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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An understanding of store patronage behavior is a critical issue for retail managers, especially 
when it comes to a new kind of retail store, as it enables them to identify and target potential 
customers. Reflecting this managerial need,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fashion multi-brand shop, 
specifically investigating its store attributes, customers’ shopping orientation, and store patronage. 
Accepting the shifting marketing paradigm from 4P’s marketing mix to 7P’s marketing mix, the 
7P’s marketing mix is employed in this study to measure the store attributes, including peo-
ple(sales oriented and customer oriented), price, place, promotion, physical environment, process, 
and product. The store attributes significantly influencing patronization are found as customer 
oriented sales people, product, physical environment, and process. The shopping orientations of 
the customers, 222 female adults aged from 20s to 40s are found as ostentatious, pleasant, fash-
ion pursuant, rational, and addictive. The consumers who are ostentatious, pleasant, and fashion 
pursuant are highly likely to be patronize to the fashion multi-brand sh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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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보다 다양하고 편리하며 신속하다는 기능을 한 번

에 충족시키는 멀티(multi)라는 개념은 현 시대의 바

쁜 현대인에게 중요한 키워드로서 이는 패션업계 판

매시스템의 변화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패션 멀티샵

은 동일한 주제나 품목을 중심으로 다양한 브랜드의

패션상품을 모아 판매하는 매장으로 멀티 브랜드샵,

편집매장 또는 셀렉트샵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

고 있다.1) 멀티샵은 일본이나 유럽, 미국 등 선진국

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이미 정착되어왔던 유통

판매 시스템이다. 국내의 패션 멀티샵은 초기의 단독

매장형태에서 보다 다양한 상품구성으로 대형화되고

백화점에까지 입점하고 있으며 이제는 멀티샵 자체

가 하나의 브랜드로 여겨지고 있다.2)

과거의 편집매장들이 대단위의 물량과 저렴한 가

격으로 멀티샵을 운영하였다면 지금의 멀티샵은 일

관된 스타일과 고유의 특성으로 시대의 트렌드를 제

시하고 이끌어간다. 소비자들은 매장 안의 제품이나

브랜드보다는 매장 자체를 브랜드로 인식한다. 특히

수입 브랜드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수입 패션 멀티샵

은 독자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찾는 개성 강한 소비자

들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 의류뿐만 아니라

의류와 연관된 다양한 스타일을 제안하고 그 밖의

문화적인 경험까지도 충족시켜주고 있다.

수입 패션 멀티샵은 갤러리아 백화점의 1997년 ‘G.

Street 494' 도입을 시작으로 하여 2000년대에 크게

확대되었다. 이후 멀티샵의 수는 2007년 50여 개에

이르렀고 평균 15%의 성장을 해왔다. 멀티샵의 수는

2008년부터 크게 증가하였는데 2010년에는 100여개

의 매장이 존재하였다. 2007년 이전과 비교할 때

2010년을 전후로 약 두 배 이상의 성장을 한 것이다.

매출규모 역시 2007년 26억 원에 불과했던 매출이

2009년 100억 원, 2010년에는 277억 원으로 증가하여

이미 성장기에 진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3) 멀티샵은

규모 면에서뿐만 아니라 분야별 전문성을 더해 프리

미엄 데님 전문 멀티샵 혹은 남성전용 멀티샵과 같

이 대상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더욱 세분화되

고 있다.

수입 패션 멀티샵 시장 확대의 배경은 고객의 라

이프스타일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4) 패션 멀티샵은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부흥한다는 취지로 의류 단

일 브랜드를 통한 소비자 지향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단일 브랜드로는 구현할 수 없는 다양한 연출을 제

시한다. 또한 패션 멀티샵은 브랜드들 간 비교 분석

을 가능하게 하고, 브랜드 간 경쟁을 유도하기도 한

다. 이러한 새로운 매장운영 방법은 명품에 식상한

젊은 세대들의 새로운 것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5)

수입 패션 멀티샵의 고객은 유행을 선도하거나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유행선도자들이며 이들에 의해

이름조차 생소한 신진브랜드들이 국내에 소개되면서

대중성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6) 수입 패

션 멀티샵은 주로 유럽, 일본, 미국 등 패션 선진국

의 브랜드를 국내에 소개하기도 하고 국내의 신진

디자이너들의 컬렉션을 상품으로 구성한다. 수입 패

션 멀티샵은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라

이프스타일 매장으로의 확대가 용이하며 쇼핑의 즐

거움을 제공해준다. 또한, pre-trend testing을 통해

향후 시장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며, 신진 디자이너나

신규 브랜드의 발굴의 기회를 제공한다.

국내 패션 멀티 브랜드 스토어의 유형과 전략에

대해 탐구한 김수연, 황진숙7)은 국내 패션 유통시장

에서 멀티 브랜드 패션 전문점의 역할이 매우 중요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문화와 재미를 더하는 복합

쇼핑문화공간으로서의 유통문화를 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멀티 브랜드 형 패션 전문점에 대한 전략적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멀티 브랜드 패션 전문

점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제시한 탐색적 연구결과

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보다 객관적 자료를 수

집하여 실증적 연구결과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멀티 브랜드 패션 전문점의 새로운 유형 혹은 2세

대 멀티샵은 새로운 유통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

통 전문점의 점포애고와 소비자의 유형에 대한 정보

가 아직 제시되지 않았기에 본 연구에서는 수입 패

션 멀티샵의 점포애고와 관련하여 그 점포속성과 고

객의 쇼핑성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주제는 기존에 많은 연구들이 새로운 유통형태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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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과 함께 연구되어진 다소 진부한 주제일수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유통형태의 등장과 함께 반드시 필요

