향을 주고 

이것이 충성도와의 계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 다

[67].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4: 지각된 품질은 감정  만족에 정(+)의 향을 

미친다.

가설 5: 상품구색은 감정  만족에 정(+)의 향을 미

친다.

가설 6: 상품가격은 감정  만족에 정(+)의 향을 미

친다.

2.3 점포이미지와 만족 관계
 소비자들은 고나 쇼핑할 때 포에 한 특성이나 

정보를 획득하는데, 이러한 일련의 처리과정은 소비자

가 포를 평가할 때 매우 요한 속성으로 의미를 부

여하게 된다. 선행연구에서 포이미지는 소비자가 

포와 포특성에 해 얻은 정보, 포에서 얻은 감정 

그리고 구매자로서 일정기간 형성해 온 포에 한 인

상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Martineau(1958)는 소비자가 

포를 선택할 때 포이미지의 요성을 강조하 다. 

Helgesen & Nesset(2010)은 포이미지가 만족에 향

을 다는 결과를 도출하 다. 최근 소비자의 구매력에 

향을 미치는 향변수로서 소비자의 감정이 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만큼 소비경험에서의 감정

의 역할은 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서 소

비자의 감정의 증가는 감정  만족과 고객충성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

출하 다.

가설 7: 포이미지는 감정  만족에 정(+)의 향을 

미친다.

2.4 점포이미지와  감정적 몰입 관계
포이미지는 소비자의 주 인 평가에 의해 소비

자의 기억에 존재하는 인지상태로서 특정 포에 해 

느끼는 즐거움과 친근감, 포에 해 갖고 있는 호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 Vol. 16 No. 574

신뢰, 만족, 몰입과 같은 고정 인 인상으로서[54], 소비

자가 느끼는 포에 한 이미지가 호의 으로 형성되

면 소비자는 그 포에 한 느낌이 정 으로 상승하

여 장기 이고 지속 인 구매에 한 이미지를 구축하

게 된다. 이 게 구축된 포이미지는 포이미지 매력

성에 직 인 향을 주고 이는 다시 직 으로 몰입

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확인하 다[34].

감정  몰입은 소비자가 기업에 해 소속감을 느끼

거나 동일시하는 감정으로 특별한 거래경험이 없더라

도 제공되는 서비스 기업에 해 호감이 높으면 감정

으로 몰입하게 되고 구매나 호의 인 미래 의도 등 고

객충성도를 높인다고 하 다[18][19]. 국내 연구에서도 

포이미지와 계 형성과정에서 포이미지가 몰입에 

유의 인 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 다[62].
 이상

과 같이 선행연구를 살펴볼 때 포이미지는 감정  몰

입에 향을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8: 포이미지는 감정  몰입에 정(+)의 향을 

미친다.

2.5 감정적 만족과 감정적 몰입 관계
고객만족은 계지속성을 한 선행변수로서 악되

고 있고, 몰입은 계구축을 한 기 이며, 지속  

계는 매우 요하므로 고객만족 유지를 해 최고의 노

력을 해야 한다고 하 다[50]. 몰입의 구성요소  감정

 몰입은 고객만족과 고객충성도 간의 계를 매개한

다는[4][50] 에서, 고객만족은 감정  몰입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확인하 다. 고객만족을 

몰입의 선행변수로 보면서 몰입이 고객만족보다 한걸

음 더 나아가 소비자와 구매 상의 깊은 계라는 

으로 고객만족이 높아지면 몰입 역시 증가한다는 것이

다[21]. 이상의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감정  만족과 감

정  몰입 계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9: 감정  만족은 감정  몰입에 정(+)의 향을 

미친다.

2.6 점포이미지와 충성도와의 관계
선행연구에서 소비자들이 특정 포에 해 가지는 

호의 인 이미지가 포충성도에 향을 미친다고 주

장하면서 포충성도에 한 포이미지의 요성을 

강조하 다[44]. Lessig(1973)도 식품소매  고객을 

상으로 한 실증연구에서 포이미지가 포충성도에 

향을 미치는 요한 변수임을 제시하면서 포충성

도는 소비자가 특정 포에 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의해서도 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 다. 

