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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퍼(Shopper) 구매행태(行態)에 따른 가전 브랜드샵 공간배치와

고객동선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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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Space Arrangement and Traffic Line of Home Appliances Brand Shops by Shopper'

Purchasing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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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omestic distribution environment of electronic goods has been placing more emphasis on securing each

company's own interests and maintaining the existing customers as the most important purpose of marketing due to

the change in consumption environment, the excessive cutthroat competition between retailers, the saturated number

of branches for each company, weak revenue structure and declining competitiveness. In addition, the target of

marketing has been shifted to specific consumers and the concept of a consumer is sub-divided into a "user" of a

product and a "shopper" who buys a product. The purpose thereof is to increase the in-store purchase rate by

analyzing the psychology and behavior of a shopper who actually visits a store for purchasing a product.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orrelation between the buying behavior of a shopper and product

display based on "Digital Plaza" among the domestic electronic goods brand shops, which is selling products at

various prices. This study is meaningful since it is utilized as data to plan store display for promoting purc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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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국내 전자제품 유통 Trend는 시장 개방화의 영향으로

유통 서비스 산업구조가 선진국형으로 급격하게 변화됨

에 따라 국내 유통시장은 시설규모의 확장을 선행한 후

에 구매심리를 자극하여 소비를 유도하는 기업중심의 성

장 배경을 안고 있다.1) 90년 중반 하이마트, 테크노마트

등 Category Killer형 대형 양판점들이 다점포 전략으로

국내시장 진입에 성공한 배경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이

러한 소비문화 선도형 유통구조는 90년대 후반 경제 환

란기와 최근 글로벌 경기위기를 맞아 계획구매와 합리

적인 소비문화를 추구하는 소비자의 가치관 변화와 세대

수 감소, 고령화, 단독 세대화, 개인용품화 등 소비자 변

1) 김오성, 구매패턴 변화에 따른 상업공간의 시설변환 방향에 대한

고찰,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80호, 2010.6, pp.56-57

화에 따라 생존을 위한 변화의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1990년 전후로 급속하게 확장된 가전제품 점포활동은

이후 점포마케팅, 인스토어마케팅으로 정착되어 지금까

지도 중요한 마케팅 전략 중 하나로 여겨지며 보편적 활

동으로 자리 잡아 왔지만, 이런 마케팅 활동은 물리적인

측면에서 점포가 구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구매의

사 결정의 대부분이 점포에서 이루어진다는 인식을 바탕

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점포에서의 노출도나 가시성 향

상만을 중요하게 생각할 뿐 구매자의 니즈나 심리를 고

려한 판매방법과 매장 외부까지 포함한 마케팅 활동을

조합한다는 발상은 부족하다.2) 또한 기존 소비자 마케팅

은 매출증대, 점유율 획득을 위해 많은 신규고객을 개발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기 때문에 대상의 구별 없이

소비자에게 일률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소비자 환경변

화3)와 구매자 형태 변화에 따른 만족지수를 높이는 데

2) 재단법인 유통경제연구소, 쇼퍼마케팅, 초판, 제일기획, 서울, 2012,

pp.32-33

3)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소비의 고급화 합리화가 되었고 맞벌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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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쇼퍼마케팅 측면에서 사용자와 구매자 차이

한계가 있다.

최근 소비환경 변화, 소매업체간 과다 출혈경쟁, 업체

별 출점포화, 스토어 컨셉 모호와 전문화 부족 등 대형

화․다각화․다점포화로 투자비 과다 비용상승 등 수익

구조 취약과 경쟁력 저하4)에 따라 자사 이익을 확보하

고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것이 마케팅의 우선적 목적으

로 바뀌고 있다. 또한 접근방법도 특정 소비자를 대상으

로 한 타깃형으로 전환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라

는 개념을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와 제품을 구입하는

구매자로 보다 세분화하여 매장에서 실재 구매행위가 이

뤄지는 쇼퍼의 구매심리와 구매행동을 다각도로 분석.

측정한 결과를 매장연출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이는 판

매증진과 함께 치열한 가전 브랜드샵 유통환경 생존 경

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터브랜드에서 조사한 2013년 브

랜드 가치가 높은 기업 100위 중 인지도와 매출이 높은 글

로벌 가전 브랜드샵 가운데 현장조사와 자료 확보가 가능

한 삼성전자 디지털프라자를 중심으로 매장을 방문한 쇼퍼

의 구매행태가 제품 카테고리 배열 및 객동선 계획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고찰함에 그 목적이 있다. 동시에 본 연

구의 조사를 통하여 향후 판매증진을 위한 가전제품 매장

의 객동선과 공간배치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국내 가전 브랜드샵 중 대표적인 브랜

드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디지털프라자의 매장 유형

별 특징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조사 범위 및 대상을

설정하였다. 조사 대상 매장은 2012년 평균 방문 고객수

와 판매율이 높은 수도권의 대표적 매장 6개(상계점, 야

탑점, 강남점, 화정점, 모란점, 동광주점)를 선정해 매장

방문자의 구매행태를 관찰 조사였다. 각 매장을 대상으

로 2013년 11월 주중 하루, 주말 하루 총 2일씩 만 20세

에서 59세까지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조사실시하였다.

연구 방법은 개별면접조사와 매장관찰조사를 진행하였

고 특히 구매행태 관찰을 위해 Observation, Shadowing,

Shop Along, 출구조사를 하였다. 관찰조사는 소비자의

행동 파악을 위해 매장 내 설치된 비디오를 통하여 행동

을 관찰하고, 그것을 정량적 수치로 데이터화하여 동선,

체류시간, 관심 존(Zone)에 대해 파악한다.

본 연구는 약 1,892명의 소비자들을 관찰자가 따라다

니면서 그들의 행동을 데이터시트와 도면에 표기하여 이

의 증가로 One-stop 쇼핑과 자동차 보급의 증가로 주차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을 선호. 다양한 구색에 넓은 매장, 고품격 서비스에

저가격, 차량접근이 용이한 입지 등을 요구.

4) 이수동, 소비자 구매 형태변화에 따른 라이프 스타일 분석과 판매

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마케팅학회논문집 제51호, 2004.2, pp.32-33

5) 김민정, 소비자 행동 관찰을 통한 가전 브랜드샵 연구, 한국공간디

자인학회논문집 제7호집, 2008.12, pp.33-34

를 통해 소비자들의 행동과 동선을 파악하였다. 이때

VIDEO 관찰은 보완을 위해 설치된 CCTV 카메라를 통

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고객의 행동은 매장 틈새

지역에서부터 밀집 지역까지 약 150시간 이상의 분량을

촬영하여 관찰하였다. 출구조사는 매장을 갓 나온 167명

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

해 고객 선호도와 의견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

비자 구매행태의 심층적 분석을 위해 특정 대상이나 목

적을 가지고 소비자 의견을 듣고 파악하기 위한 정량적

조사와 소비자 행동을 직접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성적 조사를 병행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쇼퍼의 구매행동과 매장전략