한 연구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점포애고
점포애고의 개념은 구매행동과 점포 방문행동 즉,

쇼핑행동으로 연구된다. 점포애고에 대한 선행연구에

서 관계적 관점 즉, 고객과의 장기적인 거래가능성

혹은 잠재적 거래 및 긍정적 태도 관점의 연구들은

점포애고를 구매 관점 보다는 쇼핑행동 관점으로 접

근한다. 예를 들면, Shim, Kotsiopulous8)는 의류점포

를 대상으로 소비자의 애고행동을 예측하는데 쇼핑

성향과 점포속성이 인적특성과 정보원보다 더 중요

함을 밝혔으며, 점포애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들로는 상황적 요인, 소비자의 쇼핑기대감, 선호도

및 쇼핑의향, 개인의 내·외적 요인 등이 확인되었다.

Monroe, Guiltinan9)의 연구에서도 개인의 인구 통

계적 특성, 역할, 라이프스타일, 인성, 경제적 특성과

같은 구매자 특성이 쇼핑에 대한 의견과 활동에 영

향을 미치며, 쇼핑성향은 점포속성을 근거로 한 점포

에 대한 태도와 점포선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점포애고 모델을 제안하였다. 조남기10)의 연구에

서도 점포선택이란 쇼핑 및 구매목적을 위해 소비자

가 특정점포를 선정하는 것을 말하며, 점포충성도란

구매목적을 위해 소비자가 특정 소매기관을 반복적

으로 방문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즉, 이 연구의 경우

에는 소비자의 쇼핑행동을 중심으로 한 점포애고를

측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포애고를 설명하기 위해 개발된 많은 모

델들은 소비자의 점포애고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구조화하고 있다. 의류 점포

애고에 관한 국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양한

연구유형을 살펴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의복쇼핑성

향과 점포평가기준, 인구통계적 특성으로 점포애고를

연구한 결과 의복쇼핑성향과 인구통계적 변수가 역

시 설명력 있는 변수로 나타났고11), 박은주, 박송

자12)는 쇼핑성향과 점포속성, 정보원과 의복평가기준

의 네 가지 변수로 의류재래시장의 소비자 점포애고

를 연구하여 애고 소비자들은 의복쇼핑성향과 의복

평가기준에 의해 점포애고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

으며, 비애고소비자들은 정보원사용, 점포속성중요도

에 의해 점포애고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신수연, 나현정13)은 쇼핑성향과 점포속성을 관련

변수로 하여 명품브랜드 소비자의 점포애고를 연구

하였다. 정혜영14)의 연구에서도 쇼핑성향은 가장 점

포애고 예측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지연,

이은영15)은 서비스품질, 제품품질, 가격의 세 가지

변수와 같은 점포속성들과 관련하여 점포애고를 연

구하였다. 결국, Monroe, Guiltinan16)의 연구에서 논

의되었듯이 의류 점포애고에서 점포속성과 소비자의

특성은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볼 수 있는데, 특히 의

복쇼핑성향은 대부분의 많은 선행연구에서 가장 중

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2. 점포속성
점포속성(store attributes)은 점포에 대한 이미지

나 태도 혹은 점포평가와 같이 소비자의 점포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소이다. 점포속성은 소

비자가 점포를 방문하는 동안 다양한 마케팅 자극의

경험을 통해 형성되며, 이는 소비자들의 점포 선택을

결정짓는 요인이 된다.17) 즉, 특정점포에 대한 평가

가 호의적일수록 소비자들이 그 점포에서 구매할 가

능성이 높아지므로, 점포속성은 점포선택과 구매행동

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Shim, Kotsiopulous18)은 소비자가 점포를 선택하

거나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여러 가지 점포속성을

상품차원(품질, 구색, 유행 등)과 서비스차원(반품정

책, 배달, 일반서비스 등)의 다양한 차원을 포함하는

점포평가기준으로 정의하였다. 점포속성은 국내 연구

의 경우 훨씬 다양한 요인들로 구성된다. 차인숙 외19)

는 서비스, 점포분위기, 판촉 및 부대시설, 상품다양

성, 쇼핑편의, 광고, 상품연출, 교통 및 입지편의의 8

개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정혜영20)은 점포속성을 상

품의 다양성, 상품의 질, 가격, 브랜드 명, 다양한 상

점서비스, 광고, 편리한 위치, 유행성, 판매원으로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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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 박광희21)는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 쾌적

한 쇼핑환경, 편리한 쇼핑조건, 편리한 위치의 4개

요인으로 정리하였다. 박은주 외22)는 상품의 독특함

및 유행성, 점포분위기, 판매촉진, 서비스, 상품의 실

용경제성, 입지의 편리성의 6개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점포선택과 관련한 점포속성은 연구자마다 차이가

있다. 점포속성은 실제적으로 상황적 요건에 직접적

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점포속성 요인에 대한 일치

된 견해를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결국 점포속성이라

는 것은 마케팅믹스의 구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마케팅 믹스라는 커다란 전략적 구성요소 안

에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품질, 구색, 유행과

같은 상품차원은 제품속성(Product), 쇼핑편의나 입

지편의는 유통속성(Place), 촉진과 분위기는 촉진속

성(Promotion), 가격은 가격속성(Price) 등의 범주

안에서 이해될 수 있다.