한, Bloemer & Ruyter (1998)는 포이미지와 포만

족, 포충성도 간의 계를 제시하 으며, 포이미지

가 포충성도에 간 으로 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

시하 고, Yoo & Chang (2005)은 포이미지가 충성

도를 형성하는 가장 요한 속성이라고 하면서, 형

포의 이미지 속성과 할인 의 이미지 속성에 해 모두 

충성도에 유의 인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

하 다. 이러한 에서 포특성에 한 정 인 태

도가 형성되면, 그 포에 해 호의 인 이미지가 생

기게 되고 결국 재구매, 구 , 리미엄 가격 지불 등의 

정 인 향을 주기 때문에 충성도는 기업의 이익창

출이라는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해 소비자들에게 형

성하여야 할 요한 요소이다[40]. 이상의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포이미지와 충성도 계에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0: 포이미지는 충성도에 정(+)의 향을 미

친다.

2.7 감정적 만족과 충성도 관계
선행연구에서 소비자의 감정  만족은 소비자가 서

비스를 경험하는 동안 특별한 감정  반응을 제공해주

는 역할을 한다고 하 다[70]. 한, 고객만족을 서비스

품질과 충성도 계에서 매개역할을 함으로써 고객만족

과 충성도 간의 계를 밝혔다[1].
 이처럼 소비자의 감

정  만족이 고객충성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비자의 감정상태에 따라 소

비자의 구매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71]. 따라서 의 이론  근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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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항목수 조작  정의 선행연구

지각된
품질

PQ1 점원은 나를 기꺼이 지원해 준다.

제품의 우수성 또는 탁
월성에 대한 소비자가 
지각하는 판단

 Zeithmal(1988)
PQ2 점원들이 상품에 대한 지식이 많고 설명을 잘한다.
PQ3 점원을 믿고 의지할 수 있을 것 같다.
PQ4 상품에 대해 물으면 신속하게 알려주고 처리해 준다.
PQ5 우수한 고객서비스를 제공한다.
PQ6 판매되고 있는 상품의 품질이 기대만큼 우수하다.

상품
구색

SA1 판매되고 있는 브랜드가 다양하다.  점포 내 구매자 지각에 
영향을 주는 상품의 이
용가능한 범위

 van Herpen 
 and 
 Pieters(2002)

SA2 다양한 업체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SA3,4 유명 브랜드가 판매되고 있다.  다양한 상품구색을 갖추고 있다.
SA5 다른 식품점에 비해 다양한 브랜드나 제품을 갖추고 있다.

상품
가격

SP1 다른 곳에 비해 구매비용이 싼 편이라고 생각한다.
제품의 교환 가치이자 
서비스 편익을 교환하
는 대가로 얻게 되는 
효용에 부여된 가치

Kim, Sung Hyuk
 (2003)

SP2,3 상품의 품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점원들이 서비스를 잘 해준다.
SP4 이곳에서 구매하면 경제적이라고 생각한다.
SP5,6 다양한 가격할인행사를 개최한다.  제품가격이 다양하여 선택하기 쉽다.
SP7 판매하는 제품가격은 적절한 수준이다.

점포
이미지

RI1 이 식품점은 매너가 좋고 잘 도와준다.

소비자의 주관적평가
에 의해 기억속에 남아
있는 점포의 상태

 Pan and 
 Zinkhan
 (2006)

RI2,3 이 식품점은 쉽게 도달 할 수 있다.  이 식품점은 경제적 가치를 제공한다.
RI4 이 식품점은 가게 안에서 매력적인 판매촉진을 제공한다.
RI5 이 식품점은 내가 원하는 답변을 해 준다.
RI6 이 식품점은 매력적인 충성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RI7 점포는 기분좋은 쇼핑환경을 가지고 있다. 
RI8 이 식품점에서는 유쾌한 분위기가 있다.

