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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동차 시장의 소비요인, 만족, 행동의도, 
추천의도 간의 관계연구

김현철
경상대학교 산업경영학과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sumption Factors, 
Satisfaction, Behavioral Intention and Recommended Intention in the 

Imported Car Market

Hyun-Chul Kim
Dept. of Industrial Management, College of Busines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 은 폭발  성장을 하고 있는 한국 수입 자동차 시장의 구매요인을 선행연구에서 규명된 명품소비요인

을 통해 만족, 행동의도, 추천의도간의 계를 악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명품소비요인인 랜드 품질, 유행,
자기과시, 매장분 기가 독립변수로 종속변수인 만족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독립변수들은 행동의도에 

정(+)의 향을 미쳤다. 다만 매장분 기는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은 행동의도에 강한 정(+)의 향 계

를 나타냈다. 한 행동의도는 추천의도에 정(+)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은 채택 되었다. 연구결과를 해석하면 

소비자들은 수입차 구매 시 심리  요인에 상당한 향을 받고, 재구매나 타인에게 추천할 때에도 소비자들은 심리  요인을 

요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이번 연구의 이론  시사 은 수입자동차 소비요인을 기존의 명풍소비요인을 이용해 실증분석 

한 것이다. 실무  시사 은 수입차 실무자들에게 마  략의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수입차 시장에서 품질과 서비스에 

한 연구는 많지만 심리  선택요인에 한 연구는 부족하기에 이번 연구결과가 이론  실무  가치를 가진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between satisfaction, behavioral intention and 
recommended intention of luxury consumers identified in the preceding study as reasons for the explosive growth in 
the Korean imported car market. Research results found that brand quality, fashion, self-display, and store atmosphere
had positive effects on satisfaction, while independent variables influenced behavioral intention.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 store atmosphere did not affect satisfaction. Satisfaction expressed a strong positive effect on behavioral
intention. In addition, behavioral intention was shown to positively affect recommendation intention. These results 
imply that consumers ar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psychological factors when purchasing imported cars, and that 
consumers value psychological factors even when resold or recommended to others.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e study are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consumption factors of imported cars using the existing Luxury 
consumption factors. The practical implications are to provide the importers with a basis for their marketing strategy.
Although there are many studies on quality and service in import car markets,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relevant 
psychological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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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체 소비는 축되

고 있지만, 수입차 매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폭발 인 성장세에 올해 수입차의 시장 유율은 처음으

로 20%를 넘어설 망이다. 특히 고가 랜드인 Benz와 

BMW의 매량은 자동차 내수시장 규모가 우리보다 3
배나 큰 일본을 지난해 넘어선 데 이어 그 격차를 갈수

록 벌리고 있다. 한국수입자동차 회(KAIDA)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5월까지 수입차는 11만6798
가 매 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의 9만4397 보

다 23.7%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15.2% 던 수입차 

유율은 올해 4월 18.5%까지 치솟았다[1]. 이 같은 한국

의 수입차 유율 상승은 심리  요인과 실  요인의 

복합 작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체면을 시하는 한국

인의 성향이 수입차 매 증가로 이어져 온 것이다. 남
들의 시선을 요시하고 뽐내고 싶어 하는 의식이 수입

차를 선택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수입차 구매

의 심리  요인은  명품의 소비요인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할 수 있다. 통 으로 사치품 는 명품은 기