고객과 서비스제공자가 만나는 접점에 위치해 있

는 유통점포의 서비스마케팅은 특히 중요한 전략요

소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Booms, Bitner23)가 제안한

7P의 마케팅 믹스는 주목할 만한 마케팅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서비스는 재화와 다른 마케팅 관점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는 것과 같이 이

렇게 포괄적 상황에서 서비스마케팅의 내용을 담아

내지 못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Booms, Bitner24)

는 기존 4P에 3P-구매과정(process), 판매원(people),

물리적 환경속성(physical environment)을 추가한 7P

를 제안하였다.

7P의 확장된 마케팅믹스 모형은 고객과 의사소통

하고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추가적 변수를 사용하

고 있다. 7P의 마케팅 모형은 고객들이 서비스를 경

험하기 전에 서비스의 무형적 특성을 유형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여주는 것이 유의미하기 때문에

물리적 환경속성(physical environment), 구매과정

(process), 판매원(people)의 실행내용들을 최대한 표

준화하고 있다. 따라서 7P 모델을 활용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나타난 다양한 점포속성 요인을 통합하여

적용하여 본다면 멀티샵의 점포애고 행동과 그에 따

른 전략적 방향을 파악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3. 의복쇼핑성향
쇼핑성향(shopping orientation)은 쇼핑에 관련된

활동, 흥미, 의견을 포함하는 쇼핑생활양식이며, 사회·

경제·여가선용과 관련된 복합적 현상으로 쇼핑을 보는

관점을 반영한다.25) 쇼핑성향은 쇼핑에 대한 태도26)

또는 소비자들이 쇼핑행동에 있어서 개인에 따라 어

떤 활동들에 중점을 두게 되는 경향을 보이는 쇼핑스

타일27)로 정의될 수 있다. 즉, 개인에 따라 쇼핑이라

는 행위에 대하여 특정한 패턴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데, 이러한 일반적인 접근방식이 쇼핑성향이다.

Shim, Kotsiopulous28)는 쇼핑성향을 ‘특정활동을 중

요시하는 소비자의 스타일 또는 쇼핑활동, 관심, 의견

을 포함하며, 경제·사회·여가선용과 관련된 복합적 현

상으로 보는 관점을 반영하는 특정한 라이프스타일’이

라 정의하였다. 즉, 사람들은 쇼핑성향에 따라 인구통

계학적 특성, 사이코그래픽 특성, 선호하는 정보원, 선

호하는 상점선택, 상점평가기준, 소비자의 특성 및 구

매행동에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지지해주는 연구들로 Bellenger

et al.29)는 소비자를 유형화하여 쇼핑성향에 따른 점

포선택기준의 차이를 제시하였고, Bellenger, Kor-

gaonkar30)는 쇼핑의 즐거움이라는 단일차원을 기준

으로 경제적, 편의적 소비자와 여가선용적 소비자로

분류하여 서로 상반되는 쇼핑성향과 정보탐색활동,

점포애고의 정도에서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

서 쇼핑성향은 애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

인임을 알 수 있다.

의복쇼핑성향에 따라 소비자를 유형화 한 국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김소영, 이은영31)은 소비자

의복쇼핑성향의 차원을 쾌락적 쇼핑성향, 경제적 쇼

핑성향, 점포 및 상표충성 쇼핑성향, 신중 쇼핑성향,

독자적 쇼핑성향, 쇼핑에 대한 자신감의 6개 요인으

로 분류하였으며 점포평가기준은 의복쇼핑성향에 따

라 차이가 있었다. 송혜인 외32)는 20대 여성의 의복

쇼핑성향에 따른 화장품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쇼핑성향을 과시성, 쾌락성, 경제성, 신중성의 4개 요

인으로 나누었는데 이들 연구에서도 쇼핑성향은 화

장품 구매를 위한 점포선택기준에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 그 밖에 많은 연구들이 의복쇼핑성향과 점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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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행동과의 관계를 보여주었다. 결론적으로 의복쇼핑

성향은 연구자에 따라 그리고 점포유형에 따라 다양

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소비자의 점포선택행

동에 중요한 변수라는 점을 알 수 있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수입 패션 멀티샵의 점포속성은 무엇

인가?

연구문제 2. 수입 패션 멀티샵 소비자의 의복쇼핑

성향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수입 패션 멀티샵 소비자의 점포애고

에 영향을 주는 점포속성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4. 수입 패션 멀티샵 소비자의 점포애고

에 영향을 주는 의복쇼핑성향은 무엇인가?

2. 변수정의
멀티샵의 유형은 운영형태, 매입방식, 상품구성, 혹

은 기획컨셉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 가능하다. 보통

패션 멀티샵의 분류는 운영체계에 따라 백화점 유통

형, 패션 전문점형, 부티크형으로 구분하고 있다.33)

최근 패션 멀티샵의 유형은 하나 이상의 다양한 컨

셉으로 전개되기도 하고 때로는 단품 중심의 패션

멀티샵도 등장하는 등 그 변화가 예측하기 어려운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1) 점포애고

점포애고에 대한 척도는 이승미34)와 김병숙35)의

연구를 바탕으로 척도를 구성하였다. 점포애고는 점

포 방문정도, 재방문의도, 만족수준에 대하여 측정하

였다.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매우 그렇다’