2.1. 쇼퍼(Shopper)의 개념

최근 업계나 학계 모두 쇼퍼마케팅(Shopper marketin

g)6)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기존 마케팅에서는

소비자를 주로 ‘사용자(User)' 개념으로 이해하는 반면 쇼

퍼마케팅에서는 소비자를 ‘구매자’ 즉 ‘쇼퍼(Shopper)'로

이해하여 타겟(Target)의 범위를 세분화하고 집중적인 마

케팅 전략을 수립한다. 이는 매장에서 구입한 상품에 대

해서 구매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가 존재하고, 사용자와

구매자가 같은 경우라도 사용자의 측면과 쇼퍼의 측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인 소비자는 품질이 좋고

나쁨이나 브랜드 선호도에 따라서 상품을 평가 하지만,

쇼퍼인 소비자는 구매 기준의 득실을 감안하여 구매를 결

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7)

사용자와 쇼퍼의 차이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파악

할 수 있다. 첫째, 물리적으로 다른 경우이다. 가정주부가

아이들이 먹을 간식이나 남편이 마실 맥주를 구입하는 경

우 사용자와 쇼퍼가 물리적으로 다르다. 둘째, 같은 소비

자라도 사용자와 쇼퍼의 심리적 측면이 다른 경우다. 같

은 제품을 같은 사람이 평가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상품

의 성능, 브랜드 인지도, 제원 등 품질기준이 우선 시 되

6) 쇼퍼마케팅(Shopper Marketing)은 다양한 유통채널과 업태에서 대

상 소비자가 쇼퍼로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해

브랜드, 소비자, 소매업체, 쇼퍼로 구성되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이익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함, Advertising Age, 2009

7) 재단법인 유통경제연구소, 쇼퍼마케팅, 초판, 제일기획, 서울, 2012,

pp.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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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구매행동을 설명한 EBM모델

<그림 3> 두 가지 구매행동의 흐름

는 반면 쇼퍼 입장은 매장에서의 할인율, 경품, 이벤트 등

구매 득실의 기준이 우선시 된다. 따라서 사용자와 쇼퍼

가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쇼퍼의 선호를 구매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쇼퍼의 구매심리와 행동을 파악하

고 구매로 연결 할 수 있는 매장전략이 필요하다.

2.2. 쇼퍼의 구매심리와 구매행동

쇼퍼란 구매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구매모드에 들어간 소

비자(Customer)라고 설명 할 수 있다. 구매모드에 들어간다

는 것은 소비자가 어떤 욕구를 갖게 되면 그것을 구매를 통

해 충족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 의식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 가면서 구매행동이 발생 된다. <그

림 2>는 소비자의 행동 의사결정을 ‘욕구인식’, ‘정보탐색’,

‘구매 전 대안평가’, ‘구매’라고 설명한 구매행동 모델이다.8)

하지만 소비자가 슈퍼마켓에서 일상적인 구매를 할 때

는, <그림 2>와 같은 구매행동 흐름을 따라서 구매한다

고 의식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슈퍼마켓에서 이루어지

는 구매는 관여도가 적기 때문이다. 관여도(Involvement)

란 소비자가 상품에 대해 생각하는 깊이의 정도를 말하

며, 관여도가 낮은 제품은 구매할 때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시간도 들이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슈퍼마켓에서

구매하는 것과 비교해, 자동차나 가전제품 같이 비싸고

구매빈도가 낮은 것을 살 때는 관여도가 높아진다. 앞에

서 설명한 EBM9)모델을 통해 관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품의 구매행동 과정을 보면 우선 갖고 싶다는 ‘욕구의

식’을 하게 된다. 다음으로는 해당 상품에 대한 정보를 조

사하고 ‘정보탐색’의 여러 경로를 통해 다양한 해당 상품

군과 옵션을 선택한다. 그 다음에는 외관, 성능, 가격 등

을 바탕으로 ‘구매 전 대안평가’를 한다.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한 개의 상품을 ‘구매’하게 된다. 관여도가 낮은

제품도 쇼퍼가 하는 구매행동과 같은 흐름을 취하고는 있

지만, 이는 짧은 시간 동안에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

관여도는 가격의 영향만 받는 것이 아니다. 구매에 대

한 동기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도 관여도는 변할 수 있

8) Engel, Blackwell, and Miniard(2001)에 의해 작성

9) EBM모델 : Engel, Blackwell, Miniard가 주장한 소비자행동모델

다. 따라서 쇼퍼를 이해할 때는 쇼퍼가 어떤 목적으로

구매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매 모드에 들어간 쇼퍼의 구매행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사고 싶은 상품이 정해진 경우의 구매행동의

흐름이다. <그림 3>의 두 가지 구매행동의 흐름10)의 ①에

표시된 화살표와 같이 매장 밖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

카테고리를 정하지만 구체적인 브랜드는 정하지 않은 상태

에서 상품 구매를 위해 어느 점포를 선택할 것인지 예상한

다. 이와 같이 점포 밖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결정하

는 것을 ‘매장 밖 의사결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

는 쇼퍼가 잠정적으로 상품 선택을 한 다음 점포로 향하기

때문에 소매업체의 입장에서는 쇼퍼에게 점포 상품의 차별

성을 인식시켜 주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상품

인식형 구매행동’이라고 한다. 둘째, 상품을 잠정적으로 선

택하지는 못했지만 구매하러 가려는 욕구가 생긴 경우이다.

<그림 3>의 ②는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까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어떤 목적에 의해 구매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이다. 쇼퍼가 어떤 소비 장면을 연상

한 구매행동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것을 ‘목적인식형 구

매행동’이라고 한다. 이런 경우 쇼퍼는 소비 장면이나 소

비 목적에 필요한 상품의 적합성을 갖춘 매장을 방문한

다음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직접 선택하게 되는 데 이

것을 ‘매장 안 의사결정’이라고 한다.

따라서 소매업체에서는 이러한 쇼퍼를 구매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상품 카테고리를 소구하는 것보다 해결

할 수 있는 니즈를 소구할 수 있는 매장전략이 필요하다. 한

편 쇼퍼가 특정한 목적을 갖지 않고 점포를 방문하는 특수

한 사례도 있다. 상품을 구입하려는 사람과 동행을 한다든

지, 시간을 때우기 위해 잠시 방문하는 경우인데 이와 같은

경우도 그 목적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목적인식형 구

매행동’에 포함시킨다. 왜냐하면 쇼퍼를 매장 안으로 맞아들

10) ‘오쓰키 히로시, ’충동구매는 왜 발생 하는가‘, ’소비와 유통‘ 일본경

제신문, 2008.3,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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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구매유형의 분류기준

이게 되면 ‘비계획 구매’를 기대 할 수 있기 때문이다.11)

본 연구에서는 특정 제조사의 브랜드샵을 타겟

(Target)으로 매장 내 구매행동을 조사했다. 따라서 구매

행동 대부분이 이미 상품 카테고리와 브랜드까지 매장

밖 의사결정을 하고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상품 인식형 구매행동’의 경우에서도 정해놓은 특정 상

품 외 쇼핑 도중 구매를 결정하는 행동이 있다. 이른바

‘충동구매’인데 매장 방문 전 구매할 것을 미리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계획 구매에 속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 관찰범위를 ‘상품 인식형 구매행동’과 ‘충동구매 행

동’을 공히 관찰 조사범위에 포함시켜 연구를 진행한다.