능  유용성을 제외하고 특정 랜드 제품의 단순한 사

용 는 수집으로 소유자에게 자부심을 부여하 다[2].  
명품 선호는 충성도, 매장 유형  분 기의 조합이 상

품 가격, 품질, 랜딩  유행을 결합하여 특정  수 이

상의 쇼핑을 선호하는 개인의 선호도라고 정의되고 있

다[3]. 고객이 명품 랜드가 독 성, 잘 알려진 랜드 

정체성, 높은 랜드 인지도  품질을 인지해야만 높은 

매 수 과 고객 충성도를 유지 할 수 있다[4]. 
수입차 시장을 랜드와 품질에 해 분석한 연구는 

많이 있지만 수입차를 구매하는 심리  요인을 규명한 

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자는 수입차를 구매하는 이유

로 명품 소비에서 나타나는 랜드 품질, 자기과시, 쇼
핑단계에서 소비자가 체험하는 고  서비스 등과 상당

히 비슷하다는 문제 인식을 가졌고, 수입자동차를 구매 

후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를 상으로 수입차 구매의 소

비요인을 실증 분석하 다. 이에 본 연구는 수입자동차 

실제 구매자를 상으로 선행연구에서 밝 진 명품 

랜드 품질, 소비자의 자기과시, 유행등과 같은 명품 소

비요인으로 만족, 행동의도, 추천의도와의 계를 규명

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명품소비요인

미국의 Veblen은 ‘유한계 론(The Theory of the 
Leisure Class)’에서 명품 구매의 사회  동기 면에서 

명품의 과시성 동기라는 개념을 제기하여 상류층 소비

자들이 명품을 구매하는 가장 요한 동기가 바로 ‘과
시성(conspicuousness)’ 이라고 하 다[5]. 

Leibenstein(1950)은 사회  동기의 연구차원을 확장

하여 명품의 소비에 한 세 가지 효과인 베블런효과, 
속물근성효과, 유행추구효과의 역할을 강조하며 추종

성, 독특성, 과시성 등 세 가지 명품 구매동기를 제시하

다[6]. 본 연구에서는 [7]의 랜드 품질, 매장분 기, 
자기과시, 유행의 네 가지 변수를 명품소비 요인으로 설

정하여 만족, 행동의도, 추천의도와의 계를 확인하고

자 한다.  

2.1.1 브랜드 품질

우수한 품질은 소비자가 명품을 구매하는 이유 의 

하나이다[8,9,10]. 품질은 제품의 독특성, 유용성, 신뢰

성  내구성을 나타내는 기능  가치(functional value) 
는 실용  가치(utilitarian value)로 품질 지향  소비

자는 구매에 합한 가격과 품질의 조합을 찾을 뿐 아

니라 최고 수 의 제품에 집 하는 합리 인 경향이 있

다[11,12,13]. 소비자는 랜드 는 제품의 성능과 소

비자의 기 치를 비교하여 품질을 지각하는데, 랜드 

매장의 친근감과 서비스도 품질과 구매 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소로 간주된다[14,15,16]. 이러한 품질

에 한 지각은 소비자가 랜드에 한 정보나 단서를 

받는 순간에 형성될 수 있으며 특히 명품소비요소에서

의 품질요소는 특정 랜드가 시장에서 상 으로 높

은 지 에 포지셔닝 되어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우수한 

품질로 오랫동안 명성을 구축해오고 있는 랜드는 소

비자에게 고장에 한 심리  부담을 이고 우수한 품

질에 한 확신을 갖게 한다. 따라서 명품소비 상황에서

의 랜드 품질은 일반 랜드 는 경쟁 랜드와의 차

별화  구매 이유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품 구매에 

향을 미친다[17].

2.1.2 매장분위기

선행연구에서 외국인 객들이 면세  등의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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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지각하는 서비스품질의 요성이 상이할 것으로 

가정하고, 이들을 서비스품질의 구성요인인 ‘ 매원품

질’, ‘매장품질’, ‘제품품질’ 로 세분화하여 각 군집이 

가지는 만족도와 구매행동의 차이를 실증분석 하 다

[18]. 이유경(2017)은 국 소비자를 상으로 명품매

장의 서비스 환경품질과 명품 구매의도와의 계를 연

구한 결과, 명품매장의 서비스 환경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식하는 경우 더 높은 명품 구매의도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명품매장의 디스 이를 차별화하고 

술성  심미성을 강화하는 마  략이 국 소비

자들의 명품 구매를 진시키는데 더욱 유효할 것으로 

확인하 다[19]. 최근 연구에서는 자동차 구매 시 크고 

비싸며 랜드와 명품을 선호하는 성향이 높을수록 자

동차 랜드의 라이 스타일 스토어에서의 구매의도가 

높으므로 고 스러운 매장 구성  상품 구성 략을 

제안하고 있다[20]. 