에 5점을 주어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2) 점포속성

점포속성에 대한 문항을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개

발한 측정도구를 근거로 수정· 보완하여 7P를 중심

으로 재구성하였다. 제품속성, 가격속성, 유통속성,

촉진속성의 4P에 관한 문항은 박은주, 박송자36), 정

혜영37), 류은정38), 그리고 신혜봉, 임숙자39)의 연구

를 참고하였으며, 물리적 환경속성, 판매원, 구매과정

의 3P는 김성희40), 신가현, 정명선41), 서문식, 김상

희42)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전체 37문항으로 ‘전혀

중요하지 않다’에 1점, ‘매우 중요하다’에 5점을 주는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3) 의복쇼핑성향

의복쇼핑성향은 다양한 차원으로 분류되는데, 구

자명과 이명희43)의 연구에서는 과시적 쇼핑성향, 쾌

락적 쇼핑성향, 중독적 쇼핑성향, 합리적 쇼핑성향을

그리고 정우영44)의 연구에서는 유행추구 쇼핑성향

척도를 참고하였다. 합리적 쇼핑성향은 값싸게 옷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거나, 가격과 합리적

예산을 의식하여 쇼핑하는 성향에 대하여 측정하였

다. 쾌락적 쇼핑성향은 스트레스 해소나 기분전환을

위한 쇼핑성향, 혹은 쇼핑자체를 즐기는 성향 등에

관하여 측정하였다. 중독적 쇼핑성향은 구매 후 후회

하거나, 구매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매하는 성향

등을 측정하였다. 과시적 쇼핑성향은 유명 상표나 상

점의 구매를 지향하거나, 가격이 비싼 제품을 선호하

는 등의 과시적 성향을 측정하였다. 유행추구 쇼핑성

향은 유행제품 구매, 유행정보에 대한 관심, 유행 스

타일 추구 등과 같은 유행 지향적 성향을 측정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총 27문항의 의복

쇼핑성향 척도를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

렇지 않다’에 1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을 주는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항목의 점수가 높을수록

관련된 요소의 의복쇼핑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수입

패션 멀티샵의 주요고객인 20∼40대 여성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입 멀티샵의 유형은 명

품브랜드 수준의 제품을 취급하는 수입명품 패션 멀

티샵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지역적 분배는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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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내용 요인 부하량

나는 이 패션매장에서 쇼핑하고자 한 결정에 대해 만족한다. .89

앞으로 계속해서 이 패션매장을 방문할 것이다. .88

이 패션매장에서의 쇼핑은 나에게 기분 좋은 경험이다. .87

나는 이 패션매장을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할 것이다. .87

나는 이 매장을 좋아하는 편이다. .84

고유치=3.78, 누적분산=75.69%, 신뢰도=0.91

<표 1> 점포애고에 대한 요인분석

지역에서 일산, 분당 지역의 수입 패션 멀티샵이 위

치한 백화점 주변을, 서울에서는 청담동, 명동, 강남

일대의 주요 패션상권에 위치한 패션 멀티샵과 서울

시내 주요 백화점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방법

은 주중과 주말에 멀티샵 매장 부근에서 고객 접근

법을 통해 설문하였다. 설문지당 설문시간은 약 3-4

분 정도 소용되었으며 설문 응답에 대해 5명 중 1명

꼴로 약 20%의 응답거절 확률을 보였다. 배포된 설

문 250부 중 응답의 충실성을 바탕으로 하여 최종

222부의 설문이 분석에 활용되었다.

자료의 분석은 SPSS for Window 18.0을 이용하

였다. 수집된 표집의 대표성을 살피기 위해 인구통계

적 자료는 빈도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자료의 타당

성과 신뢰성 검증을 위해 점포속성, 의복쇼핑성향,

위험지각에 대해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

였다. 자료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분석하였는데, 점포애고에 영향을 미치는

점포속성과 의복쇼핑성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표본구성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연

령은 20대가 102명(45.9%), 30대가 86명(38.7%), 40

대가 34명(15.3%)으로 나타났고, 결혼여부에 있어서

기혼인 응답자가 121명(43.5%)으로 미혼인 101명

(45.5%) 보다 많았다.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서울시

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125명(56.3%)으로 가장 많았

으며, 일산, 분당 등 신도시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44

명(19.8%), 기타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53

명(23.9%)으로 나타났고, 최종학력은 고졸은 34명

(15.3%), 전문대재학 및 졸업자는 45명(20.3%), 대

학교 재학 및 졸업자는 116명(52.3%), 대학원 이상

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는 27명(12.2%)이었다.

월 평균 의복 지출비는 10만원에서 20만원 미만이

80명(36.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5만 원 미만이

14명(6.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가정의 월수

입은 300만원에서 500만원 미만이 76명(34.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100만원 미만이 6명

(2.7%)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마지막으로 응

답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전업주부가 67명(30.2%)로

가장 많았고, 전문기술직이 44명(19.8%), 학생이 38

명(17.1%), 영업서비스직이 33명(14.9%), 사무직이

27명(12.2%), 기타가 7명(3.2%), 경영관리직이 5명

(2.3%), 그리고 생산관리직이 1명(0.5%)로 나타났다.

Ⅳ. 결과
1. 측정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1) 점포애고

점포애고를 측정한 5개 문항에 대한 답변을 요인

분석 한 결과 1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추출된 요인

의 총 설명 분산은 75.69%이고,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0.91로 측정되었다.