2.3. 구매유형과 행동에 따른 매장구성

구매유형을 정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어떤 매장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는 매출증진에 매우 중요하다.

구매유형이 다른 쇼퍼는 같은 매장에서도 원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쇼퍼의 구매유형을 이해한다는 것은

쇼퍼가 필요로 하는 매장을 이해하는 것이 되고, 반대로

불필요하다 생각되는 매장전략도 파악 할 수 있게 된다.

구매유형은 <그림 4>와 같이 지역, 시간, 성별, 연령,

소득수준, 방문유형에 따라서 구매행태(行態)에 차이를

보인다. 이런 구매유형을 조사하고 분류하는 것은 매장

입장에서 쇼퍼가 어떤 사람인지, 그에 따라 어떤 매장전

략을 기획해야 하는지 상품 카테고리를 어떻게 구성하고

배치할 것인지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쇼퍼의 행동에 대응하여 매장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먼

저 매장 안에서 쇼퍼가 하는 행동을 이해할 필요가 있

다. 쇼퍼가 매장을 방문한 시점부터 매장 안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까지의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2)

<그림 5> 구매에 이르는 매장내 행동의 5단계

11) 재단법인 유통경제연구소, 쇼퍼마케팅, 초판, 제일기획, 서울, 2012,

pp.93-96

12) 재단법인 유통경제연구소, 쇼퍼마케팅, 초판, 제일기획, 서울, 2012,

p.92

첫째, ‘상품이 진열된 매장 앞에 다가 간다.’ 쇼퍼가 상

품에 다가가지 않는다면 상품을 구매할 가능성은 제로가

된다. 따라서 특정한 상품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

매장으로 쇼퍼를 유인해 접근할 기회를 늘릴 필요가 있다.

둘째, ‘상품 진열대 앞에 멈춘다.’ 쇼퍼가 상품 앞에 멈

추지 않으면 제품을 구매할 수 없다. 쇼퍼를 매장으로

유인한 다음 진열대 앞에서 정지할 기회를 늘려야 한다.

셋째, ‘상품 패키지로 시선을 유도한다.’ 상품이 진열되어

있는 진열대 앞에서 쇼퍼가 멈춰도 중요한 상품 패키지가

눈에 띄지 않는다면 역시 구매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때

상품은 단순히 진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면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전면 배치란 상품이 진열대의 전면에 나와

있어 상품의 메인 패키지가 정면을 향해 있는 상태를 말한

다. 일단 쇼퍼가 상품 패키지를 보게 되면 상품 선택대안

에 들어왔다고 할 수 있다. 상품을 잘 보이게 하려면 골든

존(Golden Zone)에 진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진열하

는 상품 수를 늘리거나 POP를 붙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넷째, ‘상품을 비교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쇼퍼가 구매

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선택대안에 있는 다른 경쟁 상품

과 비교 구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 필요가 있다.

이때는 중요한 정보가 빠짐없이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

다. 상품에 따라 필요로 하는 정보가 다르고 같은 상품

이라도 쇼퍼에 따라 필요로 하는 정보가 달라질 수 있

다. 그 중 가격 정보는 구입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최소

한의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얼마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는 선택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무조건 POP를 많이 붙

여서 정보량을 늘리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쇼퍼가

그렇게 많은 정보를 다 처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쇼

퍼가 구매의사를 결정하기 위해 상품을 평가하는 것을

도와주는 적절한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좋다.

다섯째, ‘상품을 구매한다.’ 위의 네 단계 과정을 거친

후 쇼퍼는 매장에서 얻은 정보에 자신의 기억, 경험 정

보를 더하여 구매에 이르게 된다. 이와 같이 매장 내 구

매유형의 분류와 구매행동의 단계를 주의 깊게 조사, 관

찰을 한다면 쇼퍼의 니즈에 맞는 카테고리 매니지먼트를

계획 할 수 있으며, 상품 구성이나 매장의 레이아아웃

등 쇼퍼에게 맞는 대응 전략을 구체화 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쇼퍼의 구매유형 파악을 위해 유형의

기준설정을 지역, 성별, 연령, 방문자 형태, 소득수준, 방

문 요일로 분류해서 관찰하고 매장 내 진열된 상품의 카

테고리와 구매유형의 상관관계를 알아볼 것이다. 또한

구매유형에 따른 구매행동 흐름을 관찰하여 쇼퍼 구매행

동에 대응하는 매장의 레이아웃과 상품 배치구성을 분석

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구매행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매장 내 고객동선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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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구분

현 황

브랜드샵 양판점

디지털

프라자
베스트샵

하이

마트

전자

랜드

전국 점포규모 (직영매장 기준) 310 280 390 94

연간 매출액 (단위=억) 18,500 14,000 34,300 6,000

판매상품 종류 (직영점 평균) 324 320 658 612

* 자료: 삼성전자. 영업전략그룹 리서치센터.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한 Consumer

shopping behavior 조사(2012. 7.31), 점포규모: 위탁운영 매장을 제외한 직영매장 현

황(2011년 집계기준). 연간 매출액: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내가전산업무역투자현

황 (2012년 매출집계) 판매제품 수량 : 각 직영점 판매제품 수량의 평균을 기재 함.

<표 1> 국내 가전제품 매장의 점포수, 매출액, 판매상품 현황

매장구분

구매유형

브랜드샵 양판점 샵인샵

디지털

프라자

(n=460)

베스

트샵

(n=459)

하이

마트

(n=361)

전자

랜드

(n=180)

할인

매장

(n=510)

백화점

(n=260)

성별

(%)

남성 32 30 30 33 31 28

여성 68 70 70 67 69 72

연령

(%)

20대 12 13 10 11 29 10

30대 30 34 30 38 14 22

40대 39 31 40 36 22 41

50대 19 22 50 16 35 27

평균연령 (나이) 41 41 41 41 41 42

월 가구소득(만원) 475 474 467 448 469 512

평균

구매금액

(만원)

LED TV 214 216 203 200 183 242

SBS 176 183 166 160 176 190

세탁기 110 109 111 102 102 119

에어콘 205 193 187 187 184 210

노트북 122 114 112 118 108 134

* 자료: 삼성전자. 영업전략그룹 리서치센터.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한 Consumer

shopping behavior 조사(2012. 7.31), 조사방법: 정량조사(개별면접조사), 조사대상:

만20-59세 사이의 성인남녀, 최근 3개월 내 방문구매자, 조사지역: 서울 및 수도

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총 설문인원: 디지털프라자/460명, 베스트셥/459

명, 하이마트/170명, 전자랜드/180명, 이마트/170명, 홈플러스/170명, 롯데마트/170명,

롯데백화점/193명, 현대백화점/47명, 신세계백화점/20명(총 2,230명 정량조사)

<표 2> 국내 가전제품 매장 방문객 유형별 상품구입 현황

매장 매장구분

Emotional Image

평가항목

브랜드샵 양판점 샵인샵

디지털

프라자

(n=460)

베스

트샵

(n=45

9)

하이

마트

(n=36

1)

전자

랜드

n=180

)

할인

매장

(n=51

0

백화

점

(n=26

0)

구입 후 배송/설치가 신속한 매장 79 76 76% 75 72 78

제품의 품질을 신뢰할 수 있는 매장 77 78 75 69 74 75

최신모델/제품이 전시되어진 매장 75 75 69 73 75 77

집/회사에서 가까운 매장 74 72 71 57 71 65

접근이 편리한 매장(주차 대중교통) 74 71 74 63 76 74

제품 전문지식 판매원이 있는 매장 75 69 70 71 74 76

브랜드가 다양한 매장 36 39 79 76 72 73

제품의 가격/스펙 확인이 쉬운 매장 68 70 76 62 72 66

다양한 가격대 제품이 구비된 매장 70 69 78 80 73 69

다른 종류의 상품도 함께 구입
가능한 매장 69 71 68 75 76 83

* 자료: 삼성전자. 영업전략그룹 리서치센터.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한 Consumer

shopping behavior 조사(2012. 7.31구매고객 * 조사방법: 총 2,230명

설문참여(정량조사 시행) 설문지 문항 중복선택으로 100%기준 상위 집계 됨.