2.1.3 자기과시

과시성은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그 제품의 본질

인 가치보다는 사회  지 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제품

을 구매하는 경향을 말한다. 지 를 나타내기 한 부의 

시라는 에 을 맞추어 제품의 경제 , 생리  효

용보다는 사회  자극에 의해 이루어지는 소비자행동에 

있어서 외 인 행동의 한 형태로 악하 다. 명품과 

과시소비성향의 계를 보면, 소비자는 명품이 갖고 있

는 과시성을 통해 자신의 부와 권력을 표 하고자 하며, 
명품 구매의 요한 동기로 사용한다[21].  명품소비의 

선행 연구에서는 자신의 신분과 부를 과시하는 소비성

향을 가진 소비자들은 명품에 해 지속 인 상표충성

을 보이며, 명품 랜드의 로고에 상표충성이 높고, 주
변사람들에게 그 랜드를 극 으로 권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 다[22].
과시소비란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려는 욕망에 의해 

자극 받아 행해지는 고가의 지 상품소비라고 보았다. 
즉, 지 를 나타내기 한 부의 시라는 에 을 

맞추어 제품의 경제 , 생리  효용보다는 사회  자극

에 의해 이루어지는 소비자행동에 있어서 외 인 행

동의 한 형태로 악하 다[23]. 명품과 과시소비성향

의 계를 보면, 소비자는 명품이 갖고 있는 과시성을 

통해 자신의 부와 권력을 표 하고자 하며, 명품 구매의 

요한 동기로 사용한다[21]. 한 패션 명품 여도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과시소비성향 요인은 유명상표

지향, 체면지향, 품질 가치지향이며, 유명상표를 지향하

는 과시형 소비자들이 패션명품에 해 높은 심을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4]. 과시소비성향이 수입명품 

선호도에 미치는 효과에 한 연구에서 과시소비성향은 

가계소득, 생활수 , 가장의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 사회에 만연한 물질주의  가치 이 과

시소비를 유도하고, 이는 수입명품선호를 통해 나타난

다고 밝히며, 사회  차원의 소비자교육이 필요하다고 

하 다[25]. 최유진과 황진숙(2010)의 연구에서는 자신

의 신분과 부를 과시하는 소비성향을 가진 소비자들은 

명품에 해 지속 인 상표충성을 보이며, 명품 랜드

의 로고에 상표충성이 높고, 주변사람들에게 그 랜드

를 극 으로 권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22].

2.1.4 유행

유행의 확산 상에서 매우 요한 역할을 하는 유행

선도자들은 희귀성과 소수성을 주된 가치로 하는 명품 

시장에서도 큰 향을 미칠 것이라 여기고 유행선도력

이 명품추구혜택  상표충성도에 미치는 향에 해 

연구한 결과, 유행의견선도자들은 유행을 추구하기 

해 명품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명품을 사용함으로써 사

회  지 상승을 도모하고, 남들이 잘 모르는 희소성 있

는 명품을 선택하여 지 상승을 도모하고 자신의 개성

을 표 하고자 하는 것을 확인했다[22]. 명품의류에 

한 연구에 따르면 유행선도력이 높을수록 신분상승  

자아향성, 심미성  유행, 개성을 추구한다고 하 다

[26].

2.2 만족

선행연구에 따르면 “고객만족을 소비  기 한 품

질에 한 성과에 응하여 지각된 품질에 한 소비 

후 평가”로 인지  에서 정의하 고[27], “제품 

는 서비스 경험에 한 정서  반응으로써의 감정  상

태”라고 정서  에서 고객만족을 주장하 다[28]. 
Bitner(1990)의 연구에서도 고객만족이 지각된 서비스

품질에 향을 미치고 한 서비스 품질이 구매의도에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고객만족 역시 재 구매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장하 다[29]. 명품 주얼리 

랜드의 이미지와 소비자 만족도, 구 의도  구매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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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Question items Operational
definitions

Previous 
studies

Brand 
quality

B1. I consider brand name 
when buying my car. The degree of 

preference for 
imported car 

brands

H. 
Melika, 

C. 
Muris
(2009)

A. Nia, 
J.L.Zaic
hkowsky
(2000)

J.W. 
Gentry, 

S. 
Putrevu, 

C. J. 
Shultz
(2006)

B2. I usually buy high 
quality car.