2) 점포속성

점포속성에 대한 37개 문항 중 요인 간 변별력을

흐리는 2개 문항을 제외하여, 최종 35개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8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표 2>. 요인 1은 판매 지향적인 판매원에 관한 내용

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판매중심 판매원, 요인 2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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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내용 요인부하량

<요인1> 판매중심 판매원

고객욕구 충족보다는 구매유도에 더 열중한다. .93

고객욕구보다 제품판매 얘기를 먼저 한다. .91

고객이 원치 않는 제품을 구매하도록 한다. .89

제품에 대해 과장되게 설명한다. .89

고객의견을 듣기보다 제품의 장점을 주로 설명한다. .85

고객의 단점을 판매에 이용한다. .78

고객만족 보다는 매출실적에 비중을 둔다. .78

고유치=9.46, 분산=27.04%, 신뢰도=0.95

<요인 2> 고객 서비스

고객의 의견을 경청한다. .84

고객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한다. .80

고객만족을 통하여 매출 증대를 추구한다. .76

강압보다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75

배달 및 예약판매가 가능하다. .69

옷이 안 맞을 경우 즉시 수선이 가능하다. .64

고객에게 불편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해결해준다. .63

고유치=5.28, 분산=15.09%, 신뢰도=0.91

<요인 3> 상품의 특성

유명브랜드가 많다. .78

다른 의류점에 비해 새로운 스타일의 수입브랜드 제품을 진열한다. .77

스타일이 다양하다. .77

희소성이 있는 패션제품을 구비하고 있다. .68

최신유행의 의복이 많다. .66

디자인이 고급스러운 옷을 산다. .62

고유치=2.84, 분산=8.1%, 신뢰도=0.85

<요인4> 매장설비와 분위기

점포의 인테리어는 깔끔하였다. .75

점포의 시설과 분위기는 좋았다. .74

탈의실 공간은 옷을 벗고 입기에 적당하였다. .66

디스플레이가 잘 되어있었다. .63

고유치=2.29, 분산=6.54%, 신뢰도=0.83

<요인5> 가격

가격이 적절하다. .77

취급제품의 가격이 적절하다. .75

정찰제가 언제나 지켜진다. .57

고유치=1.60, 분산=4.57%, 신뢰도=0.74

<요인6> 판매 촉진

카달로그와 할부 티켓을 잘 보내준다. .85

고객에게 세일이나 신상품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78

할인판매를 자주한다. .71

고유치=1.17, 분산=3.36%, 신뢰도=0.77

<요인7> 고객중심 판매원

고객에게 유용한 제품을 찾아준다. .82

고객의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해준다. .70

고객의 문제해결을 위한 제품을 제공한다. .64

고유치=1.08, 분산=3.09%, 신뢰도=0.81

<요인8> 매장 입지

교통이 편리하다. .85

집이나 직장에서 거리가 가깝다. .85

고유치 = 1.04, 분산=2.98%, 신뢰도=0.82

<표 2> 점포속성에 대한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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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 서비스, 요인 3은 상품의 특성, 요인 4는 매장설

비와 분위기, 요인 5는 가격수준 및 가격정책에 관한

내용으로 가격, 요인 6은 광고, 판촉, 홍보에 관한 내

용으로 판매 촉진, 요인 7은 고객 지향적 판매원에

관한 내용으로 고객중심 판매원, 요인 8은 매장의 입

지에 관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매장의 입지로

명명하였다. 이들 8개의 요인은 판매중심 판매원과

고객중심 판매원을 판매원의 세부요인으로 고려하면

7P중심의 마케팅 믹스에 상응하고 있어 7P 중심의

점포속성을 잘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8개 요인들은 총 분산의 70.7%를 설명해

주고 있으며, 이 중 요인 1인 판매중심 판매원, 요인

2인 고객 서비스, 요인 3인 상품특성과 수준, 요인 4

인 물리적 환경이 각각 분산의 27.0%, 15.0%, 8.1%,

6.5%를 설명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요인들로 나타났

다. 그리고 신뢰도 분석결과 α계수는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가 각각 0.94, 0.90, 0.84, 0.8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요인 5, 요인 6, 요인 7, 요인 8이 각각

0.74, 0.77, 0.81, 0.82로 모든 요인이 0.70 이상의 신뢰

도를 보여 내적 일관성이 만족할 만 하였다.

따라서 패션 멀티샵의 점포속성에 대한 연구문제

1은 8가지 속성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7P 중심의

마케팅 믹스가 패션 멀티샵의 점포속성을 잘 설명하

고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판매원관련 믹스인 판매원

은 판매중심과 고객중심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판매

중심 판매원과 고객 서비스는 다른 5개의 점포속성

과 비교할 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소비자가

인식하는 패션 멀티샵의 대표적 속성이라고 볼 수

있다.

7P 중심의 점포속성은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도 찾

아볼 수 있는데, 정혜영45)의 경우 일반상점의 속성인

다양성, 품질, 그리고 유행성과 같은 상품관련속성,

가격속성, 광고, 브랜드명과 같은 촉진속성, 서비스,

편리한 위치, 그리고 판매원 등의 점포속성은 7P 중

심의 속성차원으로 포함한다. 백화점을 연구한 차인

숙 외46)의 연구에서도 점포 속성으로 서비스, 분위기

와 판촉 및 부대시설, 상품 다양성, 쇼핑편의, 광고,

상품연출, 교통 및 입지편의 등 가격을 제외한 7P 점

포 속성이 도출되었다.