<표 3> 가전제품 매장 Emotional Image 평가현황 (단위=%)

3. 가전 브랜드샵 현황과 공간구성

3.1. 국내 가전제품 매장 현황

지난 80-90년대 까지 국내 가전제품 유통구조는 가전

제품 제조사가 자사 브랜드만을 취급하는 전속대리점이

유통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이후 90년대 중반 국

내 가전제품 유통시장은 성숙기에 진입하면서 전속대리

점 숫자는 포화상태에 접어들었다. 성장정체, 수요감소,

경쟁심화, 재고증가 등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시작되었

고, 금융위기를 겪으며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

가치관 변화와 더불어 가전제품 유통환경 구조는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유통가격을 낮추고 보다 저렴한

가격정책으로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

하는 대형 양판점이 가전유통시장에서 급속도록 성장하

게 되었다.13) 현재 국내 가전제품 매장 현황을 살펴보면

브랜드 파워와 유통 지배력을 갖춘 제조 기업이 직영.위

탁 대리점 형태로 운영하는 삼성전자의 ‘디지털프라자’와

엘지전자의 ‘베스트샵’이 있다. 이와 같은 제조사가 운영

하는 가전 브랜드샵은 자사의 NB14)상품만을 유통하기

때문에 가전양판점에 비해 제품의 카테고리와 종류가 상

대적으로 적은 단점이 있다. 따라서 단점을 극복하기 위

해 매장의 고급화, 고객서비스 향상, 브랜드 파워를 앞세

운 매장의 다각화 전략을 앞세운 특징이 있다. 반면 여러

제조사의 상품과 브랜드를 한데 모아 판매하는 양판점으

로는 국내 ‘하이마트’와 ‘전자랜드’가 있으며 이들 대형

양판점들은 해외 가전브랜드를 비롯해 국내 가전브랜드,

자체 PB15)상품 등 다양한 제품들을 유통 판매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NB상품만 취급하는 제조사 기반의 브랜드샵

보다 상품 카테고리와 판매 제품종류가 많다.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분포된 직영 매장과 위탁 매

13) 이동철, 마케탕 전력전술 소비심리와 쇼핑의 접점, 한국마케팅학회

논문집 제51호, 2004.2, pp.42-43

14) NB(National Brand) : 제조업체 브랜드. 전국 단위의 브랜드 파워

와 유통 지배력을 가진 메이커 또는 제조업체가 전적으로 생산 및

판매를 관리하는 상품.

15) PB(Private Brand) : 유통업체에서 직접 만든 자체 브랜드 상품을

뜻하며, 자사 상표, 유통업자 브랜드, 유통업자 주도형 상표라고도

불린다. 제조 설비를 갖추지 않은 유통전문업체가 독자적으로 상품

을 기획한 후, 생산만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판매하는 상품

장 현황도 제조사의 브랜드 샵보다 앞서고 있다. 이밖에

가전제품 매장으로 대형할인점과 백화점에 샵인샵(Shop

in Shop)16) 개념으로 입점한 소매점이 있다.17) 이들 매

장은 제조사 기반 브랜드 샵, 양판점, 대형할인점에 비해

상품 카테고리와 제품 수량이 적은 반면, 다른 상품군도

함께 쇼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국내 가전제품 매장은 유통환경에 따라 브랜드

샵, 양판점, 샵인샵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표 2>, <표

3>과 같이 구매유형에 따라 조금씩 다른 특징을 보인다.

브랜드샵, 양판점, 샵인샵 모두 남성고객 보다는 여성고

16) 샵인샵(Shop in Shop) : 매장 안에 또 다른 매장을 만들어 상품을

판매하는 새로운 매장형태이다. 이는 매장의 입장에서는 상호 시너

지 효과를 통해 판매를 촉진하는 이점이 있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는 한 곳에서 쇼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7) 조재용, 국내 가전매장 실내 디자인에 나타난 영역별 표현특성, 한

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29호, 2012.10, pp.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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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플랜(Plan) 존(Zone)

평면 구성(카테고리) 세부내용

최우

수점

(300

평

이상)

1층

INFORMATION 서비스 상담, 계산

생활가전
에어컨, 세탁기, 청소기, 제습기,

공기청전지, 소형가전, LED 조명

주방가전
냉장고, 김치냉장고, 빌트인 가전,

오븐/전자랜지, 완인셀러

2층

백색프리미엄 양문형냉장고, 드럼세탁기, 스마트AC

AV홈시어터 TV, 사운드바, 홈시어터, 무선오디오

샵인샵(SIS) 휴대폰, PC, IT 모바일, 악세서리

스마트 체험존 체험을 통한 쇼핑흥미와 구매증진

서비스센터(SVC) 제품교환 및 고장수리

우수점

(200

이상)

INFORMATION 서비스접수, 카운터

생활가전
에어컨, 세탁기, 청소기, 제습기,

공기청전지, 소형가전, LED 조명

주방가전
냉장고, 김치냉장고, 빌트인 가전,

오븐/전자랜지, 완인셀러

백색프리미엄 양문형냉장고, 드럼세탁기, 스마트AC

AV홈시어터 TV, 사운드바, 홈시어터, 무선오디오

샵인샵(SIS) 휴대폰, PC, IT 모바일, 악세서리

일반점

(100평)

INFORMATION 서비스접수, 카운터

생활가전
에어컨, 세탁기, 청소기, 제습기,

공기청전지, 소형가전, LED 조명

주방가전
냉장고, 김치냉장고, 빌트인 가전,

오븐/전자랜지, 완인셀러

샵인샵(SIS) 휴대폰, PC, IT 모바일

AV홈시어터 V, 사운드바, 홈시어터, 무선오디오

* 자료 : 삼성전자 국내영업사업부. 마케팅 Comm. SIP(Store Identity Program)

관리부서. (2012년 자료)