감정적
만족

AS1 쇼핑시에 행복감을 느낀다. 점포에 대해 제공되는 
서비스내용의 감정적 
상태

 Martin et  al.
(2008);Lassak 
and
 Stepherd(2013)

AS2 쇼핑시에 즐거움을 느낀다.
AS3 쇼핑시에 만족감을 느낀다. 
AS4 쇼핑시에 마음이 편하다.

감정적
몰입

AC1,2 개인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좋은 관계 때문에 계속하여 거래한다. 상호간의 가치있는 관
계를 장기간 유지하고
자 하는 심리상태

 Mootman et 
 al.(1992)AC3 나는 이 가게에서 쇼핑하는 것이 자랑스럽다.

AC4,5 이곳을 이용하면 기쁘다.  강한 소속감을 느낀다.

충성도

CL1 여러 식품점 중에서 주로 이곳을 이용하는 편이다.

상대방에게 계속해서 
구매 또는 구매의도를 
가지게 하는 것

 Zeithaml et. 
 al(1996): 
 Johns and 
 Taylor(2012)

CL2 기회가 생기면 다시 이곳을 이용할 생각이다.
CL3 앞으로도 계속하여 이곳을 이용할 생각이다.
CL4 이전에 알았으면 이곳을 이용했을 것이다. 
CL5 주변사람들에게 이곳을 추천하고 싶다.
CL6 이곳의 좋은 점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 한 적이 있다

표 1. 항목수 및 변수의 조작적 정의

가설 11: 감정  만족은 충성도에 정(+)의 향을 미

친다.

2.8 감정적 몰입과 충성도 관계
몰입은 거래 방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거래 계를 

유지하기 한 지속  욕구를 의미하며 신뢰와 함께 

계 마 의 핵심으로 간주되고 있고 스스로 안정 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태도와 행동을 연결하는데 

요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교환 계를 맺고 장기 거

래의지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50].
 선행

연구에서 감정  몰입이 구매의도에 강력한 언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고객충성도에 향을 다고 함으로

써 계강화의 요한 요인임을 설명하 다[16].
 한, 

마  조사 서비스 분야에서 몰입의 선행변수와 결과

변수 연구에서 감정  몰입이 충성도에 정 인 향

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7].
 이상의 선행연구

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12: 감정  몰입은 충성도에 정(+)의 향을 미

친다.

Ⅳ. 연구 설계

1. 변수의 측정 및 조작적 정의
구성개념의 역을 규명하고 개념에 해 종합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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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돕기 해 다항목척도를 개발하 다 응답자의 

식품소매  이용에 한 질문  인구통계특성에 한 

질문을 제외한 항목들은 7  리커트 척도(Likert scale)

를 사용하여 ‘1.  아니다’ ∼ ‘7.매우 그 다’ 까지로 

구성하여, 선행연구에 합하도록 수정하 다. 측정항

목  조작  정의는 [표 1]과 같다. 식품소매 은 슈퍼

마켓, 형슈퍼마켓, 형할인 , 백화 , 재래시장, 편

의 , 기타로 분류하 으며, 식품 구분으로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즉석식품, 기타(반찬, 과일, 

제과 , 패스트푸드 등 통상 인 식품) 등으로 구분하

여 정의하 다.

2. 조사 설계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하여 설

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 다. 설문지는 연구변수인 

포의 특성, 포이미지, 감정  만족, 고객의 감정  

몰입, 고객충성도에 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한 성

별, 연령, 학력, 직업, 결혼여부  식품소매 의 종류, 

구매품목, 이용시간, 이용횟수 같은 응답자의 인구통계

 특성  식품소매  이용에 한 질문을 포함하

다.본 연구는 국 도시의 식품소매  방문 경험이 

있는 일반고객을 상으로 설문하 으며, 조사기간은 

2015년10월 08일부터 2015년 11월 7일까지 1개월 동안 

실시하 다.