B3. I like luxury imported 
cars.

Self -
exhortation

D1. I stand out most when 
I ride a luxury imported 

car. The Self 
-exhortation 

effect by 
using 

imported cars

D2. I prefer a car with a 
conspicuous brand logo 

when buying a car.

D4. I feel special when I 
ride a famous imported car.

Fashion
F2. It is important to ride 
the same brand of car as 

my friends.

Be aware that 
using 

imported cars 

와의 계 연구에서 명품 주얼리 랜드의 이미지가 소

비자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소비자 만족도

는 구 의도 형성  제품 구매의도를 형성하는 결정

인 요소임을 확인하 다[30].

2.3 행동의도

행동의도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특정 개인의 미래 행

동에 한 의지의 정도라고 설명되어질 수 있다. 즉, 행
동의도는 만족의 결과로서 신념과 태도가 이후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에 한 주  가능성으로 인식될 수 

있다[31]. 행동의도는 소비자들이 특정 제품이나 서비

스에 한 태도가 형성된 이후에 보여주는 개인의의지 

 신념으로써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결정요소이다. 이는 재방문, 재구매, 호의 인 

구   추천을 포함하고 있으며, 고객의 행동의도를 이

해하는 것은 고객의 행동 패턴을 측하여 기업의 수익

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기업의 입장에서 매우 요

한 요소로 작용한다[32,33]. 20  여성을 심으로 명품 

랜드의 가치, 계품질  재행동의도 사이의 계를 

검증한 결과, 명품 랜드에 한 만족도, 신뢰, 몰입은 

호의  행동의도에 유의미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명품에 한 고객의 재구매의도, 정  

구매의도, 증가 인 가격의 지불의도와 같은 정  행

동을 유도하기 해서는 명품의 만족, 명품의 신뢰, 명
품의 몰입정도를 높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

다[34]. 선행연구에서는 소비자의 과시  소비욕구가 

높을수록 구매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 과시  소비욕구가 높을수록 구매의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5]. 구매의도가 소비자 미래 

행동의 측정 변인으로서의 역할을 완 히 수행한다고 

하 다[36].

2.4 추천의도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입한 후 만족이나 불만족을 경

험하게 되고 이에 따라 동일 제품을 계속 구입할 것인

지 아니면 다른 제품을 구입할 것인지, 주 사람들에게 

제품의 구입을 권유할 것인지 권유하지 않을 것인지 등 

다양한 구매 후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 다[37]. 한 

고객만족 는 불만족의 반응유형에 한 연구에 따르

면 만족한 고객은 정 인 구 활동, 재구매  포애

호도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반면 불만족한 고객은 부정

인 구 활동과 다양한 유형의 불평행동을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38]. 제품에 한 소비자의 여도가 높을

수록 여 소비자들에 비해 부정 인 구 에 더욱 활

발히 활동한다는 것을 발견하 다. 고 여 소비자들은 

제품정보의 극 인 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인식

하며, 여도 이외에도 소비자들이 자신감, 사회성, 사
회  책임감, 불만 등이 높을 경우 부정 인 구  활동

에 극 이라는 것을 밝혔다[39]. 온라인 구 에 한 

선행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이 다른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

보를 제공하거나 소비과정에서 겪은 감정을 표 하기 

하여 구 을 한다고 하 다. 특히 정보제공에는 소비

자들이 정 인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정 인 구 이, 감정표 에는 부정 인 경험

이 정 인 경험에 비해 더 크게 소비자의 심리를 자

극하기 때문에 부정  구 이 더 많다고 언 하 다[40].