<표 4> 삼성전자 ‘디지털프라자’ 평형별 상품구성 현황

객 비중이 공통적으로 높고, 방문자 연령은 41-42세로 비

슷한 수준이지만 브랜드 샵이 상대적으로 30-40대 비중

이 높고, 양판점은 40-50대가 높다. 반면 할인점은 50대

와 20대 비중이 다소 높고, 백화점은 고소득의 40-50대

여성고객이 높게 나타난다. 구매자 가구소득은 백화점이

512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브랜드샵은 평균 475만원,

양판점과 대형할인점은 평균 460만원으로 백화점 구매자

를 제외하고는 구매자 가구소득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

다. 브랜드샵은 구입 시 신속한 배송과 설치, 제품품질

신뢰, 판매원 전문성, 가격신뢰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

로 조사되었으며, 양판점은 브랜드의 다양성, 가장 큰 가

전제품 매장,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이 구비된 매장으로

높게 평가 되었다. 대형 할인매장은 다른 종류의 상품도

함께 구입할 수 있는 점과 쉬운 교환과 환불이 높게 평

가 되었다. 백화점은 고급스러움과 즐거운 쇼핑 등 감성

적 이미지에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이와 같이 매장

유형에 따라서 구매자 연령, 소득수준, 프리미엄 제품군,

매장 Emotional Image 평가 등이 다양하게 파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구매행동 관찰 및 조사대상은 매장 방

문 전 상품과 브랜드를 마음속에 이미 정해 놓은 ‘상품

인식형 구매행동’의 쇼퍼이다. 따라서 다양한 브랜드와

상품들을 판매하는 양판점과 대형할인점 보다는 브랜드

로얄티를 가지고 자사 NB상품만 판매하는 삼성전자의

디지털프라자를 조사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이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상품의 신뢰와 소비자에게 친밀감을

주는 브랜드 전략과 국내․외 전자제품 시장에 마켓시어

를 폭넓게 형성하고 있는 좋은 연구 대상이기 때문이다.

3.2. 가전 브랜드샵 공간구성

제조사 가전 브랜드샵인 ‘디지털프라자’는 삼성전자 가

전매장 관리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준하여 공간

의 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평형과 유형별로 분류할 수 있

다. <표 11>에서와 같이 평형별 분류에 있어서는 매장의

실평수가 300평 이상 되는 것을 최우수점과, 200평 이상

인 것을 우수점, 100평 이상을 일반점으로 칭하고 있다.

유형별 분류에 있어서는 매장의 출입구가 있는 전면을

기준으로 길이의 값이 폭보다 큰 것은 중가로형, 길이의

값이 폭보다 작은 것은 정방형으로 분류하고 있다.18)

매장 공간구성을 살펴보면 100평 이상의 일반점은 카

운터, 상담코너, 생활가전, 주방가전, AV홈시어터, IT제

품 등 총 5개 존(Zone)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IT제품

코너는 샵인샵 개념으로 디지털프라자 내 독립적인 매장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다. 삼성전자 내부적으로는 디지털

프라자를 운영하는 생활가전 한국총괄사업부와 무선사업

18) 노창영, Store Identity Program(SIP)이 적용된 국내 가전매장 디

자인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2007.8, pp.48-50

부가 서로 독립적인 판매 유통채널로 운영되기 때문이

다. 200평 이상의 우수점은 총 6개 코너로 구성되어 있

다. 보통 백색프리미엄 존이 추가되는데 양문형냉장고,

드럼세탁기, 스마트에어컨 등 고가의 최신제품들을 고객

의 눈에 가장 잘 들어오는 골든존(Golden Zone)19)에 배

치시켜, 상품의 품질을 강조하는 등 고객이 희망했던 상

품보다 단가가 높은 상품 판매를 유도는 Up-Selling20)

마케팅 활동을 펼친다. 300평 이상의 최우수점은 일반점

보다 스마트 체험코너와 서비스센터가 추가된 총 7개 코

너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IT제품코너에 스마트 체험존

(All Share Zone)을 구성하여 고객이 직접 컨버젼스 환

경에서 IT제품군을 사용해보고 체험강화를 통해 쇼핑의

흥미와 구매 자극을 높이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삼성전자의 ‘디지털프라자’는 평

형별로 5-7개 코너로 구성되어있고, 약 300-400개의 제

품이 진열되어 있다. TV, 냉장고, 세탁기, 계절가전과 같

은 대형가전에서 부터 IT, 생활가전, 주방가전과 같은 소

형가전까지 각 제품별 크기 및 특성, 가격 정책에 따라

카테고리별로 진열되어 판매되고 있다.

19) 골든존(Golden Zone): 매장에서 고객의 눈에 가장 잘 들어오는 상

품의 진열위치.

20) 연쇄판매(Up-Selling): 고객에게 더 나은 가격조건을 제안하거나, 상

품의 품질을 강조하는 등 고객이 희망했던 상품보다 단가가 높은

상품 판매 구입을 유도하는 판매방법. 판매증대는 물론 고객만족을

위해서도 중요한 마케팅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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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상계점 야탑점 강남점 화정점 모란점 동광주점

매장전경

매장타입 단 층(우수점) 단 층(우수점) 복 층(최우수점) 복 층(최우수점) 필로티(일반점) 필로티(우수점)
매장규모(평) 253(평) 233(평) 320(평)/1F(168평), 2F(152평) 300(평)/1F(159평), 2F(141평) 192(평) 290(평)

매장평면

방문

객수

주중1日 298(명) 72(명) 209(명) 539(명) 78(명) 96(명)

주말1日 348(명) 166(명) 228(명) 475(명) 160(명) 230(명)

합계(명) 총 646(명) 총 238(명) 총 437(명) 총 1,014(명) 총 238(명) 총 172(명)

진열제품 대수 322대 312대 318대 332대 259대 272대

이미지

진열상품
에어컨, 세탁기, 청소기,

제습기, 공기청전지, 소

형가전, LED 조명

에어컨, 세탁기, 청소기,

제습기, 공기청전지, 소

형가전, LED 조명

에어컨, 세탁기, 청소기, 제습기,

공기청전지, 소형가전, LED 조명,

바이러스닥터

에어컨, 세탁기, 청소기, 제습기,

공기청전지, 소형가전, LED 조명,

바이러스닥터

에어컨, 세탁기, 청소기,

제습기, 공기청전지, 소

형가전, LED 조명

에어컨, 세탁기, 청소기,

제습기, 공기청전지, 소

형가전, LED 조명

면적(%) 20(%) 20(%) 20(%) 20(%) 25(%) 20(%)

이미지

진열상품

푸드쇼케이스, 양문형냉

장고, 일반냉장고, 김치

냉장고,빌트인 가전, 오

븐/전자랜지, 완인셀러

푸드쇼케이스, 양문형냉

장고, 일반냉장고, 김치

냉장고,빌트인 가전, 오

븐/전자랜지, 완인셀러

푸드쇼케이스, 양문형냉장고, 일

반냉장고, 김치냉장고, 냉동고,

빌트인가전, 오븐/전자랜지, 완인

셀러

푸드쇼케이스, 양문형냉장고, 일

반냉장고, 김치냉장고, 냉동고,

빌트인 가전, 오븐/전자랜지, 완

인셀러

푸드쇼케이스, 양문형냉

장고, 일반냉장고, 김치

냉장고, 빌트인가전, 오

븐/전자랜지, 완인셀러

푸드쇼케이스, 양문형냉

장고, 일반냉장고, 김치

냉장고, 빌트인가전, 오

븐/전자랜지, 완인셀러
면적(%) 20(%) 20(%) 20(%) 20(%) 15(%) 20(%)