3. 분석방법
실증분석을 한 통계 소 트웨어로 SPSS 18.0과 

AMOS 18.0 Version을 이용하여 자료의 타당성  신

뢰성을 확인하 다. 요인별 타당성을 확보하기 해 탐

색  요인분석(EFA; Exploratory factor analysis)으로

변수간 요인값을 확인하 고, Cronbach’s α 계수검증을 

통해 신뢰성을 확인하 다. 검증을 거친 측정 항목들에 

해 연구단 별로 측정모델을 도출하기 해 확인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

하 다. 한 응답자의 인구통계특성을 확인하기 해 

빈도분석(frequencies)을 실시하 고, 마지막으로 공변

량구조방정식분석(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이용하여 연구모형의 합도  연구가설을 검증하 다.

Ⅴ. 실증 분석

1. 자료의 특성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총 312부로 서울 경기

도를 포함한 수도권 도시  충청, 라도 등의 식품소

매  방문자에게서 설문을 받았으며 부 합하게 기재

된 설문지 6부를 제외한 306부(98.08%)를 최종분석에 

사용하 다. 응답자의 식품소매  방문에 련된 내용 

 인구통계  특성을 확인하기 해 빈도분석을 실시

하 다. 본 조사의 자료의 특성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52.3%(160명)가 한달에 1회, 28.1%(86명)는 한달에 2회 

식품소매 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번 방문

했을 때 평균 방문시간에서는 응답자들의 75.1%(230

명)가 1시간 이상으로 응답하 다. 소비자가 방문하는 

식품소매 으로는 형할인 이 59.2%(191명)로 방문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외에 형슈퍼마켓(18.6%)과 

슈퍼마켓(9.8%) 순이었다. 구매 품목으로는 가공식품

이 45.1%(138명)로 가장 높았으며, 농산물 31.4%(96명), 

축산물 9.2%(28명), 즉석식품 8.2%(25명), 수산물 

2.6%(8명), 기타 3.6%(11명)순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

로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특성 분석결과는 [표 2]와 같다.

변수 속성 인원수(%)

성별 남성 155(50.7)
여성 151(49.3)

연령

20대미만 8(2.6)
20대 62(20.3)
30대 105(34.3)
40대 95(31.0)
50대 34(11.1)
60대이상 2(0.7)

직업

주부 39(12.7)
학생 11(3.6)
회사원 174(56.9)
공무원 2(0.7)
자영업 8(2.6)
근로자 30(9.8)
전문직 29(9.5)
기타 13(4.2)

학력수준
고졸/고졸이하 83(27.1)
대재/대졸 198(64.7)
대학원이상 25(8.2)

월소득
300만원미만 167(54.6)
300-500만원미만 102(33.3)
500만원이상 37(12.1)

결혼여부 미혼 104(34.0)
기혼 202(66.0)

표 2. 인구통계특성 분석결과



지각된 점포특성과 충성도관계에서 소비자의 감정적 반응 및 점포이미지의 매개적 역할 77

표 형성 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KMO Measure of Sampling Adequacy)

0.945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근사 카이제곱
(Approx. Chi-Square)

11980.084

자유도(df.) 903
유의확률(sg.) .000

표 3. KMO와 Bartlett 분석

측정 개념
구성요인

Cronbach'ɑ
1 2 3 4 5 6 7

독
립
변
수

점포
특성

지각된
품질

PQ1 .270 .190 .099 .686 .148 .197 .128

0.922

PQ2 .213 .132 .183 .776 .227 .167 .116
PQ3 .202 .079 .169 .786 .213 .153 .129
PQ4 .239 .203 .158 .713 .047 .196 .181
PQ5 .275 .138 .159 .756 .147 .165 .117
PQ6 .246 .162 .249 .619 .206 .262 .136

상품
구색

SA1 .204 .257 .179 .169 .056 .739 .178

0.923
SA2 .217 .284 .098 .130 .031 .803 .122
SA3 .124 .040 .041 .246 .052 .777 .129
SA4 .176 .271 .103 .226 .072 .785 .160
SA5 .114 .258 .179 .152 .104 .803 .136

상품
가격

PR1 .190 .718 .203 .214 .171 .187 .108

0.930
PR2 .151 .732 .237 .152 .220 .165 .111
PR4 .214 .757 .219 .043 .149 .216 .218
PR5 .241 .708 .137 .137 .047 .310 .239
PR6 .193 .689 .185 .114 .178 .390 .122
PR7 .178 .705 .297 .209 .146 .184 .175