3) 의복쇼핑성향

의복쇼핑성향에 대하여 27개 문항으로 조사한 결

과 신뢰도 계수가 낮아 변별력이 떨어지는 6개의 문

항을 제외하고 21개 문항을 요인분석 하여 5개의 요

인을 추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요인

1부터 요인 5까지 각 요인의 이름은 해당하는 문항

내용에 따라 요인 1은 값비싼 유명브랜드 제품을 구

입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과시적 쇼핑이라

하였고, 요인 2는 의복쇼핑의 즐거움에 관한 내용으

로 쾌락적 쇼핑, 요인 3은 의복선택에 있어 유행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유행추구 쇼핑, 요인 4는 계획적

으로 비교하여 경제적 구매를 하는 성향으로 합리적

쇼핑, 요인 5는 물건을 산 후 후회하는 내용들로 구

성되어 있어 중독적 쇼핑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러한 5개 요인들은 총 분산의 68.6%가 설명해

주고 있으며, 이 중 요인 1인 과시적 쇼핑성향과 요

인 2인 쾌락적 쇼핑성향이 각각 분산의 28.4%와

14.4%를 설명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요인들로 나타났

다. 그리고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s α 값은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가 각각 0.88, 0.87,

0.84, 0.83, 0.7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요인이

0.70 이상의 신뢰도를 보여 내적 일관성이 만족할 만

하였다.

이로써 연구문제 2의 패션 멀티샵 소비자의 의복

쇼핑성향에 대한 분석은 과시적, 쾌락적, 유행추구,

합리적, 그리고 중독적 쇼핑성향의 5개 유형으로 나

타났다. 이중 과시적 쇼핑성향과 쾌락적 쇼핑성향은

패션 멀티샵 소비자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으로 전체

분산의 40%이상을 설명하고 있으며, 반면 이들의 중

독적 쇼핑성향은 지극히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2. 수입 패션 멀티샵 점포애고에 영향을 주는
점포속성

패션 멀티샵의 점포애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점

포속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점포속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점포애고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선형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따르면 종속변수에 대한 전체 설명력은 24%이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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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요인부하량

<요인1> 과시적 쇼핑

가격이 비싼 제품을 구입한다. .86

나보다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구입할 만한 의복을 구입한다. .81

유명상표나 유명디자이너의 의류제품을 구입한다. .80

비교적 값비싼 유명 브랜드 전문점에서 의복을 구입한다. .77

고유값=5.69, 분산=28.43%, 신뢰도=0.88

<요인2> 쾌락적 쇼핑

일상생활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으로 쇼핑을 한다. .84

기분전환이 필요해서 쇼핑을 한다. .80

옷을 사는 것 자체가 내게 즐거움을 준다. .77

옷을 사고 싶은 충동을 느껴서 구입한다. .73

고유값=2.89, 분산=13.8%, 신뢰도=0.87

<요인3> 유행추구 쇼핑

유행에 맞춰 옷을 입으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89

유행하는 디자인의 옷을 구매하는 편이다. .83

의복쇼핑을 할 때 최신 유행을 주의 깊게 살펴본다. .80

무난한 스타일보다는 유행하는 스타일을 선호하는 편이다. .67

고유값=2.07, 분산=0.66%, 신뢰도=0.84

<요인4> 합리적 쇼핑

예산 범위 내에서 가장 적당한 옷을 고르기 위해 여러 점포를 둘러본다. .90

좋은 품질이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옷을 사기 위해 여러 점포들을 다닌 다음 구매한다. .87

옷을 사기전에 미리 여러 점포를 둘러보고 스타일과 가격 등을 알아본다. .87

바겐세일 등으로 값싸게 옷을 살 수 있는 점포를 이용한다. .57

고유값=1.83, 분산=19.51%, 신뢰도=0.83

<요인5> 중독적 쇼핑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산 것 같다. .82

물건을 산 후 사지 않았으면 하고 후회한다. .73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단지 어떤 것을 사고 싶다. .70

물건을 살 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입한다. .66

고유값=1.25, 분산=6.22%, 신뢰도=0.75

<표 3> 의복쇼핑성향에 대한 요인분석

의수준 .05에서 볼 때 패션 멀티샵 고객의 점포 애고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점포속성은 상품특

성, 고객중심 판매원, 매장설비와 분위기, 그리고 고

객 서비스 순으로 나타났다. 멀티샵에 대한 이승희,

조세나47)의 연구에서는 판매원과 새로움 추구가 상

표 전환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멀티샵의 판매원을 신뢰할수록 판매원이 추천

하는 상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멀티샵의 점포충성도는 제품 다양성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으며, 그 다음이 매장분위기, 점포인지도,

점포서비스 순서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선행연구의 점포속성들은 대체로 비슷하지만 연구

대상 점포유형에 따라 중요한 점포속성은 다양한 결

과를 보여준다. 백화점의 경우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고려하는 점포속성은 서비스, 점포분위기, 판촉 및

부대시설, 상품다양성, 쇼핑편의, 광고, 상품연출, 교

통 및 입지편의의 8가지 차원이었다. 본 연구의 패션

멀티샵의 점포속성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점포애고

나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속성은 서비스였으며

그 다음으로 점포분위기와 상품구색의 순서이다48).