이미지

진열상품

스파클링냉장고, 푸드쇼

케이스,스마트에어컨, 홈

멀티에어컨,버블(드럼)세

탁기, 모션싱크청소기,

삼성지펠T9000, 푸드쇼

케이스,스마트에어컨, 홈

멀티에어컨,버블(드럼)세

탁기, 모션싱크 청소기

삼성지펠 T9000, 스파클링 냉장고,

푸드쇼케이스, 스마트에어컨, 홈멀

티에어컨, 버블(드럼)세탁기, 모션

싱크 청소기, 스마트탱 청소기

삼성지펠 T9000, 스파클링 냉장고,

푸드쇼케이스, 스마트에어컨, 홈멀

티에어컨, 버블(드럼)세탁기, 모션

싱크 청소기, 스마트탱 청소기

삼성지펠T9000, 스파클링

냉장고, 푸드쇼케이스, 스

마트에어컨,버블세탁기,

모션싱크청소기

삼성지펠T9000, 스파클링

냉장고, 푸드쇼케이스, 스

마트에어컨,홈멀티에어컨,

버블(드럼)세탁기
면적(%) 20(%) 20(%) 20(%) 20(%) 20(%) 20(%)

이미지

진열상품

UHDTV, 스마트TV,LED,

PDPTV, 사운드바,블루

레이홈시어터,DVD홈시

어터,블루레이 플레이어

UHDTV, 스마트TV,LED,

PDPTV,사운드바,블루레

이홈시어터,무선도킹 오

디오,블루레이 플레이어

OLEDTV, UHDTV, 스마트TV,LED,

PDPTV, 사운드바,블루레이홈시어

터,홈시어터,무선도킹,오디오,무선

포터블오디오,블루레이플레이어

OLEDTV, UHDTV, 스마트TV,LED,

PDPTV, 사운드바,블루레이홈시어

터,홈시어터,무선도킹,오디오,무선

포터블오디오,블루레이플레이어

UHDTV, 스마트TV,LED,

PDPTV, 사운드바, 블루

레이홈시어터, 홈시어터,

오디오, DVD 플레이어

스 마 트 T V , L E D T V ,

PDPTV,사운드바,블루레

이홈시어터,홈시어터, 무

선도킹오디오, 플레이어
면적(%) 25(%) 25(%) 20(%) 20(%) 25(%) 25(%)

이미지

진열상품

스마트폰.일반휴대폰..노

트북.테블릿PC.데스크탑.

모니터.프린터.소모품.디

지털카메라.캠코더.MP3.

렌즈.엑세서리

스마트폰.테블릿.기어.일

반휴대폰.노트북.테블릿

PC.데스크탑.모니터.프

린터.주변기기.디지털카

메라.캠코더.MP3.렌즈

스마트폰.테블릿.기어.일반휴대폰.

갤럭시카메라.노트북.테블릿PC.올

인원PC.데스크탑.모니터.프린터.소

모품.주변기기.디지털카메라.캠코

더.MP3.렌즈.엑세서리.외장HHD

스마트폰.테블릿.기어.일반휴대폰.

갤럭시카메라.노트북.테블릿PC.올

인원PC.데스크탑.모니터.프린터.소

모품.주변기기.디지털카메라.캠코

더.MP3.렌즈.엑세서리.SSD

일반휴대폰.갤럭시카메라.

노트북.테블릿PC.올인원

PC.데스크탑.모니터.프린

터.소모품.주변기기.디지

털카메라.캠코더.MP3

스마트폰.테블릿.기어.일

반휴대폰.노트북.테블릿

PC.데스크탑.모니터.프린

터.주변기기.디지털카메

라.캠코더.MP3.렌즈

면적(%) 15(%) 15(%) 20(%) 20(%) 15(%) 15(%)

* 진열상품 카테고리(category) 현황: 5개 제품군

<표 5> 사례조사 대상현황

4. 구매행태에 따른 공간배치와 객동선 특징

4.1. 사례조사 대상과 관찰방법

이번 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디지털프라자의 평형과

유형별 특징을 기준으로 단층, 복층, 필로티로 구분하여

각 대표적 매장 6개(상계점, 야탑점, 강남점, 화정점, 모

란점, 동광주점)를 선정해 매장 방문자의 구매행태를 관

찰 조사였다. 쇼퍼의 구매행태 분석을 위해 구매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상품 카테고리에 따른 매장 공간구

성 측면뿐 아니라, 2장에서 살펴본 구매유형의 분류 기

준인 지역, 시간, 성별, 연령, 방문자 그룹, 소득수준도

구매행태를 파악하는 독립변수로 분류하고 내방고객 특

성을 관찰 조사하였다. 구매행동의 유형인 ‘상품 인식형’

과 ‘목적인식형’도 쇼퍼 행동을 관찰하는 중요한 변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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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코너

방문유형

TV

(n=398

)

REF

(n=154

)

WM

(n=124

)

NPC

(n=271

)

Dica

(n=68)

소형

가전

(n=346

)

TAB

(n=84)

AC

(n=93)

쇼퍼

성별

남성(%) 53 18 30 61 46 24 48 46

여성(%) 47 82 70 37 52 76 52 54

연령
20-30대(%) 42 31 29 49 54 28 59 39

40-50대(%) 76 69 71 51 46 72 41 61

쇼핑

유형

혼자(%) 33 33 33 44 48 42 41 28

동반(%) 67 67 67 68 52 58 59 72

동반

유형

자녀동반(%) 56 38 31 44 46 40 41 29

중년부부(%) 26 24 28 27 27 29 26 25

신혼부부(%) 72 21 48 21 27 36 41 68

* Base: 디지털프라자 각 제품 코너별 방문객, 조사방법: Shadow, Observation

<표 7> 쇼퍼 유형별 방문코너 현황

<그림 6> 시간별 내방고객 현황

<그림 7> 시간별 쇼퍼 구매율 현황

방문유형
동 반

신혼부부 중년부부 부모,자녀 부(父),자녀 모(母),자녀 진인동반

구매율(%) 20(%) 34(%) 28(%) 38(%) 25(%) 24(%)

* <표 > 방문고객 유형별 조사에서 전체 구매율 25(%)에서 동반고객 구매율

28(%)의 세부내용

<표 6> 연령별 쇼퍼 구매현황

로 분류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브랜드와 제품 카

테고리가 구매자 심리에 어느 정도 형성된 쇼퍼를 관찰

대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변인요소 범주에서 제외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각 매장을 대상으로 2013년 11월 주

중 하루, 주말 하루 총 2일씩 만 20세에서 59세까지 성

인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조사방법으로는 행동관

찰 조사와 같은 정성적조사와 매장 내 인터뷰와 출구 설

문조사와 같은 정량적조사가 동시에 이루어 졌다. 행동

관찰은 Shadowing21) Shop Along22) 기법을 통해 쇼퍼가

매장에 들어와서 나가기까지의 모든 행동을 관찰 기록하

고 행동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화 작업을 진행했다.

매장 내 인터뷰와 출구 설문조사는 상계점 20명, 야탑점

26명, 강남점 20명, 화정점 30명, 모란점 30명, 동광주점

31명 등 총 167명의 쇼퍼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

졌다.