매
개
변
수

점포
이미지

SI1 .613 .248 .120 .328 .159 .119 .083

0.933

SI3 .666 .376 .209 .174 .142 .145 .123
SI4 .770 .207 .175 .213 .087 .141 .111
SI5 .797 .122 .154 .298 .144 .127 .116
SI6 .769 .072 .216 .243 .160 .162 .084
SI7 .743 .129 .178 .073 .213 .231 .226
SI8 .735 .082 .199 .180 .233 .206 .166

감정적
만족

AS1 .225 .157 .136 .174 .216 .144 .783
0.907AS2 .160 .156 .136 .175 .203 .184 .827

AS3 .074 .211 .196 .167 .159 .264 .756
AS4 .171 .228 .196 .150 .165 .133 .724

감정적
몰입

AC1 .217 .187 .245 .193 .797 .027 .118

0.948
AC2 .185 .148 .266 .181 .826 .074 .113
AC3 .157 .271 .213 .211 .724 .133 .262
AC4 .210 .224 .263 .190 .770 .096 .244
AC5 .196 .083 .266 .168 .808 .041 .158

종
속
변
수

충성도

CL1 .170 .267 .741 .168 .100 .115 .120

0.934

CL2 .138 .213 .779 .131 .109 .136 .148
CL3 .160 .192 .804 .145 .225 .106 .154
CL4 .217 .187 .779 .115 .299 .148 .123
CL5 .205 .139 .752 .212 .344 .076 .123
CL6 .186 .128 .694 .195 .304 .098 .108

아이겐값 18.635 3.145 2.549 1.955 1.754 1.560 1.338
설명비율 45.452 7.672 6.216 4.769 4.277 3.804 3.263
누적비율 45.452 53.124 59.340 64.109 68.386 72.190 75.453

표 4.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및 신뢰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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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CFA
이

CFA
이후

측정
변수

요인 재량
표 화요인 

재량
C.R. P

잠재요인
신뢰도

평균분산추출값
(AVE)

지각된품질 6 3
PQ1
PQ2
PQ3

1.000
0.999
0.774

0.841
0.901
0.777

18.476
15.504

0.000**
0.000**

0.805 0.708

상품구색 5 3
SA1
SA2
SA4

1.000
1.024
0.998

0.877
0.909
0.846

21.487
19.299

0.000**
0.000**

0.852 0.771

상품가격 6 3
PR1
PR2
PR4

1.000
0.988
1.067

0.821
0.868
0.886

17.642
18.061

0.000**
0.000**

0,826 0.738

점포이미지 7 4
SI4
SI5
SI6
SI8

1.000
1.102
1.099
1.036

0.829
0.901
0.864
0.820

19.549
18.381
16.991

0.000**
0.000**
0.000**

0.850 0.729

감정적만족 4 3
AS1
AS3
AS4

1.000
0.941
0.957

0.821
0.833
0.808

15.640
15.157

0.000**
0.000**

0.804 0.673

감정적몰입 5 3
AC1
AC4
AC5

1.000
1.116
1.107

0.862
0.933
0.857

22.418
19.611

0.000**
0.000**

0.812 0.783

충성도 6 3
CL3
CL4
CL5

1.000
1.022
0.857

0.902
0.931
0.835

24.924
20.209

0.000**
0.000**

0.835 0.793

    χ2/df =281.711/188=1.498, GFI=0.925, AGFI=0.901, NFI=0.948, CFI=0.982, RMSEA=0.040 

표 5.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2.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2.1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이 에 변수 간 상

계가 다른 변수들에게 얼마나 잘 설명될 수 있는지를 

단하기 하여 KMO 표 합도  Bartlett 테스트

를 실시하 다. 분석결과, KMO 측정치가 0.945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요인분석이 합한 것