3. 연구 방법

3.1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선행연구에서 신뢰성과 타당

성이 입증된 항목들에 기 하여 본 연구에 맞게 조정하

으며, 소비 요인 12문항, 만족 3문항, 행동의도 3문항, 
추천의도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문항은 7  리커

트 척도로 측정하 으며, 각 변수의 조작  정의와 측정

문항에 한 내용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Measurements of research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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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 I wonder what kind of 
car celebrities ride 

sometimes.
is leading or 
following the 
latest trends

A. 
O’cass,

 H. 
Frost

(2002)

F4. I buy a car with a 
brand of rich people.

Store
atmosphere

S1 The elegant atmosphere 
of imported car stores is 

important.
The high 
quality of 

imported car 
stores 

atmosphere

S2. The kind service of 
imported cars is important.

S4. I buy a car at a 
well-organized store.

Satisfaction

SA2. I am generally 
satisfied with the car I am 

using.
The overall 

satisfaction of 
imported cars 

in use

SA3. I am satisfied with 
the service of the car I am 

using.

SA4. I am pleased with the 
dealer in the car I am 

using.

Behavioral 
intention

BI1. I'm going to buy 
again the car brand   that 

I'm using now.
The intention 
of repurchas 

and continued 
use of 

imported cars 
after use

BI2. The next car you buy 
will also be repurchased at 

the same store.

BI4. I will also buy the 
next car at to same dealer.

Recommen
ded 

intention

RI1. I'll recommend the 
brand of car that I'm using 

now. The intention 
of  

Recommended 
intention of 

imported cars 
after use

RI3. I will recommend the 
car brand that I am using 

through SNS.

RI4. I will recommend 
around the dealer who is 

using the car now.

3.2 연구모형 설정

본 연구에서 변수의 측정을 해 선행연구에서 사용

된 항목들을 토 로 <Fig.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

하 다.

Fig. 1. Research model

3.3 가설설정 

본 연구의 목 은 수입자동차 구매 시 선행연구에서 

규명된 명품소비요인, 만족, 행동의도, 추천의도의 계

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해 명품소비요인[7]의 선행

변수로 만족[27], 후행변수로 행동의도[31], 추천의도

[37]를 설정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H1: 랜드 품질은 만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2: 자기과시는 만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3: 유행은 만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4: 매장분 기는 만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5: 랜드 품질은 행동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6: 자기과시는 행동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

이다.
H7: 유행은 행동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8: 매장분 기는 행동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9: 만족은 행동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10: 행동의도는 추천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4 연구대상 브랜드 선정

본 연구에서는 명품 랜드 차량 소비상황에서 명품

소비요인이 만족과 행동의도를 매개하여 추천의도에 어

떻게 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 기존 명품

소비 연구들은 부분 추상 인 개념 수 에서 랜드

구매의도만을 검정하는데 머무르고 있으며, Han et 
al.((2010)와 Pavel과 Andre(2006)의 연구를 제외하면 

자동차산업에서 실제 명품 랜드를 상으로 한 선행연

구는 무한 상황이다. 한, 본 연구는 그간 선진국을 

심으로 이루어진 명품자동차 랜드 연구를 한국에 

용하기 하여 기존에 세계 으로 명품자동차라는 인

식을 가진 자동차 랜드를 연구 상으로 선정하 다

[41, 42].
최근 자동차산업은 과거 양  팽창 략에서 벗어나 

리미엄 시장을 타깃으로 한 고 라인을 통한 질  성

장을 도모하고 있다. 표 으로 일본 도요타는 1980년
 리미엄 라인인 LEXUS를 출시하여 미국시장에서 

BMW와 Mercedes-Benz와 견 만한 랜드로 성장했

다. 한편 한국의 자동차는 해외시장공략을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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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미엄’ 략을 수립하고 Equus를 앞세워 북미시장을 

공략하 고, 재 Genesis G80을 앞세워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을 가하고 있다. Interbrand에서 2017년 

발표한 베스트 자동차 랜드는 <Table 2>와 같다[43].