4.2. 쇼퍼 구매유형별 특징과 구매율

‘디지털프라자’의 시간대별 쇼퍼 방문현황과 구매율을

보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평일 92명, 주말 104명으로

내방객 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시간

대별 구매율 현황을 살펴보면 내방객 수가 가장 높았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평일 26%, 주말 28%로 구매율도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쇼퍼 방문현황과

구매율은 평일, 주말 상관없이 오후 시간대가 방문율이

가장 높고, 평일보다는 주말이 방문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쇼퍼 동반자 방문유형과 구매율을 보면 평일은 혼자

방문한 쇼퍼가 62%로 가장 많았고, 주말은 동반고객 유

형의 쇼퍼가 66%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말

동반고객 중 부모와 자녀 방문유형이 29%로 가장 높고,

부부 동반이 27%로 두 번째로 높게 조사되었다.

21) 섀도잉(Shadowing): 소비자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행동을 기록

하는 기법.

22) 숍얼롱(Shop-along): 쇼핑하는 전 과정을 관찰하는 기법.

구매율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주말 동반고객 구매

율이 28%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아빠

동반 고객일수록 구매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남성고객 40-50대에서 관심

도가 높은 상품 카테고리와 젊은 남녀 20-30대에서의 관

심 카테고리를 인접해서 배치하고, 동선을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상품코너를 구성한다면 당초 구매계획이 없

던 동반 방문고객도 매장 내에서 구매의사 결정을 내려

충동구매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상품 카테고

리의 기능적 유사성만 반영된 상품 배치계획에 방문고객

유형별 특징까지 고려한 동선계획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쇼퍼 성별유형에 따른 상품 존(Zone) 방문율을 살펴보

면, TV코너 53%, 노트PC 코너 61%로 남성 쇼퍼 방문

율이 타 코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

다. 반면 여성 쇼퍼의 경우 냉장고 82%, 소형가전 76%,

세탁기 70% 등 생활가전 코너 방문율이 높은 것으로 조

사되었다. 에어컨, IT모바일 제품 코너는 남녀고객 방문

비중이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성별 구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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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구매유형과 상품코너 방문율 현황

구 분

구매의향 제품(%)

TV

(67명)

냉장고

(37명)

세탁기

(19명)

에어콘

(17명)

노트PC

(39명)

타블렛

(6명)

D카메라

(3명)

첫번

째

방문

코너

TV(%) 88(%) 8(%) 26(%) 18(%) 5(%) 17(%) -

냉장고(%) 3(%) 84(%) 16(%) 6(%) 3(%) - -

세탁기(%) 3(%) 5(%) 58(%) - - - -

에어콘(%) 1(%) - - 71(%) - - -

노트PC(%) 1(%) - - 6(%) 90(%) - -

타블렛(%) - - - - 3(%) 83(%) -

D카메라 - - - - - - 100(%)

* 디지털프라자 전국 6개 지점 쇼퍼 167명을 대상으로 출구조사를 통해 분석.

<표 8> 쇼퍼 첫번째 방문코너 현황 (n=167)형을 고려할 때 IT제품, TV, 생활가전 상품 카테고리를

매장 내 메인동선을 중심으로 정확히 분리 배치시켜 관

심 카테고리에 대한 쇼핑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환경연

출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동반고객 유형이 많은 것을

고려할 때 쇼퍼 각자의 관심 카테고리로 자연스럽게 유

도 할 수 있는 동선계획도 세밀하게 구성되어야 할 것이

다. 연령별 방문코너 비율을 보면 TV코너 76%, 소형가

전 72%로 40대와 50대 중년 쇼퍼의 방문율이 높았으며,

IT모바일 상품코너는 상대적으로 20대와 30대 방문비율

이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쇼퍼 동반유형에 따른 상

품 존 방문율을 보면 에어컨코너 72%, TV, 세탁기, 냉

장고 코너가 각각 67%로 생활가전 코너에 동반쇼핑 유

형의 방문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IT 모바일 제품코너는

혼자 방문한 20대와 30대 쇼퍼 방문율이 높은 것으로 파

악되었다. 따라서 혼자 방문한 20-30대 쇼퍼는 확고한

‘상품인식형 구매’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IT제품 카테고

리 외 다른 코너로 유도하기 보다는 IT상품만 모여있는

샵인샵(SIS) 존에서 제품간 컨버젼스 서비스 체험 기회

를 높여 또 다른 IT 제품에 대해 구매 충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쇼퍼의 ‘목적인식형 구매’ 태도를

충동구매로 연결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4.3. 쇼퍼 구매행동과 코너별 방문율

디지털프라자를 방문한 고객의 59%가 1개의 제품군만

탐색하고, 나머지 32%가 동일 상품카테고리 내에서도 1

개 코너만 탐색한 후 퇴장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그림 8>을 보면 남자 방문객, 주중방문, 혼자 방문한

경우 단일 상품 카테고리와 단일 제품 존(Zone)만 탐색

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쇼퍼가 첫

번째 멈추는 제품코너에서의 적극적인 고객응대와 제품

정보의 효과적인 표출이 이뤄질 때 구매로 이어질 확률

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디지털프라자를 방문한 쇼퍼의

구매행동을 보면 제일 먼저 구매의향이 있는 상품 코너

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상품 카테고

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TV코너는 첫 번째 방문율이 88%

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TV코너에 디지

털프라자 핵심 판촉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노출시켜 매장

진입에서 판매율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매장

메인동선을 중심으로 가장 안쪽 코너에 TV상품을 배치

시켜, 다른 상품 코너를 의도적으로 지나치도록 동선을

계획하여 다른 상품코너도 자연스럽게 쇼핑이 가능할 수

게 한다. 이때 노출될 타 코너의 기획 상품들은 메인 동

선과 가장 인접한 자리에 배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4.4. 구매행태에 따른 객동선 분석

매장 내 들어온 쇼퍼의 구매행동과 메인동선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면 대부분 쇼퍼가 메인 출입구에 잠시 멈

춰서 매장 내 각 상품코너의 위치를 파악한 뒤 매장 중

앙의 넓은 메인통로로 이동한다. 그리고 구매의향이 있

는 제품코너로 각자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IT상품

이 배치된 샵인샵(SIS)코너와, TV코너를 방문하는 쇼퍼

들은 생활가전 제품코너로의 이동 전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활가전 상품코너를 방문한 쇼퍼도 샵

인샵코너와 TV코너로의 이동 전환율이 낮기 때문이다.