으로 단되었다[표 3]. 다음으로 제시된 변수인 포특

성(지각된품질, 상품구색, 상품가격), 포이미지, 감정

 만족, 감정  몰입, 충성도 등의 구성개념에 한 단

일차원성을 검증하기 해 탐색  요인분석

(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을 실행하 다. 요

인분석은 주성분 분석을 이용하여 고유값(eigen value) 

1이상의  최종요인 7개를 추출하 다. 추출된 구성개념

에 해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확인

하 다. 신뢰도 분석은 여러 문항의 개념을 측정할 때 

해당 개념이 서로 련성이 높은 것끼리 구성되어 있는

지를 알아보려는 목 으로 실시하 고, 베리맥스

(varimax) 회 을 통해 요인분석을 실시 사용한다. 확

인 결과 [표 4]에서와 같이지각된품질(0.922), 상품구색

(0.923), 상품가격(0.930), 포이미지(0.933), 감정 만

족(0.907), 감정 몰입(0.948), 충성도(0.934)가 기 치 

0.6 이상으로 내 일 성에 의한 신뢰도는 모두 인정되

었다. 

2.2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  요인분석에서 결합된 요인들을 이용하여 측

정모형의 집 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을 평가하기 

해 구한 상 분석을 통해 잠재요인과 측정변수의 일

치성을 확인하기 해 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

를 확인하 다. 먼 , 확인  요인분석은 각 단계별로 

최 상태를 도출하기 한 합도를 평가하기 해 χ2

에 한 p값, GFI, AGFI, NFI, CFI, RMSEA 등을 이용

하여 합도를 평가하 으며, 분석결과 GFI, AGFI, 

NFI, CFI가 모두 0.9를 넘었고, RMSEA=0.040으로 나

타남으로써 최종항목을 통한 구성개념의 합도가 만

족할 만한 수 으로 나타났다[표 5]. 집 타당성을 평가

하기 한 표 화 요인 부하량 크기, 잠재요인 신뢰성

(construct validity)  평균 분산추출값(AVE)을 통해 

별타당성을 확인한 결과, [표 6]에서 처럼 p< 0.01 수

에서 유의하며 AVE값이 상 계수 제곱보다 높게 나

타나 별타당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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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 1 2 3 4 5 6 7
지각된품질 0.708
상품 구색 0.293** 0.771
상품 가격 0.286** 0.372** 0.738
점포이미지 0.416** 0.255** 0.342** 0.729
감정적만족 0.258** 0.247** 0.305** 0.248** 0.673
감정적몰입 0.296** 0.116** 0.271** 0.297** 0.289** 0.783
충성도 0.282** 0.171** 0.333** 0.305** 0.244** 0.407** 0.793
평균 4.588 4.952 4.586 4.761 4.557 3.868 4.711
표준편차 1.137 1.183 1.176 1.152 1.077 1.433 1.304

Note:(**) p <0.01

표 6. 판별타당도 분석

χ2
df χ2

/df p GFI AGFI NFI CFI RMSEA

77.709 62 1.257 0.000 0.966 0.942 0.970 0.994 0.029

표 7. 연구모형 적합도

Hypothesis Path Estimate S.E. C.R. p Result

1 지각된품질→점포이미지 0.376 0.66 5.674  0.000** 채택
2 상품구색→점포이미지 0.223 0.081 2.757 0.006* 채택
3 상품가격→점포이미지 0.257 0.070 3.649  0.000** 채택
4 지각된품질→감정적만족 0.176 0.068 2.592 0.010* 채택
5 상품구색→감정적만족 0.163 0.075 2.165 0.030* 채택
6 상품가격→감정적만족 0.182 0.067 2.704 0.007* 채택
7 점포이미지→감정적만족 0.181 0.088 2.064 0.039* 채택
8 점포이미지→감정적몰입 0.365 0.082 4.433  0.000** 채택
9 감정적만족→감정적몰입 0.562 0.100 5.628  0.000** 채택
10 감정적몰입→충성도 0.383 0.074 5.184  0.000** 채택
11 점포이미지→충성도 0.334 0.082 4.052  0.000** 채택
12 감정적만족→충성도 0.164 0.100 1.640 0.101 기각