Table 2. Best Global Brands 2017 Rankings

Manufacturer
Brand value

(million, 
2010)

Brand 
origin 

Luxury 
brands

Toyota 50,291 $m Japan Lexus

Benz 47,829 $m Germany Mercedes-Be
nz

BMW 41,521 $m Germany BMW

Honda 22,696 $m Japan

Ford 13,643 $m USA

Hyundai 13,193 $m South 
Korea Genesis G80

AUDI 12,023 $m Germany

Nissan 11,534 $m Japan

VW Group 11,522 $m Germany

*Data Source : Best Global Brands 2017 Rankings by 
Interbrand
https://www.interbrand.com/best-brands/best-global-brands/2017/r
anking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실제 명품

랜드를 이용하여 연구모형의 개념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Genesis, 토요타 

Lexus, 독일의 Mercedes-Benz와 BMW 등 상기 표에서 

제시된 랜드를 상으로 본 연구의 가설을 검정하고

자 한다.

3.5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2018년 5월∼6월까지 본 연구의 설문조사가 실시되었

다. 본 연구를 해 설문은 경남지역의 수입자동차 딜러

를 통해 수입자동차를 구매 후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를 

상으로 온라인 수집하 으며, 답변의 성실도를 높이

기 해 답변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증정하 다. 수집

된 설문지는 170부 고 이  불성실한 응답의 개연성

이 높은 14부를 제외한 156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4. 분석결과

4.1 표본의 특징

최종분석에 사용된 설문지 156부의 표본특성은 다음

과 같다. 표본의 상인 수입차 구매자들이 보유한 랜

드는 Mercedes-Benz가 116명(74.4%)으로 가장 많았고, 
BMW가 11명(7.1%)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Genesis G80, Lexsus, Ford-Lincoln, AUDI가 그 뒤를 

이었다. 인구통계학  특성  성별은 여성은 53명
(34.0%), 남성은 103명(66.0%)의 비 으로 나타났다. 
연령 는 40 가  59명(37.8%)으로 가장 많았다. 

4.2 측정변수의 신뢰성과 타당성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정

을 해 탐색  요인분석과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정하기 해서 내 일

성 기 에 따른 Cronbach's ɑ값을 이용하 다. 탐색  

요인분석의 결과와 이론  배경을 토 로 체 연구변

수 간의 보다 엄격한 집 타당성과 단일차원성의 확보 

 경로분석을 해 AMOS 21.0을 이용하여 확인  요

인분석을 실시하 고, 그 결과는 <Table 3>와 같다. 모
든 이론변수들의 개념신뢰도는 기 치인 0.7을 상회하

는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분산추출값(AVE)도 기 치인 

0.5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

정항목들이 각 연구 단 들에 한 높은 표성을 갖는

다고 할 수 있다. 한 본 연구의 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CMIN/DF=1.524( 합), GFI=0.909( 합), AGFI=0.870(
합), NFI=0.912( 합), IFI=0.968( 합), TLI=0.958( 합), 
CFI=0.967( 합), RMR= 0.049( 합), RMSEA=0.048
( 합)이므로 반 으로 모형에 합함을 시사하고 있다.

4.3 상관관계분석

확인요인분석 결과 단일차원성이 입증된 각 변수들 

사이의 별타당성의 충족정도와 변수 간의 계의 방

향과 정도를 확인하기 해 각 변수들 간의 상 계를 

분석하 고,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변수별 기

수치는 각 변수에 속하는 정제된 항목들의 평균치를 사

용하 다. 상 계수의 결과는 유의수  0.01 수 (양쪽)
에서 유의하며, 각 AVE 제곱근의 값이 0.7이상이므로 

본 연구의 측정도구에 한 기 타당성과 별타당성이 

동시에 충족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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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Brand quality 0.797 - - - - - -