대체로 구매의향이 있는 상품코너 구역 안에서 쇼핑을

완료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각 코너들 간 연계 방문

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방문율과 코너 간 이동 전환율이

낮은 IT제품 코너를 매장 출입구에 배치시키고 상대적으

로 방문율과 구매율이 높은 동반고객 유형의 쇼퍼 관심

카테고리를 매장 안쪽 중심으로 배치시킨다면, IT제품

코너를 의도적으로 지나쳐서 오게 함으로써 연계 방문율

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단층 매장의 경우 메인동선을 중

심으로 생활가전 코너, 샵인샵 코너, TV코너를 분리배치

하고, 복층 매장의 경우 TV코너를 2층에 배치시켜 타

코너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매율과 방문율이 높은 쇼퍼들

을 1층 코너의 상품 카테고리에 의도적으로 거쳐 오도록

계획 한다면 구매율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쇼

퍼는 입구에서부터 자신이 원하는 제품을 탐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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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층
도면

세부내용
동선 Dead zone

상계

점

(단층

)

1F

중앙 입구부터 TV가 보이
는 중앙 정면까지의 가장
넓은 메인 통로로 진입.
이후 개별 제품 코너로
중앙 통로 다음으로 넓은
통로를 통해 이동 함

야탑

점

(단층

)

1F

메인입구로 입장시, TV와
소형가전 코너 침투율 높
음. 반면 서브입구 입장
쇼퍼는 샵인샵 코너만 쇼
핑하고 바로 퇴장, 생활가
전 코너로 연계방문 계획
이 필요.

강남

점

(복층

)

1F

메인입구 앞에 형성된
골든존의 프리미엄 상품
군만 방문하고 대부분 2
층 TV코너로 이동 함. 안
쪽 생활가전 코너 침투율
낮음. 대부분 2층 코너로
이동 함

2F

2층은 TV만 보고 바로퇴
장하는 쇼퍼가 많음. 1층
과 비교했을 노트PC, 타
블렛 코너 방문비중이 낮
음. TV의 Hub 역할 낮음.

화정

점

(복층

)

1F

1층의 경우 메인입구가정
면에서 우측 모서리로 치
우쳐 있더라도 이동 및
매장 스캔이 용이한 중앙
메인 통로로 진입 함.

2F

2층은 생활가전 구매목적
의 소규모 쇼퍼만 유입됨.
따라서 TV와 같은 Hero
제품을 정면에서 훤히 보
이게 배치하여 Hub 역확
을 하도록 구성할 필요
있음.

모란

점

(단층

)

1F

입구가 측면으로 치우쳐
있다 하더라도 매장 스캔
에 가장 유리한 중앙 메
인통로 진입 후 개별 상
품코너로 이동 함.

동광

주점

(단충

)

1F

입구 쪽은 자신이 원하는
제품이 어디 있는지 스캔
하고 TV코너와 냉장고 코
너가 위치한 시계방향으
로 벽면쪽 이동 통로로
빠짐. 중앙 메인통로 개념
이 부재.

<표 9> 디지털프라자 동선 및 Dead zone 현황

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입구에서 메인

이동통로의 초입 왼쪽이 매장 내 방문율이 가장 낮은 지

점으로 평가 된다.

5. 결론

최근 업계와 학계에서는 소비자(Consumer)의 개념을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User)와 제품을 구입하는 구매

자(Shopper)로 세분화해 매장에서 구매행위가 이뤄지는

쇼퍼의 구매심리와 행동을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서 리

서치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매율을 높임과 동시에 치열한

가전제품 유통시장 경쟁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쇼퍼의

구매행태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쇼퍼의 구매유형과 구매형태에 대한 특징

을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삼성전자의 ‘디지털프라자’

를 내방한 쇼퍼(Shopper)를 대상으로 구매행태(行態)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쇼퍼 구매유형의 특징을 활동

지역, 시간, 성별, 연령, 소득수준, 방문유형으로 분류한

다음 전국 6개 매장의 ‘상품 인식형 구매형태’, ‘충동 구

매형태’의 쇼퍼를 대상으로 관찰하고, 분석한 데이터를

통해 매장 내 상품 카테고리 배치와 객동선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시간대별 구매유형 특징을 보면 쇼퍼 방문현황

과 구매율은 평일, 주말 상관없이 모두 오후 시간대가

방문율이 가장 높고, 평일보다는 주말 방문율이 더 높은

것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쇼퍼 동반자 방문유형과 구매

율을 보면 주말 동반고객 구매율이 28%로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났고, 특히 가족 동반 고객일수록 구매율이 높

았다. 이는 상품 카테고리의 기능적 유사성만 반영된 상

품 배치계획에서 방문고객 유형별 특징까지 고려된 동선

계획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한다.

둘째, 쇼퍼 성별에 따른 방문율을 살펴보면 TV코너,

노트 PC코너에 남성 쇼퍼 방문율이 타 코너에 비해 상

대적으로 높았으며. 여성 쇼퍼의 경우 냉장고, 소형가전,

세탁기 등 생활가전 코너의 방문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에어컨, IT모바일 제품 코너는 남녀고객 방문비

중이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성별 구매유형

을 고려할 때 IT제품, TV, 생활가전 상품 카테고리를 매

장 내 메인동선을 중심으로 정확히 분리 배치시켜 관심

카테고리에 대한 쇼핑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상품 카테

고리 배치계획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동반고객 유형

이 많은 것을 고려할 때 쇼퍼 각자의 관심 카테고리로

자연스럽게 유도하여 이동 가능한 동선도 세밀하게 계획

되어야 한다.

셋째, 연령별 방문코너 비율을 보면 TV코너, 소형가전

코너에 40대와 50대 중년 쇼퍼의 방문율이 높았으며, IT

모바일 상품코너는 상대적으로 20대와 30대 방문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혼자 방문한 20-30대

쇼퍼는 확고한 ‘상품인식형 구매’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IT제품 카테고리 외 다른 코너로 유도하기 보다는 IT상

품만 모여있는 샵인샵(SIS) 존에서 제품 간 컨버젼스 서

비스 체험 기회를 높여 또 다른 IT 제품에 대해 구매 충

성도를 높여야 한다. 이는 쇼퍼의 ‘목적인식형 구매’ 태

도를 충동구매로 연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넷째, 쇼퍼 구매행동을 분석한 결과 제일 먼저 구매의

향이 있는 상품 코너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특

히 TV 코너는 첫 번째 방문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매장 메인동선을 중심으로 안쪽 코너에 TV

상품을 배치시켜, 다른 코너를 의도적으로 지나쳐 오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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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선을 계획한다면 다른 코너로도 자연스럽게 쇼핑이 가

능해 진다는 사실이다. 또한 대부분의 쇼퍼는 입구에서부

터 자신이 원하는 제품을 탐색하는 경향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입구에서 메인 이동통로 초입 왼

쪽이 매장 내 방문율이 가장 낮은 지점으로 평가 되어

활성화 할 수 있는 별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주지하다시피 쇼퍼의 구매행태에 대한 분석 자료는 상

품배치와 객동선 연출에 중요한 데이터로 활용되어 구매

율을 높이고 쇼핑경험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실

질적 원동력이 된다. 나아가 기업 문화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효과적 측면에서 쇼퍼마케팅 전략과 매장 객동선

연출 관계는 판매증진을 위한 가전제품 매장에 대한 구

체적인 마케팅 지침서가 될 수 있으며, 동시에 기업과

소비자의 실제 경험과 실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소

비심리 만족 및 기업목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

한다. 본 연구에서는 매장 내 쇼퍼(Shopper)의 구매행태

(行態)를 중심으로 객동선과의 상관관계를 고찰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쇼퍼의 인지반응평가, 감성반응조사 등

쇼퍼(Shopper)의 구매심리(心理)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

하여 구체적인 매장 실내디자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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