** p < 0.001에서 유의함.

표 8. 연구가설의 검정

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제시된 구성개념들 간 

타당성과 신뢰성은 높다고 설명할 수 있다. 구성개념에 

한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2.3 연구모형의 적합성 분석
연구모형 합도를 검증하기 해 χ2에 한  p값, 

GFI, AGFI, NFI, CFI, RMSEA 등의 합지수를 확인

하 다. 체 구조모형 검정결과 [표 7]에서와 같이 기

치에 근 하게 나타남으로써 구조모형에 한 반

인 합도가 만족할 수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4 연구가설의 검정
본 연구에서 연구가설의 검정은 변수들의 경로상의

구조 계를 공변량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통해 실행

하 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가설 12를 제외

한 모든 가설이 채택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기각

된 연구가설의 이유를 살펴보면 감정  만족이 충성도

직 인 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선행연구에서 고객

은 구매와 련하여 높은 기 를 갖고 감정 으로 느끼

면서 만족을 평가하는데 이런 감정은 직 으로 충성

도에 도달하기 보다는 높은 수 의 신뢰와 몰입 같은 

지속 인 계형성이 유지 는 강화 되었을 때 충성도

를 형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포의 특성, 

포이미지, 감정  만족, 감정  몰입, 충성도 간의 인

과 계를 검정한 결과, 소비자가 지각한 식품소매 의 

특성은 포이미지와 감정  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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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구조모형 테스트 결과
** p < 0.001에서 유의함.

쳤고 포이미지와 감정  만족은 감정  몰입에 직

인 향을 미치었으며, 감정  몰입도 충성도에 직

인 향을 미침으로서 이 세 변수간의 계에서 감정

 몰입이 요한 매개역할을 수행함을 확인하 다.

Ⅵ. 결 론 및 시사점

1.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의 목 은 식품소매  고객을 상으로 포

의 특성, 포이미지, 감정  만족, 감정  몰입, 충성도 

의 구성개념 간 인과 계를 확인하고, 감정  몰입의 

매개역할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식품소매

고객들의 구매행동을 이해하고, 식품소매 의 장기  

수익성과 고객충성도 략수립 구축을 한 기 자료

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 한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식품소매 의 포특성이 포이

미지와 감정  만족에 향이 있음을 확인하 다. 구체

으로 포특성인 지각된 품질, 상품구색, 상품가격 모

두 포이미지와 감정  만족에 동일한 수 으로 향

을 미치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포 내 우수한 

특성이 포이미지를 좋게 하고 고객의 감정에 반응함

으로써 포에 한 애착심을 높인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가격, 품질, 구색 등의 포특성을 제

시하면서 각자 포이미지에 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

인하 고, 이 이미지가 포만족과 충성도에도 향을 

미침을 제시하 다[33]. 한, 포특성 에 입지, 서비

스 품질, 상품구색 그리고 가격의 포특성은 기 와 

이상 인 감정 인 만족과 포이미지에 향을 미친

다고 하 다[56]. 식품소매 의 경우 유사한 품목들이 

동일 장소에 비치되어 있거나, 인근 경쟁 포가 많다

보니 소비자가 구매과정에서 지루하거나 불만을 느끼

면 쉽게 비교하면서 다른 포로 이동하여 쇼핑을 하기 

때문에 포의 특성은 매에 요한 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고객이 구매과정에서 본인의 취향에 맞고 

즐거운 쇼핑이 되도록 포이미지를 구성하여 차별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요 할 것이다. 둘째, 포

이미지와 감정  만족은 감정  몰입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포특성은 소비

자들의 포이미지와 감정  만족에 한 강력한 측

인자로서 소비자의 감정  몰입은 포이미지를 통해 

직 인 향으로 형성되기도 하지만, 소비자의 포

이미지에 한 정 인 태도가 형성되면 호의 인 감

정이 생기고 이어서 정  평가를 통해 감정  만족을 

형성함으로써 결국 포에 한 감정  몰입이 구축된

다는 것을 확인하 다. 따라서 소비자는 식품 포의 특

성을 바탕으로 포이미지에 한 정 인 태도를 가

지게 되고 지속 이고 호의 인 구매  기 와 구매 

후 경험에 의한 감정 인 평가를 통해 감정 으로 몰입

함을 확인하 기 때문에, 식품소매 의 마 터는 소비

자에게 매되는 식품의 품질, 구색, 가격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정 인 감정유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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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실행하도록 극 인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셋