Self - 
exhortation 0.216** 0.827 - - - - -

Fashion 0.208**0.262** 0.815 - - - -

Store 
atmosphere 0.194**0.358**0.349** 0.739 - - -

satisfaction 0.189**0.371**0.356**0.894** 0.882 - -

Behavioral 
intention 0.364**0.380**0.438** 0287** 0.281** 0.853 -

Recommended 
intention 0.174**0.311**0.268**0.312**0.329**0.382** 0.771

Hypothesis - Path Std. C. S.E t- value p-value

H1 Brand quality → 

satisfaction 0.286 0.078 3.657 0.000

H2 Self - exhortation → 

satisfaction 0.234 0.069 3.374 0.000

H3 Fashion → 

satisfaction 0.228 0.066 3.434 0.000

H4 Store atmosphere → 

satisfaction 0.164 0.080 2.057 0.040

H5 Brand quality  → 

Behavioral intention 0.291 0.082 3.550 0.000

H6
Self - exhortation  
→ Behavioral 
intention

0.186 0.076 2.434 0.015

H7 Fashion  → 

Behavioral intention 0.271 0.074 3.679 0.000

H8 Store atmosphere → 

Behavioral intention 0.023 0.085 0.271 0.786

H9 satisfaction→ 

Behavioral intention 0.149 0.081 1.831 0.067

H10
Behavioral intention 
→ Recommended 
intention

0.331 0.062 5.305 0.000

CMIN=251.530, DF=165, p=0.000, CMIN/DF=1.524, GFI=0.907, 
AGFI=0.870, NFI=0.910, IFI=0.967, TLI=0.958, CFI=0.967, 
RMSEA=0.048

Table 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nstructs Items Std. C. S.E t-value C.R. Cronba
ch's α AVE

Brand 
quality

B1 0.789 - -

0.839 0.811 0.636B2 0.837 0.091 11.788

B3 0.721 0.094 10.821

Self - 
exhortation

D1 0.830 - -

0.866 0.856 0.684D2 0.866 0.074 13.808

D4 0.753 0.070 12.530

Fashion

F2 0.877 - -

0.853 0.842 0.664F3 0.889 0.068 14.475

F4 0.636 0.074 10.475

Store 
atmosphere

S1 0.809 - -

0.779 0.737 0.546S2 0.753 0.104 8.970

S4 0.546 0.061 7.235

satisfaction

SA2 0.812 - -

0.913 0.900 0.779SA3 0.946 0.061 18.518

SA4 0.860 0.061 16.075

Behavioral 
intention

BI1 0.866 - -

0.888 0.821 0.727BI2 0.912 0.059 16.974

BI4 0.742 0.064 13.775

Recommende
d intention

RI1 0.683 - -

0.814 0.813 0.595RI3 0.851 0.142 10.051

RI4 0.785 0.121 9.870

CMIN=246.831, DF=162, p=0.000, CMIN/DF=1.524, GFI=0.909, 
AGFI=0.870, NFI=0.912, IFI=0.968, TLI=0.958, CFI=0.967, RMR= 
0.049, RMSEA=0.048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Bold type is AVE 
value.

4.4 경로분석

측정모형 분석을 통해 측정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

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명품소비요인( 랜드 품질, 자기

과시, 유행, 매장분 기), 만족, 행동의도, 추천의도 간

의 연구가설을 검정하기 해 AMOS 21.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 다.

Table 5. Path analysis for hypothesis verification

명품 소비요인의 랜드품질은 만족에 정(+)의 향

을 미칠 것이라는 H1을 검정한 결과 β=0.286, t=3.657
로 유의수  1%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채택되었다. 명
품 소비요인의 자기과시는 만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라는 H2를 검정한 결과 β=0.234, t=3.374로 유의

수  1%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채택되었다. 명품 소비

요인의 유행은 만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라는 

H3을 검정한 결과 β=0.228, t=3.434로 유의수  1%에

서 유의하게 나타나 채택되었다. 명품 소비요인의 매장 

분 기는 만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라는 H4를 

검정한 결과 β=0.164, t=2.057로 유의수  5%에서 유

의하게 나타나 채택되었다. 만족에 가장 향을 미치는 

명품 소비요인은 외제차(수입차)의 랜드 품질인 것으

로 확인할 수 있다. 명품 소비요인의 랜드 품질은 행

동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라는 H5를 검정한 

결과 β=0.291, t=3.550으로 유의수  1%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채택되었다. 명품 소비요인의 자기과시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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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라는 H6을 검정한 결