SPA(Specialty Store Retailers of Private Label

Apparel) 전문점의 경우49)에는 점포환경, 서비스, 제

품, 판매촉진, 편리성의 5개 점포속성 중 판매촉진과

교통의 편리성을 점포선택의 중요한 속성으로 고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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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독립변수

점포애고

β t-value

판매중심 판매원 -.08 -1.25

고객중심 판매원 .21 3.46***

상품특성 .40 6.56***

매장설비와 분위기 .17 2.72**

가격 .01 0.21

판매촉진 .04 0.62

고객서비스 .16 2.49*

입지편의 .04 0.69

R²=.24, F=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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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수입패션 멀티샵 점포애고에 영향을 미치는 점포속성

종속변수

독립변수

점포애고

β t-value

과시적 쇼핑성향

쾌락적 쇼핑성향

유행추구 쇼핑성향

합리적 쇼핑성향

중독적 쇼핑성향

.31

.19

.14

.10

.06

4.91***

3.02**

2.27*

1.53

0.92

R²=.15, F=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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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수입 패션 멀티샵 점포애고에 영향을 미치는 의복쇼핑성향

이렇듯 패션점포의 속성에 있어서 연구 간의 차이

가 적은데 비해 점포선택과 애고에 미치는 주요 속

성의 차이가 점포유형마다 다른 것은 점포속성이 곧

유통업태의 특성을 정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백화점은 서비스, SPA전문점은 촉진과 편리성이라

면, 멀티샵은 상품의 특성이 점포를 정의하는 주요

속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3. 수입 패션 멀티샵 점포애고에 영향을
미치는 의복쇼핑성향

의복쇼핑성향이 수입 패션 멀티샵 고객의 점포애

고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의복쇼핑성향

을 독립변수로 하고 점포애고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

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 따르면 종속변수에 대한 전체 설명력

은 15%이고, 유의수준 .05에서 볼 때 수입 패션 멀

티샵 고객의 점포애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의

복쇼핑성향은 과시적 쇼핑성향, 쾌락적 쇼핑성향, 유

행추구 쇼핑성향으로 나타났다.

그 중 과시적 쇼핑성향과 쾌락적 쇼핑성향은 패션

멀티샵의 점포애고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과시와 쾌락은 기존의 선행연구에

서도 명품구매 고객의 쇼핑성향에서 두드러지는 특

성이다. 신수연과 나현정50)은 애고하는 점포에 따른

쇼핑성향을 보고하였는데, 인터넷 쇼핑몰은 점포편의

를, 재래시장은 경제성 및 합리적 성향을, 백화점은

쾌락과 점포편의를, 중고명품매장은 쾌락적 성향이

두드러졌다. 명품을 구매할 수 있는 중고명품매장과

백화점 모두 쾌락적 성향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멀티샵 고객이 보다 감각적이고 유

행 지향적이며, 특히 과시적 욕구가 두드러진다는 점

을 나타내는데, 박은주 외51)의 연구에서 유명상표 고



수입 패션 멀티샵의 점포속성과의복쇼핑성향이 점포애고에 미치는 영향

- 27 -

급점포의 애고 소비자들이 상표지향적 성향과 유행

지향적 성향, 쾌락적 성향을 중시한다는 연구결과와

맥을 함께 한다.

Ⅴ.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본 연구는 국내 수입 패션 멀티샵의 효과적인 마

케팅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수입 패션 멀티샵

을 방문해 본 경험이 있는 여성을 중심으로 국내 수

입 패션 멀티샵의 점포애고에 영향을 미치는 점포속

성, 의복쇼핑성향을 분석하였다. 의복쇼핑성향은 과

시적, 쾌락적, 유행추구, 합리적, 중독적 쇼핑성향의 5

개 요인으로 나타났다. 점포속성은 판매중심 판매원,

고객 서비스, 상품의 특성, 매장 설비와 분위기, 가격,

판매촉진, 고객중심 판매원, 매장 입지의 8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수입 패션 멀티샵 점포애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점포속성은 고객중심 판매원, 상품의 특성, 매

장설비와 분위기, 고객 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입 패션 멀티샵의 점포애고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의복쇼핑성향은 과시적 쇼핑성향, 쾌

락적 쇼핑성향, 유행추구적 쇼핑성향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점포속성과 주요 고객의 성향에

대한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수입 패션 멀티샵의 주요 전략 속성은 상품

의 다양성과 판매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선

행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특히 본 연구의 결과에서 상품의 특성이 특히 중요

한 점포속성이었으며 그 뒤를 이은 속성이 고객중심

판매원이었다는 것은 주목할 부분이다.

기존의 선행연구52)에서 멀티샵의 이용이유로 “백

화점에 입점 되어있지 않은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다양한 브랜드의 상품이 있어서, 다양한 아이템이 있

어서 원스탑 쇼핑이 가능하므로, 그리고 신상품의 정

보를 얻기 위해” 등이 보고된 바 있다. 이것은 멀티

샵이 백화점이나 가두점보다 상품의 특성이 강조되

어야 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그 상품의 특성은 고객의 쇼핑성향이 반영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본 연구의 두 번째 전략

적 시사점이다. 본 연구의 수입패션 멀티샵에 영향을

미치는 쇼핑성향요인으로 과시적, 쾌락적 성향, 그리

고 유행추구 성향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히

과시적 쇼핑성향은 다른 쇼핑성향의 표준화된 회귀

계수와 비교할 때 가장 지배적인 쇼핑성향이었다. 수

입 패션 멀티샵의 고객은 패션에 대한 호기심과 새

로운 패션을 가장 먼저 체험해 보고 싶은 욕구가 강

한 집단으로, 이들은 단지 명품이라는 브랜드 이름에

의해 자신을 보이기보다 아무도 입어보지 못했던 제

품, 소위 ‘신상’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이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성향을 충족하기 위해서 상품

의 다양성은 질적 다양성과 최신성, 그리고 희귀성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김수연, 황진숙53)의 인

터뷰 자료에 소개되어 있듯이 멀티샵은 단순히 의복

종류의 구분을 떠나 특정 고객집단의 수요를 대상으

로 그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미 멀티샵은 패션시

장의 신규 패션의 유입경로이자 시장성을 탐색하는

실험의 장이 되고 있다. 즉, 다양성 보다는 희소성

그리고 최신성이 중요한 전략적 요인일 것이다.