째,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만족하는 것만으로는 충성

도를 구축할 수 없고, 포에 한 호의 인 이미지를 

증가시켜 소비자가 감정 으로 만족을 느끼게 하고 이

런 지속 이고 정 인 만족을 통해 더 높은 수 의 

계요소인 감정  몰입을 강화시킴으로써 더 강한 충

성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 다. 한 선행

연구에서 감정  몰입이 구매의도에 강력한 언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고객충성도에 향을 다고 함으로

써 계강화의 요한 요인임을 설명하고 있다[16]. 따

라서 식품소매 에서는 고객의 감정  몰입을 증가 시

킬 수 있는 효과 이고 구체 인 실행방안을 개발하여 

고객에게 가치를 달해야 할 것이다. 이를 해서 고

객에게 인지  가치 제공은 물론, 고객이 감정 으로 

몰입할 수 있도록 호의 이고 정 인 감정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을 맞추어야 할 것이

다. 한 식품소매 에서 소비자가 지속 인 구매성향

을 가지게 하기 해서는 정 인 포이미지를 지각

하여 호의 인 감정을 유발하고 정 인 평가가 이루

어짐으로써 감정  몰입과 함께 지속 인 고객 유율 

확보를 갖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의의 및 향후 연구문제 제언
본 연구에서는 식품소매 을 이용하는 고객이 지각

한 포특성과 포이미지, 감정  만족, 감정  몰입, 

충성도 등의 구조 계를 검증하 으며 특히, 충성도 형

성에 있어 감정  몰입이 요한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

을 규명하 다는 에서 이론 으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방법과 분석결과를 통해

서 몇 가지 한계 과 이를 보완 할 수 있는 향후에 연구

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식품소매 에 한 소비자의 

충성도의 원인 변수로서 식품 구매시 요하게 고려하

는 포특성의 변수를 좀 더 다양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는 구매상황시 포특성과 련하여 좀 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

구에서는 포의 상품특성, 서비스특성, 포의 물리  

특성  환경특성 등 소비자가 지각하는 포특성에 

한 다양한 독립변수를 제시함으로써 감정  몰입  충

성도 계에서 포이미지와 감정  만족의 역할을 연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식품소매  연구에서 특히 

요하다는 감정  몰입에 을 두었으나 계산  몰

입  규범  몰입의 구성차원간 련성을 연구하는 것

도 의의가 있을 수 있고, 구매의도와 같은 고객충성도 

구축과정에서 감정, 신뢰 등 계품질이 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이들 변수를 활용하여 매개  역할도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식품 소매 을 

직  이용한 오 라인 고객을 심으로 연구를 진행하

으나 최근 격하게 부상하고 있는 온라인 식품소매

(e-식품 )의 계품질에 하여 연구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동안 다른 품목에 비해 유독 식품은 온라인에

서의 매 성장이 더뎠다. 소비자들에게 있어 장을 본

다는 건 직  보고 고른다는 인식이 뿌리깊게 박 있기 

때문이다. 으로 직  보지도 않고 배송으로 받는 방

식이기에 유통기간 문제는 없는지, 안 한지, 신선한지 

등에 한 신뢰가 부족했던 것이다. 하지만 원자재값 

인상으로 식품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조 이라도 

렴하게 구입하려는 실속형 소비자들이 늘고, 쇼핑시

간이 부족한 워킹맘이 증가하면서 시간 약이 가능하

고 편의성을 갖춘 ‘e-식품’ 시장이 성장한 것으로 해석

된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매할 시 가장 요

한 기 이 되는 품질 안 성, 신뢰도 등에 한 효과성 

검증과 오 라인과의 비교 연구는 시장 확보에 있어 마

터 들에게 요한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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