과 β=0.186, t=2.434로 유의수  5%에서 유의하게 나

타나 채택되었다. 명품 소비요인의 유행은 행동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라는 H7을 검정한 결과 β

=0.271, t=3.679로 유의수  1%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채택되었다. 명품 소비요인의 매장분 기는 행동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라는 H8을 검정한 결과 β

=0.023, t=0.271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기각되었다. 
행동의도에 가장 향을 미치는 명품 소비요인은 외제

차(수입차)의 유행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외제차(수
입차)의 만족은 행동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

라는 H9를 검정한 결과 β=0.149, t=1.831로 유의수  

10%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채택되었다. 외제차(수입차)
의 행동의도는 추천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라

는 H10을 검정한 결과 β=0.331, t=5.305로 유의수  

1%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채택되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 명품 소비요인( 랜드품질, 자기과시, 
유행, 매장분 기), 만족, 행동의도, 추천의도를 분설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검정결과에서 만족

에 가장 향을 미치는 명품 소비요인으로는 랜드 품

질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경쟁 랜드와의 차별화 

 구매 이유를 제공하는 것으로 소비자에게는 가치를 

제공하며 제품 구매에 향을 미친다는 Asshidin, 
Abidin, and Borhan (2016)의 선행연구를 확인 하는 것

으로 소비자들은 수입차 구매에서도 랜드를 가장 큰 

만족요인으로 꼽는다는 것이다[17]. 한, 랜드품질

과 더불어 자기 과시, 유행, 매장분 기도 만족에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행동의도에 

가장 향을 미치는 명품 소비요인은 수입차의 유행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행동의도는 소비자들이 특정 제

품이나 서비스에 한 태도가 형성된 이후에 보여주는 

개인의의지  신념으로써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결정요소이다. 고가의 자동차를 구매

하는 소비자들은 고 소비트 드에 항상 민감하게 반응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명품소비요인은 만족보다

는 행동의도에 약하게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매
장분 기는 행동의도에 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기각되

었다. 이 가설이 기각된 이유는 본 연구가 특정매장을 

이용하는 고객으로 한정되어졌고, 이 연구가 특정 랜

드 고유의 매장분 기를 측정하기보다는 한 매장의 분

기에 고객들의 호의 인 태도가 반 되지 못하 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수입차의 만족은 행동의도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은 되었지만 

상보다 약하게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신의 자동차에 만족은 하지만 유행을 고려해서 타

랜드의 수입차를 다음 구매에 고려한다고 해석할 수 있

다. 넷째, 수입차의 행동의도는 추천의도에 강하게 정

(+)의 향을 미쳤다. 이것은 고가의 랜드를 구매하는 

고객들은 차량 구매나 재구매에 있어 가까운 지인에게 

많은 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이론  시사 은  고 수입차의 구매요인

으로 심리  요인 연구가 부족한 시 에서 명품 소비요

인으로 실제 수입차 이용자들의 심리  구매요인을 실

증분석한 이다. 품질이나 서비스로 수입차 시장을 분

석한 연구는 많지만 심리  구매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기에 이번 연구가 심리  구매요인에 한 선행

연구들을 정리하고 실증분석까지 실시하여 유의미한 결

과를 도출하 다는 에서 학문  가치를 부여할 수 있

을 것이다. 본 연구의 실무  시사 은 수입차 랜드가 

고객의 만족과 재구매를 계속 높은 수 으로 유지하기 

해서는 랜드품질 리에 만 을 기하고 빠르게 변

하는 시  트 드를 민감하게 수용하여야 한다는 

이다. 한 실무자들은 매장의 분 기를 항상 랜드 수

에 맞게 고 화 시켜야 된다는 도 확인 할 수 있었

다. 본 연구의 한계 으로는  표본의 수집이 지역 으로 

한정되어 표본의 표성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이

다.  향후 연구에서는 표본 집단을 더 확장하고 다양화 

하여 체 수입자동차 시장을 더 면 하게 분석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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