이러한 최신상품과 같이 익숙하지 않은 희소상품

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 역할은 판매원이

수행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고객중심 판매원의 역

할은 상품의 다양성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점포속성

으로 나타났다. 판매원은 낯선 최신상품을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고객에게 최적의 제품으로

소개하고 제품의 특성을 가장 잘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기 위해 멀티샵의 판매원은 최신 상품에

대한 최신 정보로 최신의 감각을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멀티샵의 판매원은 단순히 친절한 판매원을

넘어 전문 MD수준의 상품 정보원이 되어야 한다. 결

국, 멀티샵의 성패는 상품의 특성과 고객중심의 판매

원에 의해 좌우 된다고 볼 수 있다.

2. 시사점
점포선택과 속성에 대한 연구는 국내 패션시장에

서 유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관심을

갖게 되는 주제이다. 또한 새로운 유통형태가 등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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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마다 점포의 특성에 관심을 갖고 전략적 방향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된다. 최근 20년간의 연구

를 봐도 백화점에 대한 점포애고와 속성에 대한 연

구는 수십 편에 이르고, 21세기에 들어 부상하게 된

인터넷 쇼핑몰의 점포속성에 대한 연구도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렵다.

점포속성과 애고에 대한 연구는 그 연구의 방법과

변수의 단조로움으로 인해 다소 진부하게 느낄 수도

있으나 생활의 변화와 함께 유통의 특성 역시 변화

된다. 또한 변화의 시기마다 측정되는 고객의 쇼핑성

향은 중요한 시장세분화의 기준이 된다. 다시 말해,

점포속성은 점포의 특성을 정의할 수 있는 기준이며

쇼핑성향은 시장을 세분화할 수 있는 기준이다. 이러

한 관점에서 패션 멀티샵의 점포 속성과 멀티샵 고

객의 쇼핑성향에 대한 연구는 유의미하다.

패션 멀티샵의 등장이 1980년대로까지 거슬러 올

라가지만 21세기의 패션 멀티샵은 수입시장의 다양

화로 인해 명품이나 수입 패션제품을 중심으로 전개

되고 있어 그 유통의 특성이 8~90년대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유통으로 정의된다. 더불어 고객의 쇼핑성

향과 중요한 점포속성 역시 새롭게 정의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형태

의 패션 멀티샵이 국내에 전개되기 시작한 지 10여

년이 흘렀음에도 멀티샵의 속성과 고객 쇼핑성향을

파악한 연구가 없었기에 본 연구는 멀티샵의 점포속

성과 고객의 쇼핑성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1997년 외환 금융위기 이후 수입명품에 대한 관심

과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였고 자기만의 Only 패션아

이템을 추구하는 현상은 2000년대 들어 멀티샵 시장

의 성장과 성숙으로 이어졌다. 그 동안의 패션 멀티

샵의 연구는 공교롭게도 질적연구 혹은 탐색적 연구

에 그치고 있어 수입 패션 멀티샵의 특성을 정량적

방법으로 살펴보고 그 특성을 객관적 수치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 비록 본 연구의 표집방법이 멀티샵 주

변을 중심으로 한 비확률적 표집이지만 멀티샵이 집

중되고 있는 서울과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멀티샵 주

변의 거리에서 일정한 표집기준으로 수집된 자료이

기 때문에 본 연구는 패션 멀티샵에 대한 객관적 자

료를 제시한다.

기존의 고객이 유명상표를 통해 과시적 욕구를 충

족했다면 지금의 고객들은 자기만의 감성과 특성을

자기만의 스타일로 나타내는 과시적 욕구 수준으로

발전했다. 즉, 단지 명품 브랜드만을 원하는 것이 아

니라 남들이 모르는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선호

하고 있다. 이러한 멀티샵의 고객성향은 새로운 제품

과 스타일을 누가 먼저 소개하느냐가 우선적 경쟁수

단으로 활용되는 과열경쟁을 야기한다. 이러한 경쟁

과열 현상으로 인한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면 결

국 멀티샵 유통의 대중적 확산은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다. 이것은 멀티샵이 자칫 특정 지역에 국한될

수 있으며, 결국 멀티샵의 제한적 성장으로 귀결 될

수 있다.

따라서, 멀티샵의 성공적 전략의 방향은 제품의

구성력뿐만 아니라 매장의 인적 특화와 함께 구매력

을 고려한 멀티샵 시장 선별이 중요한 요건이라 볼

수 있다. 멀티샵의 성장주기면에서 고려할 때 더 이

상 프라임 마켓만을 지향하며 고집하는 것은 현재의

다양한 멀티샵 현상에 역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

며, 이미 성장기에서 성숙기를 향해 가고 있는 현시

점에서 멀티샵의 대중화를 위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

이라 하겠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점포애고에 영향

을 미치는 요소로 점포속성, 의복쇼핑성향의 두 가지

변수를 활용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심리상

태나 라이프스타일과 같은 다양한 변수를 이용한 다

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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